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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인허가 단계에서 건설 및 운영허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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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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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허가신청자는 원자력발전소를 상세하게 설계 및 분석하고 원자력안

전법 제10조 및 제20조,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될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허가신청자가 작성·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이 

원자력안전법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원

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심사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서는 안전심사과정에서 검토자에게 필요한 규제요건과 허용

기준, 상세한 기술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내부의 검토

절차 또는 규제입장을 밝힌 문서이다. 따라서 검토자는 본 안전심사지침서를 

활용하여 안전성분석 내용이 해당 규제요건과 허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평가하여 안전성을 심사한다. 허가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심층검

토를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설비의 설계자와의 직접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포괄

적인 토대위에서 원전설비의 안전성 검토가 행하여 질 수 있다. 또한, 안전심사

지침이 법적인 강제규정은 아니므로 허가신청자는 해당 규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검토자는 대안의 기술적 타당성과 규제요건 

만족 여부를 판단하여 안전성을 평가한다.  



  허가신청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함에 있어 검토자는 본 안전심

사지침 외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기준과 규제지침을 동시에 참고하여

야 하며, 규제기준과 규제지침은 본 안전심사지침보다 우선하는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규제기준과 규제지침이 본 안전심사지침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규제기준

과 규제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규제기준과 규제지침의 기술적 근거가 불명

확한 경우에는 본 안전심사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안전심사지침의 각 절은 검토주관부서, 검토범위, 검토(허용)기준, 검토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 작성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각 검토부서

의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동시에 검토부서간의 상호보완 및 연계검

토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서의 각 절은 다음과 같이 5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Ⅰ. 검토분야

  검토주관부서에 의해 검토되어야 할 안전성 검토업무 범위가 기술되어 있다.  

또한, 검토주관부서가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검토연계

부서가 수행하고 상호 공유하여야할 검토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Ⅱ. 허용기준

  허용기준 항목에는 규제요건 및 관련 기술기준이 기술되어 있다. 기술기준은 

국내법규에 의한 해당기준 및 현재 국내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준에 대해서

는 외국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의 일부 절에서는 검토주관부서

의 기술적 입장이 부록에 기술되어 검토자가 허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 및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Ⅲ. 검토절차

  본 절은 검토업무가 어떻게 수행되는가를 기술하고 있으며, 검토자가 검토대

상인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계통, 기기, 분석데이터 또는 정보가 허용기준

에 만족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계별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Ⅳ. 평가결과

  본 절은 특정 검토분야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의 형태에 관한 예를 기술

하고 있다.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의 각 절에 대해 이러한 형태의 검토결론을 

안전심사보고서에 수록할 수 있다. 본 안전심사보고서에는 검토업무를 어떤 측

면에서 수행하였으며, 어떤 면을 강조했었는지를 포함해서 추가 요구되는 정보, 

추후 해결되어야 할 사항 및 미해결사항과 원전설계자 또는 신청자 계획사항 

중 안전심사지침에 규정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안전심사지침에서 위

배된 사항의 근거 등을 포함한 검토업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Ⅴ. 참고문헌

  본 절에서는 안전심사지침서 개발에 사용한 참고문헌의 목록을 열거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은 국내원전의 안전성평가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검토과정에

서 규제요건을 수립하고 적용해 오는 동안에 검토자가 축적한 오랜 심사경험, 

해외 최신 기술기준 및 국내 법령 개정 내용, 1․2차 계통 통합안전규제 관련 사

항 등을 반영하고 있다. 향후에도 원자력계에 종사하는 학계전문가, 원자력사업

자, 규제업무담당자 등에 의해 제시되는 제반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경

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을 주기적으로 개정․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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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핵분열생성물 제어계통 및 구조물 

6.6 KEPIC 코드등급 2 및 3 기기의 가동중검사 및 시험

 부록 6.1.1-1 비상노심냉각수의 pH 제어

 부록 6.2.1.5-1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 평가를 위한 격납건물 최소압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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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6.2.4-1 정상운전중 격납건물 환기 및 배기

 부록 6.2.5-1 냉각재상실사고시 격납건물내 수소농도 계산 방법

 부록 6.3-1 재장전수저장탱크와 재순환집수조로부터 안전주입 펌프까지의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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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계측제어

7.0 계측 및 제어 - 검토절차 개요

7.1 계측 및 제어 - 서론

7.2 원자로정지계통 

7.3 공학적 안전설비계통 

7.4 안전정지계통 

7.5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

7.6 안전에 중요한 연동계통 

7.7 제어계통

7.8 다양성 계측제어계통 

7.9 데이터 통신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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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7.0-1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검토절차

 부록 7.0-2 가동중 원전의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변경허가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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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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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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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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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부록 7-1 고압력의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저압력계통의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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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7-3 원자로냉각재펌프 비가동중 원자로 운전을 위한 보호계통의 정지 

설정치 변경

 부록 7-4 보조급수계통의 설계기준 



 부록 7-5 가압경수형 원자로 단일제어봉의 불필요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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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7-7 Regulatory Guide 1.22의 적용에 관한 지침 

 부록 7-8 원자로보호계통의 예상정지에 관한 요건

 부록 7-9 Regulatory Guide 1.97 적용을 위한 지침

 부록 7-10 격리장치의 적용과 품질 

 부록 7-11 계측장비의 설정치 설정과 유지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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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7-13 디지털 컴퓨터기반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소프트웨어 검토지침

 부록 7-14 자기시험 및 감시시험 설비에 대한 평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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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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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부록 7-17 디지털 컴퓨터 실시간 성능에 관한 평가지침

 부록 7-18 일반의제, 현장실사 

제8장 전력계통

8.1 전력계통 - 서론

8.2 소외전력계통 

8.3.1 소내 교류전력계통

8.3.2 소내 직류전력계통

8.4 발전소 정전사고(SBO)

 부록 8.2-1 발전차단기(GCB) 및 부하차단스위치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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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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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8-2 디젤발전기의 첨두부하시 이용

 부록 8-3 소외전력계통의 안정도 

 부록 8-4 수동제어 전기구동밸브에 대한 단일고장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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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부록 8-6 발전소 전력계통의 전압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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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8-8 발전소 현장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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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보조계통

9.1.1 신핵연료 저장 

9.1.2 사용후핵연료 저장 

9.1.3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9.1.4 경하중 취급계통 

9.1.5 중하중 취급계통 

9.2.1 용수계통 

9.2.2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 

9.2.4 식수 및 위생수 계통 

9.2.5 최종 열제거원 

9.2.6 응축수 저장시설 

9.3.1 압축공기계통 

9.3.2 공정 및 사고후 시료채취계통

9.3.3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 

9.3.4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9.4.1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

9.4.2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계통

9.4.3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 건물 환기계통

9.4.4 터빈건물 환기계통

9.4.5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

9.5.1 화재방호계획

9.5.2 통신계통

9.5.3 조명계통

9.5.4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

9.5.5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

9.5.6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

9.5.7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

9.5.8 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

 부록 9.5.1-1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 지침

제10장 동력변환계통

10.2 터빈 및 발전기계통

10.2.3 터빈 회전자 건전성 

10.3 주증기 공급계통 

10.3.6 증기 및 급수계통 재료 

10.4.1 주복수기 

10.4.2 주복수기 진공계통

10.4.3 터빈축 밀봉계통 

10.4.4 터빈우회계통 

10.4.5 순환수계통



10.4.6 복수정화계통 

10.4.7 복수 및 급수계통

10.4.8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10.4.9 보조급수계통 

10.5 담수계통

 부록 10.2-1 터빈 및 발전기 보조계통에 대한 설계 지침

 부록 10.4.7-1 증기발생기에서의 수격현상예방 설계지침

 부록 10.4.9-1 비상급수계통 펌프구동 및 동력원 다양성에 관한 설계

제11장 방사성폐기물 관리

11.1 방사선원항

11.2 액체폐기물 관리계통

11.3 기체폐기물 관리계통

11.4 고체폐기물 관리계통

11.5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

 부록 11.3-1 기체폐기물계통 누설 또는 고장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배출

 부록 11.4-1 고체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 설계지침

 부록 11.4-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임시저장에 대한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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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유출물 감시기의 설계지침

제12장 방사선방호

12.1 직업상 방사선피폭(ORE)의 ALARA 보증

12.2 방사선원

12.3-4 방사선방호 설계특성



12.5 방사선방호계획 

제13장 운영관리

13.1.1 관리 및 기술지원 조직 

13.1.2-3 운전조직

13.2.1 원자로운전원 훈련

13.2.2 면허 미소지 직원 훈련

13.4 운전단계 활동사항 

13.5.1.1 행정절차서 - 일반사항 

13.5.1.2 행정절차서 - 초기시험 프로그램 

13.5.2.1 운전 및 비상운전절차서 

13.5.2.2 정비 및 기타 운전절차서 

 부록 13.5.2.1-1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 평가를 위한 검토절차

제14장 초기시험계획

14.2 발전소 초기시험계획 

제15장 사고해석

15.0 서론 - 과도 및 사고해석

15.0.2 사고해석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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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유량 증가, 증기발생기 압력 방출밸브나 안전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15.1.5 증기관 파단사고

15.2.1-3 외부 부하상실, 터빈정지, 복수기 진공 상실

15.2.6 발전소 보조계통용 비비상교류전원 상실



15.2.7 정상급수유량 상실

15.2.8 격납건물 내·외부의 주급수계통 배관파단

15.3.1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

15.3.3-4 원자로냉각재펌프 회전자 고착 및 펌프축 파손사고

15.4.1 우발적 제어군 인출(미임계 또는 저출력에서)

15.4.2 우발적 제어군 인출(출력운전중)

15.4.3 제어봉 오작동 

15.4.4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우발적 기동

15.4.6 우발적 원자로냉각재 붕소희석

15.4.7 핵연료집합체 오장전 

15.4.8 제어봉이탈 사고

15.5.1-2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부주의한 작동 및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오작동

15.6.1 가압기 압력방출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15.6.2 격납건물 외부로 일차계통 냉각재를 수송하는 소형배관의 파단에 대

한 방사능 영향

15.6.3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에 의한 방사능 영향

15.6.5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내에서의 가상된 배관파단의 스펙트럼으로부터 

정해지는 냉각재상실사고

15.6.5.1 격납건물 누설분을 포함한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

15.6.5.2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 : 격납건물 외부 공학

적 안전설비 부품으로부터의 누설

15.7.3 액체탱크 손상에 따른 방사성물질 누출

15.7.4 핵연료취급사고

15.7.5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낙하사고

15.8 원자로정지불능 예상과도

 부록 15.1.5-1 격납건물 외부 증기관 파단사고의 방사선량 평가



 부록 15.4.8-1 제어봉이탈 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평가

제16장 기술지침서

16.0 기술지침서

제17장 품질보증계획

17.1 설계 및 건설단계 품질보증

17.2 운전단계 품질보증

제18장 인간공학

18.0 인간공학 - 개요

18.1 제어실

18.2 안전변수지시계통

제19장 중대사고 및 위험도 평가

19.1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19.2 중대사고 대처능력

19.3 중대사고 관리계획

 부록 19-1 일차계통 급속감압 능력확보



제1장 개요 및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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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개정 4 - 2014. 12

 (안전심사지침 개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안전심사지침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대한 보다 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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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내부의 검토절

차 또는 규제입장을 밝힌 문서이다. 안전심사지침이 법적인 강제규정은 아니므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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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기술적 타당성과 규제요건 만족 여부를 판단하여 안전성을 평가한다. 

 (안전심사지침의 개발) 

  안전심사지침은 국내 원전의 안전성평가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심사과정에서 규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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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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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연 전문가, 심사기관 실무 담당자 등에 의해 제시되는 제반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

하여 주기적으로 개정․제시할 예정이다

 (안전심사지침의 적용) 

  본 안전심사지침은 이 지침의 발간일로부터 6개월 이후 제출되는 인허가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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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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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실제 발전소에 적용하는 내용간의 모든 차이

점을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관련 절에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제안된 대체방법

이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의 근간이 되는 규제요건을 만족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임을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본 안전심사지침의 적용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기준 및 규제지침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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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거쳐 그 적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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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0절 개요 및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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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검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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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예,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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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내용에 대해 이를 검토하는 규제사업 책임자 및 검토담당부서 검토자에게 검토지

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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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 전체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한 제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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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허용기준 준수)

구체적인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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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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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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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의 주요 개괄에 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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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전소 일반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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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에서는 공학적안전설비 및 비상노심냉각계통, 계측제어 및 전력계통, 동력변환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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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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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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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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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관련사항으로 특별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징도 제시되어야 한다.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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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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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되어야 한다.

  3. 유사 발전소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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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한다.

  4.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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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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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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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회사 및 발전소 운영자 사이의 책임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5. 신규 안전설비의 성능

   기존에 허가되었던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와 크게 다르거나 또는 안전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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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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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중점 검토한다.

  6. 참고 자료

   신청서의 일부로서 참고문헌으로 포함되는 모든 특정기술주제보고서 및 기술보고

서의 목록 표를 검토한다. ‘특정기술주제보고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00조에 따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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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설계자 및 제작자, 종합설계사(A/E) 또는 다른 기관이 원자력발전소의 인허가신

청 또는 다른 목적의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승인된 보

고서로 정의된다. 상기 표에서는 각각의 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 대해, 보고서 번호, 제

목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일자 그리고 동 보고서가 참고문헌으로 사용되는 

허가신청서의 해당 절을 포함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대상 문

서로 정보공개 대상에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 표에서는 관련 사항(지적재산권 보호내용

을 제외한 보고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른 종류의 신청서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던 기술보고서 중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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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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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에서 참고자료로써 사용된다면, 명확성과 관련 정황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만큼 

이번 신청서의 관련 절에 해당 정보의 요약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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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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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당 절에서 요약 기술되어야 한다.

  7. 도면 및 기타 상세 자료

   신청서의 관련 절에서 교차로 참고되는, 전력, 계측 및 제어, 조명, 통신에 대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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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의 관련 절에서 교차로 참고되는 계통도(예, 배관 및 계장도) 및 계통기호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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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표준설계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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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신청자가 규정한 인가설계 범위 밖의 설계특성과 인가를 추구하지 않는 발전소 부

분의 전형적 개념설계에 대한 연계요건이 기술되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원자력

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건설 및 운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

시공·성능 검증계획을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표준설계인가 또는 건설허가 발급

시 부과된 조건사항의 이행현황 표가 안전성분석보고서 관련 절에 제시되어 관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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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아울러, 표준설계 인가를 참조하는 건설 및 운영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표준설계인가 내용과의 설계차이점을 목록화(안전성분석보고서 

관련 절 표시 포함)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 관련 절에 제시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9. 규제요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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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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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에 대한 목록 표를 검토한다. 상기 표에는 신청에 적용되는 KINS 규제지침과 미

국 NRC RG의 지침내용과의 차이점에 대한 식별 및 설명과 함께 허가신청자가 제안한 

모든 대체방법에 대한 적절한 정당화 및 이러한 방법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 안전성

분석보고서의 해당 절에 적절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KINS 안전심사지침

허가 신청서 제출일 6개월 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유효한 KINS 안전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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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및 절차상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KINS 규제기준 포함)에 

기술된 내용과 실제 발전소에 적용하는 내용간의 모든 차이점에 대한 식별 및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차이점이 있는 경우, 제안된 대체방법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KINS 

규제기준 포함)의 근간이 되는 규제요건을 만족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 하여야 

하며,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당 절을 참고로 제시하거나 평가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일반안전현안 및 TMI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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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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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으로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해 기술적 해결방안과 그러한 해결방법이 중점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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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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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후속조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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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발전소 설계와 기술적으로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해 기

술적 해결방안과 그러한 해결방법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 있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당 절을 규정한 목록 표 및 요약된 세부내용을 검토한다.

부적합사항 보고 규정에 따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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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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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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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기술되어야 한다. 

운전경험(Generic Communications) 

허가신청서 제출일 6개월 전에 발행된 국내(원전 사고·고장 보고서 등) 및 해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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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전소 설계에 어떻게 고려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신청서류상 기술내용에 대해 검토

한다. 

  10. 다수 호기 운전 부지내 원자력발전소

    이 절에서는 다수 호기가 운전되고 있는 부지내에서의 건설활동이 가동 중 발전

소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해도에 대한 평가

와 함께 가동 원전의 운전제한조건을 초과하지 않음을 보증하기 위한 운영 관리 방안

의 설명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

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상기의 각 검토분야에서 제시된 일반적인 정보는 규제사업책임자와 분야별 검토담

당부서의 검토자에게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관련 장을 참고하지 않아도 전체 시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전체 발전소 설계에서 

각 개별항목의 상대적 안전중요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상세한 정보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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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된 관련 장의 검토를 가능하게 한다. 규제사업책임자는 분야별 검토자가 1장 이

후의 장을 참조하지 않아도 전체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를 확인․조정한다.

 2. 상기의 각 검토분야에서 제시된 특정 정보는 규제사업책임자와 분야별 검토담당부

서의 검토자에게 신청서 전체에 걸쳐 규제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

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규제사업 책임자는 분야별 검토담당부서와 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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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미국 NRC RG 적용성 평가, 후쿠시마 후속조치 개선내용 등 SAR 1장 주요내용)

에 대하여 관련 분야별 검토담당부서에 검토․의뢰하고 그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

다.

3. 가동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건설활동의 잠재적 위험과 관련, 규제사업 책임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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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가동 원전 규제사업 책임자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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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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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

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1. 건설허가 신청서류 심사 관련 규제요건

  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 “건설허가”

  나.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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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조, “건설허가 신청”

  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1조, “변경허가 신청”

  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변경허가의 신청”

  사.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 “경미한사항의 변경신고”

  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 “기술능력”

 2. 운영허가 신청서류 심사 관련 규제요건

  가.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운영허가”

  나.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3조, “운영허가의 신청”

  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4조, “변경허가의 신청”

  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운영허가의 신청 등“

  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 “변경허가의 신청”

  사.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경미한사항의 변경신고”

 3. 표준설계인가 신청서류 심사 관련 규제요건

  가. 원자력안전법 제12조, “표준설계인가”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2조, “표준설계인가 신청”

  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조, “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4조, “표준설계 인가 제외대상”

  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 “표준설계인가 신청 등”

  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검증계획의 이행”

  사.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 “표준설계인가 변경의 신청”

  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경미한사항의 변경신고”

 4. 원자력발전소 기술기준 관련 규제요건

  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나.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일체

 5. 미해결 안전현안 관련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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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0CFR52.47(a)(21)

  나. 10CFR52.79(a)(20)

 6. TMI 관련 규제요건

  가. 10CFR50.34(f)

  나. 10CFR52.47(a)(8) 

  다. 10CFR52.79(a)(17)

 7. 운전경험 반영 관련 규제요건

  가. 국내 운전경험 관련 고시 등 

  나. 10CFR52.47(a)(22) 

  다. 10CFR52.79(a)(37)

 8. 부적합사항 관련 규제요건

  가.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 3, “부적합사항 보고”

  나. 미국 10CFR21 

 9. 후쿠시마 후속조치 관련 규제요건 

  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내원전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대책”

      (원자력안전과-1566,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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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과-1102, 2014.03.17.)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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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의 조치사항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식별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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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기의 일반적인 규제요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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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규제요건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내용에 근거한다. 해당 절과 관련된 안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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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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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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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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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확신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설계 검증시험 요건은 개별효과시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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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특정 경우에 적절하도록 아래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선정

한다. 이러한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허용기준(KINS 규제기준 포

함)에 근거한다. 이러한 허용기준으로부터 벗어난 경우, 검토자는 제안된 대체방안이 

II.항에 기술된 관련 규제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제공하는지에 대

한 신청자의 평가를 검토해야 한다.

 1. 일반 정보

    규제사업 책임자는 검토자가 안전성분석보고서 1장 이후의 장·절을 참조하지 않

아도 전체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를 검토한다.

 2. 규제 고려사항

    규제사업 책임자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검토한다. 규제사업 책임자는 특

정 기술현안에 대한 검토업무를 분장, 조정한다.

3. 가동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건설활동의 잠재적 위험



제1.0절                                                     개정 4 - 2014. 12- 10 -

    규제사업 책임자는 가동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건설활동의 잠재적 위험과 관련, 

부지 위험도 관련 검토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여 그 검토결과를 확인 및 조정하

고, 필요시 가동 원전 규제사업 책임자와 협의한다.

4. 인허가 약속사항 

    규제사업 책임자는 신청자에 의해 제안된 인허가 약속사항(후속조치 포함)을 검토

하여, 해당 인허가 약속사항(후속조치 포함)과 관련 해당분야 검토담당부서에 검토

를 의뢰하여 그 검토결과를 확인 및 조정한다. 

IV. 평가결과

   규제사업 책임자는 관련 분야별 검토담당부서 검토자의 지원을 통해 신청자가 충

분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 및 평가 결과가 다음과 같은 유형의 결론

이 안전성 심사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검토자는 이러한 결론의 판단근

거를 기술한다.

   신청자는 검토자가 안전성분석보고서 1장 이후의 장을 참조하지 않아도 전체 시설

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신청자는 건설활동이 가동중인 원전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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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심사지침 제1장의 규제요건이 만족된 것으로 판단한다.

  규제사업 책임자는 관련 검토자의 지원을 통해 인허가 신청자에 의해 제안된 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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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한다. 이 인허가 약속사항에 대한 검토 및 평가결과는 안전심사보고서에 포함되어

야 한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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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KINS SRG 변경내용 설명 요약서

- 1장 “개요 및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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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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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할 경우에 참고하기 위함이다.]

1. 변경개요 

  동 KINS 안전심사지침(SRG) 1장 (개정4)는 2009년 12월에 발간된 지침(개정3)에 대해 

‘13년 12월 발간예정으로 작성된 개정4판 (초안)과 참조지침인 미국 NRC Standard 

Review Plan(SRP) 1.0절 (개정 , 2011년 12월)내용을 평가하고, KINS 조직개편 내용, 

SAR 1장에 대한 심사경험을 반영하고자 수정하였음. 

2. 주요 변경취지 및 세부내용 요약

  1) 검토주관부서 : 

    - 조직개편 및 업무분장 내용 반영하였음. 현행 KINS SRG에서는 현행 검토관행에 

따라 모든 검토참여부서를 검토연계부서에서 반영하였음. (참조: 미국 NRC SRP

는 2차 검토담당부서로 유관분야 모든 검토참여부서로 명시되었음.) 

  2) I. 검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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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제도(제작면허신청)관련 내용 삭제함. 

    2.2) 안전성분석보고서를 SSAR, PSAR, FASR를 예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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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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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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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점 목록화) 에 대한 검토를 추가로 반영함. 

   2.5) (I.9) KINS 규제기준 및 지침에 대한 차이점 식별 및 설명을 신청서류에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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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함. 미국과는 달리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신청서 등록일 기준 6개월 전

의 당시 시점에서 유효한 안전심사지침에 대하여 수행하도록 규정) 삭제함. 

     - 최근 신규 원전 인허가 대비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후쿠시마 후속조치의 설계 

및 관련 개선사항의 조치현황을 반영하도록 하고, 그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관련 내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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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경험관련 SAR 반영을 위한 검토대상 국내 및 해외운전경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수정 및 추가 함. 

   2.6) 검토연계분야와 관련 원자력심사단 PM부서와 분야별 검토담당부서간 검토의뢰 

및 결과 상호 확인 조정활동을 반영하고, 검토절차의 검토연계내용(가동 원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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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수정함. 

  3) II. 허용기준  

   (3.1) (규제요건) 법령 조항 번호 수정 및 검토분야 변경 추가(국내 운전경험 반영, 

부적합사항 보고, 후쿠시마 후속조치 등)에 따른 관련 규제요건 추가 

  4) III. 검토절차

   (4.1) 가동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건설활동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검토절차 명확화

하였음. (검토연계분야에도 구체화하여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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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약속사항(후속조치 포함) 현황 에 대한 검토를 반영함. 

  5)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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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등을 심사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함. 

  6) V. 참고문헌 

   (6.1) 변경내용에 따른 참고문헌 추가함. 

   (6.2) 개발시점의 원자력안전법령 조항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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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VI. 첨부 

    (7.1) 첨부 1(변경내용 설명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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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추가로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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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NS 안전심사지침의 적용관련 별도로 안전성분석보고서 장·절의 기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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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년 11월)과 미국 NRC 규제지침서 1.206 (개정 0, 2007년 6월)에서 1장의 

기술내용에 대한 사항을 참조하여 관련 내용을 신규로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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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2. 안전성분석보고서 기술내용 표준 작성 지침 

- Ch.1 [개요 및 발전소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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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될 수 있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1장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개요 및 발전소의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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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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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함으로서 전반적인 발전소 설계에 미치는 각 세부항목간의 안전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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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할 수 있다.

1.1 개요

본 절에서는 아래 사항을 비롯하여 신청서의 전반적인 주요사항을 간략히 기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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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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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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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각 발전소의 예상 상업운전일 등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1.1.1 발전소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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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내의 발전소 배치를 보여주는 한 개 이상의 지도,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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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해야 한다.

1.1.2 원자로건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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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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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또는 포스트텐셔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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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원자로 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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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1.1.4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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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한다.

1.1.5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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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하기 보다는 인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예상 기간을 명시한다).

1.1.6 신청서 양식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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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양식 및 내용의 준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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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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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의 차이점 기술)

(3) 신청서 양식 및 내용, 본문, 표 및 그림의 번호체계

(4) 페이지번호 체계

(5) 지적재산권 정보를 확인하고 참조하는데 사용되는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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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되는 문서의 경우는 해당문서 고유의 약어 목록을 작성) 

1.2 발전소의 특성

본 절에는 부지의 주요특성에 대한 요약과 발전소에 대한 일반 사항을 간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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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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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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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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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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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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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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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다른 시설과의 비교

1.3.1 유사 발전소 설계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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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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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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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의해서 설계되었거나 건설된 발전소 또는 발전소의 일부분과의 유사점 및 차이

점을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당 절 관련내용을 인용하여 상호 참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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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학적 안전설비, 원자로용기의 개념, 계측 제어 및 전력

계통,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 및 다른 주요계통과 같은 발전소의 모든 주요설비를 

포함해야 한다.

1.3.2 Comparison of Final and Preliminary Information

본 The FSAR should be complete without reliance on the PSAR. In an FSAR, 

tables should be provided to identify clearly all the significant changes that have 

been made in the plant  since submittal of the PSAR. Each item should be 

cross-referenced to the section in the FSAR that describes the changes and the 

reasons for them.

1.4 발전소 설계, 건설 및 운영 참여기관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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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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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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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책임한계를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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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추가 기술자료에 대한 요건

본 절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필요하지 않으나 건설허가의 발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기술 자료가 요구되는 안전설비 또는 기기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

을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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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된 설계의 충분한 보수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술자료 개발 프로

그램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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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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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가 제공된 안전성분석보고서 해당절의 참고문헌 등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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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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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대안 또는 운전제한 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규제기관이 승인한 특정주제기술보고서 요약 보고서를 인용해도 좋다. 그러나 

이를 인용하는 경우, 각 기술정보항목이 신청자가 신청한 발전소에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언급해야 한다. 

1.6 참고 자료 

본 절에서는 신청서의 일부로서 인용된 모든 특정주제기술보고서의 목록을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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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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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와 이 신청서 또는 이외의 신청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규제기관에 별도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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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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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대외비문서로서 일반에게 밝힐 수 없는 특정주제기술

보고서에 대해서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 중 공개가능한 일반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언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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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신청서에 전체 또는 일부가 인용된 다른 신청서에 첨부되어 규제기관 

제출된 모든 문서를 도표로 나타내야 한다. 다른 신청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어떤 

자료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인용된 경우, 이러한 자료의 요약은 안전성분석보고서

의 해당 절에 서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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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되어야 하고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당절에 요약되어야 한다.

1.7 도면과 기타 세부자료

본 The COL applicant should provide a tabulation of all instrument and control 

functional diagrams and electrical one-line diagrams cross-referenced to the 

related application sections, including legends for electrical power, instrument and 

control,   lighting, and communication drawings. 

In  addition, the COL applicant should furnish a tabulation of system drawings   

(e.g., piping and instrumentation diagrams) and system designators that are   

cross-referenced to the related sections of the application. This information   

should include the applicable drawing legends and notes.

1.7.1 배관 및 계장도 (P & ID)

본문 절에는 신청서의 관련절에서 인용된 계통도면(예, 배관 및 계장도) 및 계통 명

칭의 목록을 수록해야 한다. 이 자료에는 도면의 범례 및 주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1.7.2 기타 세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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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의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들의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1.8 규제요건 및 규제기준 준수

1.8.1 규제지침서 준수 

발전소 신청서에는 주요설계기준을 포함하는 시설물의 설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

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에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규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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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전에 건설허가를 발급한 발전소와 유사한 설계 및 위치의 원자력발전소의 

주요설계기준에 대한 최소 요건을 수립하였다. 또한 다른 노형의 원자력발전소의 

주요설계기준을 수립하는데 사용하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지침

서에는 원자로시설 등에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일반설계기준을 규제기관

이 허용하는 수준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법론이 기술되어 있다. 건설허가 신청자

는 KINS 규제지침과 준수하고 있음을 평가하여 제시해야 한다. 설계를 위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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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에서 사용되는 규제지침과의 차이점 및 대체방안에 대한 정당성을 기술한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허가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규제지침서의 준수내용을 평가하여 제시해야 한다.

(1) 1절, 발전용 원자로

(2) 4절, 환경평가 및 부지선정(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적용)

(3) 5절, 핵연료 및 발전소 방호(보안계획에 적용)

(4) 8절, 발전소 종사자 보건관리

       COL applicants who do not reference a certified design as part of the 

application must provide design information for a complete facility (i.e., not 

limited in scope such as a certified design), including a level of detail 

necessary to resolve all safety issues (i.e., the same level of detailed design 

information as that provided in a certified design). By definition, there are no 

interface requirements between standard designs and site-specific designs for a 

complete facility 

1.8.2 KINS 안전심사지침(SRG)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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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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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 분석기법, 절차적 방법에 대하여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모든 차이점 

및 동등성을 식별하고 기술해야 한다. 차이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안된 대체방

안이 허용기준의 상위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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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일반안전현안 및 TMI 요건 

      The requirements of 10 CFR 52.79(a)(20) specify that a COL application must 

include the proposed technical resolutions for those unresolved safety issues 

(USIs) and medium- and high-priority generic safety issues (GSIs) that (1) are 

identified in the   version of NUREG-0933, “A Prioritization of Generic Safety 

Issues,” current on the date up to 6 months before the docket date of the 

application and (2) are technically relevant to the design. Since  the inception 

of the generic issues program in 1976, the NRC has identified and categorized 

reactor safety issues. The NRC grouped these issues into TMI action plan items, 

task action plan items, new generic items, human factors issues, and Chernobyl 

issues, collectively calling them GSIs. Section C.IV.8 of this regulatory guide 

provides additional guidance for addressing the USIs and medium- and 

high-priority GSIs that NUREG-0933 identifies.

1.8.4 Operational Experience   (Generic Communications)

      The requirements of 10CFR52.79(a)(37) specify that the COL application must 

include information to demonstrate how operating experience insights from 

generic letters and bulletins issued after the most recent revision of the 

applicable SRP and 6months before the docket date of the application, or 

comparable international operating experience, have been incorporated into the 

plant design. To ensure that the knowledge base for reviewers and applicants 

captured the operational experience described in generic letters and bulletins 

from decades of nuclear power plant oper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NRC 

staff incorporated the insights from these generic letters and bulletins into the 

updates to applicable SRPs. To ensure that the operational experience in these 

SRP updates is considered, applicants with plant designs that are based on, or 

are evolutions of, plants that have operated in the US are   required by 

10CFR52.79(a)(41) to evaluate their facility designs against the SRPs in effect 6 

months before the docket date of the application. In addition, applicants are 

required to demonstrate how the operating experience insights from generic 

letters and bulletins issued after the review guidance update (i.e., in or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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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07) have been incorporated into the plant design (i.e., address those 

generic communications not incorporated in the SRP update).The significance of 

limiting this review to generic letters and bulletins is that these documents   

pertain to issues that rose to a level of safety significance such that   

responses and resolutions from nuclear operating plant licensees were   

required. Other forms of generic communications have included circulars,   

information notices, and regulatory information summaries (RIS); however, as   

these types of generic communications do not require responses or actions on 

the part of licensees, COL applicants need not address them. In addition, the 

issues discussed in these types of communications are generally of a more  

specific (rather than generic) nature. Alternatively, COL applicants with a  

plant design that is not based on, or is not an evolution of, plants that  have 

operated in the United States should demonstrate how they have   incorporated 

comparable international operating experience into the plant   design. Nuclear 

industry regulators or owners groups in countries that   include nuclear reactor 

vendors and/or nuclear power plants (e.g., Canada,   France, Germany, Japan) 

may track, maintain, and/or issue operating   experience bulletins or reports 

similar to the NRC generic letters and   bulletins. The COL applicant should 

address how it assessed and/or   incorporated the applicable operating 

experience into the plant design. In   addition, COL applicants should consult 

organizations such as the INPO) or the WANO for applicable comparable 

international operating experience.

1.8.5 Advanced and Evolutionary Light-Water Reactor Design Issues

      COL applicants who do not reference a certified design should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complete design of the proposed facility, including 

those portions of the facility design that are typically provided by reactor 

vendors or applicants for reactor design cer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Subpart B of 10CFR Part 52. Therefore, COL applicants should address the 

licensing and policy issues developed by the NRC and documented in the SECY 

documents listed below and the associated staff requirements memoranda (S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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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dvanced and evolutionary LWR designs that apply to the proposed facility 

design. The following SECY documents provide guidance to applicants on issues 

that they should consider and, as  appropriate, address in a COL application 

that does not reference a certified design (i.e., a custom design); however, this 

list may not be comprehensive, and some of the references may not apply to 

all potential COL applicants:

1.8.6 부적합사항 보고 

      추후 개정 시 작성 예정

1.8.7 후쿠시마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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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1.1절 부지위치 및 현황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원자로의 위치 및 현황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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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한다. 

     가. 발전소의 위도, 경도 및 UTM 좌표계

     나. 행정구분 표시

     다. 발전소 소유경계표시, 소유면적 및 제한구역

     라. 원자로 및 주요 구조물에 대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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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거주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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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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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및 관련 도면자료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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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기술내용 및 관련 도면자료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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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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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참조자료로서 활용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이 절에 적용 가능한 법규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건설시 필요한 허가기준으로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

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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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운영시 필요한 허가기준으로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

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 

및 운영기술지침서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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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력안전법 제89조, "제한구역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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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제한하는 제한구역을 두도록 하며, 제한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에서 정한다.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9조, “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제한구역의 설정범위는 지형 등 기타 자연조건을 감안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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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공원에 대하여는 원자로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일반인의 출입 및 통

행에 대한 통제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시설의 안

전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

   5.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원자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리적 

특성 및 인구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치제한"

     원자로시설의 위치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며, 원자로시설을 방사성

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하여 검토자가 허용할 수 있는 외국의 관련 

준용가능 한 기술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8. 경수로형원전 규제기준 1.2 “부지의 위치”

     이 규제기준은 방사선사고시 주민의 건강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과 관련된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 및 인구밀도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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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적용된 방법과 절차가 동 규제기준을 만족하는데 있어 기술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해야 한다.

   9. 경수로형원전 규제지침 1.1(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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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인구중심지 및 인구밀도 평가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제지침을 제공한다. 

사업자는 이 규제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된 방법과 절차가 

동 규제지침을 만족하는데 있어 기술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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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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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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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특성평가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나.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부지선정 및 안전설계시 부지위치 및 현황에 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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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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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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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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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수 있는 사항 등의 기초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부지위치와 현황에 관한 기초자료의 평가에는 평가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공

신력 있는 자료가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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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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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clear Power Plants"에 제시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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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검토과정에서 주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다른 유사 발전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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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어야 하며, 이 절에 기술되는 부지위치 및 현황자료는 다른 장․절에서 검토를 수

행하는데 기초자료가 됨을 인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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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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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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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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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에 부지지역의 독특한 자연적 또는 인위적 특징을 포함한 지형자료를 마련하기 위

해서는 항공사진분석이나 부지답사를 통하여 보완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 중에 부지를 방문하는 것은 부지의 자연 특성과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답사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공되어 있는 

것과는 독립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안전성분석보고서 자료 및 기술내용을 

확인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부지답사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부지위치 및 현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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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 검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부지답사를 계획할 경우에는 신청자와의 예비 검토결과를 토의하는 계획된 회의에 

추가하여 일정기간 부지에 머무르면서 독립적인 자료수집 계획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계획을 포함하는 계획 등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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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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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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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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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를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요구한다.

  검토자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자료의 불충분, 부지여건상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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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에 보수적인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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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에 의해서 제시된 자료가 관련 요건에 만족하고 요구사항과 일치

함을 확인한다. 검토결과 작성시 관련 요건 만족여부, 검토에 적용된 검토결과, 관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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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적절하다고 안전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3. 원자력안전법 제89조, “제한구역의 설정”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9조, “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5.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치제한"

 7.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8. 경수로형원전 규제기준 1.2 “부지의 위치”

 9. 경수로형원전 규제지침 1.1(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세부사항)

10. 국립지리원, 지형도

11. 부지 및 부지평가 대상지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월보, 년보, 고시 등

12. 10 CFR 50, "Domestic Licensing of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ies Section", 50.34.

13. 10 CFR 52, "Early Site Permits; Standard Design Certifications; and Combined 

Licences for Nuclear Power Plants."

14. 10 CFR 100, "Reactor Site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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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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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1.2절 제한구역의 권한과 통제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원자로 시설의 제한구역에서의 권한, 통제권, 

거주의 제한, 활동의 제한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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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방사선사고시 원자로 운영자가 지정된 제한구역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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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을 신청자가 확보하였는지를 검토한다.

     가. 신청자가 제안한 제한구역내에서 채광권을 포함한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모든 경

우에 있어서는, 신청자가 제안한 제한구역에 관한 법적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행정법률가의 자문이 요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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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다. 사고시 일반 개인이 선량제한치를 받기 전에 충분히 대피 및 소개될 수 있는

지, 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에 위치하는 고속도로, 철로, 수로 등에 대하여 사고

시 통제가 가능한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비상관리계획을 검토한다.

   2. 제한구역내에서 허가된 발전소의 정상가동과 관련이 없는 활동들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는 활동목적 및 형태, 제한구역 내의 특정위치, 그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의 수와 분류 그리고 활동이 허가된 사안의 빈도와 시간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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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토자는 제한구역 설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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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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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선원항 평가, 선량평가 등)과 사고시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일반 개인들이 받

는 선량이 선량기준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는 지 여부를 검토한다.

     나. 부지내에 2기 이상의 원자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구역을 원자로시

설마다 산정한 후 전체면적의 외곽경계를 그 제한구역의 경계로 설정하였는

지 여부와 원자로시설 간의 상호 영향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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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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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및 관련 도면자료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제한구역에 인접하여 있거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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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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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절), 사고시 대기확산 평가(안전심사지침 2.3.4절), 방사선 비상계획(안전심사지침 

13.3절), 사고분석에 관한 사항(안전심사지침 15장) 등을 참조하여 제한구역 설정, 사고

시 비상관리계획 등의 적절성도 함께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제시한 제한구역의 설정범위 그리고 방사선 사고시 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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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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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핵연료의 장전은 허가되지 않을 것이다. 이 절에 적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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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법규 및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건설시 필요한 허가기준으로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

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관련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운영시 필요한 허가기준으로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

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 

및 운영기술지침서가 관련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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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력안전법 제89조, "제한구역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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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제한하는 제한구역을 두도록 하며, 제한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에서 정한다.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9조, “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제한구역의 설정범위는 지형 등 기타 자연조건을 감안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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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설정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되, 국ㆍ공유의 도로ㆍ철도ㆍ인공수로ㆍ하천ㆍ해양

ㆍ임야 및 공원에 대하여는 원자로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일반인의 출

입 및 통행에 대한 통제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시

설의 안전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

   5.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치제한"

     원자로시설의 위치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며, 원자로시설을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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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다수기 건설”

     동일한 부지 안에 2 이상의 원자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원자로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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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시설에 따른 제한구역의 범위는 원자로시설마다 각각 산정하여 원자로시설 

전체면적의 외곽경계를 그 제한구역으로 정의한다.

   8.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하여 검토자가 허용할 수 있는 외국의 관련 

준용가능 한 기술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9. 경수로형원전 규제기준 1.2 “부지의 위치”

     이 규제기준은 방사선사고시 주민의 건강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과 관련된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 및 인구밀도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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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적용된 방법과 절차가 동 규제기준을 만족하는데 있어 기술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해야 한다.

  10. 경수로형원전 규제지침 1.1(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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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인구중심지 및 인구밀도 평가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제지침을 제공한다. 

사업자는 이 규제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된 방법과 절차가 

동 규제지침을 만족하는데 있어 기술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원자로시설 운영자는 상기의 허용기준에 따라 제한구역내에서 모든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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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통제권한을 확보하여 방사선사고시 제한구역내에서의 인원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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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기준사고이며, 대상사고 발생시 제한구역 외곽경계선상에서의 주민에 대

한 피폭방사선량은 규제요건이 요구하는 제한치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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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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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에 제시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

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이 안전심사 지침에서 다루는 범위에 대한 선정 및 중점사항은 사안별로 검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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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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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제한구역 경계거리 설정범위가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의 여부와 제한구역내 부지가 소유권 취득 또는 지상권 설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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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및 임야에 대하여는 방사선 사고시 일반인의 출입 및 통행에 대한 통제를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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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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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제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수용하기 곤란하거나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질의 및 답변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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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법률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검토자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자료의 불충분, 부지여건상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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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에 보수적인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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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설정한 제한구역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호(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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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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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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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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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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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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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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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구역 경계거리 및 방사선 사고시 제한구역내 모든 권한 및 통제 기능이 관련 허용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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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1.3절 인구분포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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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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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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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와 예상인구분포 추계 등에 사용된 평가방법의 적절성도 함

께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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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절), 제한구역의 권한과 통제(안전심사지침 2.1.2절), 사고시 대기확산 평가(안전심

사지침 2.3.4절), 방사선 비상계획(안전심사지침 13.3절), 사고분석에 관한 사항(안전심

사지침 15) 등을 참조하여 제한구역 설정, 사고시 비상관리계획 등의 적절성과 함께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이 절에 적용 가능한 법규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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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건설시 필요한 허가기준으로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

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관련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운영시 필요한 허가기준으로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

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 

및 운영기술지침서가 관련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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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력안전법 제89조, "제한구역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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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제한하는 제한구역을 두도록 하며, 제한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에서 정한다.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9조, “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제한구역의 설정범위는 지형 등 기타 자연조건을 감안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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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설정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되, 국ㆍ공유의 도로ㆍ철도ㆍ인공수로ㆍ하천ㆍ해양

ㆍ임야 및 공원에 대하여는 원자로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일반인의 출

입 및 통행에 대한 통제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시

설의 안전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

   5.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원자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리적 

특성 및 인구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치제한"

     원자로시설의 위치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며, 원자로시설을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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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하여 검토자가 허용할 수 있는 외국의 관련 

준용가능 한 기술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8. 경수로형원전 규제기준 1.2 “부지의 위치”

     이 규제기준은 방사선사고시 주민의 건강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과 관련된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 및 인구밀도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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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적용된 방법과 절차가 동 규제기준을 만족하는데 있어 기술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해야 한다.

   9. 경수로형원전 규제지침 1.1(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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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인구중심지 및 인구밀도 평가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제지침을 제공한다. 

사업자는 이 규제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된 방법과 절차가 

동 규제지침을 만족하는데 있어 기술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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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 제2항에 따라 정의되는 구역으로서 사

고후 2시간 동안 그 외곽경계선상의 주민에게 피폭되는 방사선량의 총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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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인구지대”라 함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 제2

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주변 지역으로서 그 외곽경계선상의 주민에게 피폭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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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사선량의 총량이 사고 전체 기간 동안에 전신 25rem, 갑상선 300rem

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인구중심지”라 함은 인구밀도가 국가 평균인구밀도를 초과하는 총인구 

25,000명 이상의 인구밀집지역을 말한다.

나. 인구중심지

    1) 원자력발전소 부지는 인구중심지의 가장 가까운 외곽경계가 원자로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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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구중심지 외곽경계의 설정 및 평가는 공공기관의 최근 인구자료를 이용

하여야 하며, 인구중심지 평가를 위한 인구분포도는 행정구역별 인구가 

아닌 평가대상지역의 실제인구분포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부지지역의 인구밀도

    1) 원자로시설은 부지반경 50 km 이내 지역의 평균인구밀도는 원자력발전소 가

동 전체 기간 동안 국내 평균인구밀도를 초과하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

다. 

    2) 인구밀도 평가 시 비거주지임이 명백한 바다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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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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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된 부지의 우수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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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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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에 제시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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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을 검토할 경우에는 최근의 다른 발전소에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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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수집한 인구현황자료,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거리 및 인구밀도자료와 신청자가 제

시한 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어떠한 중요한 차이점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질의를 요구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얻어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를 충분히 검토한다.

   검토자는 이 절에 관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이 허용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과 기술 형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다음의 검토분야별 검

토 주안점을 중심으로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주장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보완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한다.

  1. 인구분포 현황자료

     검토자는 제출된 인구기초자료가 현재의 인구현황과 일치하는지 정부의 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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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추계에 사용된 평가방법의 적절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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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찾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한다.

  2.. 제한구역

     검토자는 제한구역내에 상주인구가 없으며, 신청자가 이 지역에 대한 소유권 내지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건설허가신청에 대한 심사단계에서는 운영허

가(또는 부지내 핵연료 반입 중 빠른 시점) 이 전까지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

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도록 신청자에게 요구한다.  

  3. 저인구지대의 설정 및 비상관리계획

     검토자는 저인구지대 설정의 타당성 여부와 사고발생시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

치의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저인구지대의 인구분포특성을 검토한다. 인구분포에 

관한 자료에는 상주인구 뿐 만아니라 일시적인 유동인구(근로자, 학교/병원/유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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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인구 등)의 현황과 예측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사고시 비상계획 수립

에 저인구지대에서의 인구현황을 근거로 주민과 유동인구를 위한 적절한 보호대책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관련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4. 인구중심지의 설정 및 위치

     검토자는 인구중심지 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인구분포가 실제 인구분포에 최대한 가

깝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인구중심지 설정시 지형, 주거지의 특성, 토지의 이

용현황, 교통망,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분포특성의 변화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이러한 부지특성이 인구중심지 외곽경계 설정 시 종합적으로 반영되

었는지, 부지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인구중심지가 허용기준에서 요구하는 이격거

리 요건을 만족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5. 인구밀도

     검토자는 안전정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원자로시설 부지 주변의 인구밀도에 대한 평가 

내용이 허용기준에서 요구하는 평가방법, 절차 및 위치제한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

를 검토한다. 또한 필요시 검토자는 별도로 평가대상 지역의 인구밀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평가결과와 비교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대상지역의 

인구밀도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부지의 여타 우월적 부지특성을 부지 적

합성 여부 결정시 참고할 수 있다.

   검토자는 또한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가 정부나 공공기관 등의 자료로서 신뢰할 수 

있으며, 최근의 자료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관련 도면자료 및 자료출처 등도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하고 있는 지 검토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부지조사를 통한 자

료수집 및 분석도 요구된다. 이들 인구분포 현황자료는 방사선비상계획과 조치계획 등

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데 필요하므로 관련 담당부서의 지원을 받아 검토한다.

   검토자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자료의 불충분, 부지여건상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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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에 보수적인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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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충분한 인구분포 현황, 저인구지대, 인구중

심지, 인구밀도 및 방사선사고시 저인구지대 등에 대한 비상관리계획에 대한 기술과 

관련 자료가 적절히 제시되고 있는 지 검토하여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과 자료가 

관련 기술요건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을 경우 안전심사보고서에 인구분포

에 대한 자료 및 기술내용은 적합한 것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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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2.1~2.2.2절 부지주변의 잠재적 재해 확인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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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에 대해 논한다. 검토자는 부지주변의 잠재적인 재해와 관련하여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한다. 현존하거나 계획된 원자로시설 수명기간 중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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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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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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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특정한 영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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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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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압축 또는 액체수소, 액체산소 및 프로판 저장시설을 포함한다. 

검토연계분야

  부지주변의 잠재적 재해 확인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유해물질의 유출에 의한 주제어실 상주 가능성은 안전심사지침 6.4절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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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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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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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체 및 공공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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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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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 이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및 제20조(운영기술지침

서 등의 기재사항) : 신청자는 이 요건에 따라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최종안전

성분석보고서에 부지평가시 고려하여야 할 인자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기술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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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은 위험물의 생산 또는 이를 취급하는 산업시설⋅수송수단 등으로부터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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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고 있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 원자로

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대하여 준용할 외국 규정을 명시하

고 있다.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6호(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고시) :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업

시설 등의 설치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

의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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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1.3.1(부지주변의 잠재적인 재해 확인) : 원자력시설의 안

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지주변의 산업, 교통 및 군사시설로부터의 잠재적

인 재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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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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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발생되는 잠재적인 재해가 원자로시설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지 변수

들이 정해져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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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

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

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주변지역에서 산업, 군사 및 교통시설의 위치와 이격거리가 안전성분

석보고서에 적절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제공된 자료가 안전성분석보고

서가 아닌 다른 출처로부터 구한 자료와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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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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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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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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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에 대한 충분한 통계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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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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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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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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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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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적 사고들을 안전심사지침 2.2.3절에서 결정하고 검토한다. 원자로시설 소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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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변지역에서의 설계기준사건들은 사건발생확률이 10-7/년 이상인 사고로서 원

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명시된 지

침을 초과할 정도로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충분한 잠재

적 중대성을 가진 사고로 정한다. 바람직하지 못한 물리적인 특성들이 존재하는 

부지라도, 발견된 결격사항들을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공학적 안전설비가 원자로

시설 시설물의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면 제안된 부지는 적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원자로시설 부근 수송로에서의 예상폭발에 관한 평가지침들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91(참고문헌 10)을 참조한다. 이들 요건들을 만족시킬 경우 소

내 또는 부지주변의 산업, 군사 또는 교통시설상의 유해물질 또는 이곳에서 일어

나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원자로시설이 적절하게 보

호되어 허용가능한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

다.

III. 검토절차

  검토절차는 확인된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에 기초한다. 허용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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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에 대한 신청자의 평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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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하는 교통시설과 경로의 존재 유무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원자로시설 주변지역

에서 산업, 군사 및 교통시설의 위치와 이격거리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적절하게 

기술되었는지, 가능하다면 제공된 자료가 안전성분석보고서가 아닌 다른 출처로부

터 구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공된 자료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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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까지 로켓처럼 쏘아 올려지는 “rocketing” 탱크차의 범위 내에 원자로시설이 

위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접 철도로부터의 거리를 확인한다.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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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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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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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검토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로부터 약 1 km 이내 범위에서 재해 잠재성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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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활동이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로시설에 근접한 모든 잠재적인 유해 

활동에 대해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 km 이상 거리에서의 시설과 활

동이 원자로시설의 안전관련 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면 이를 고

려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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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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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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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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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해 비슷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검토자는 도관에 의한 재해의 허용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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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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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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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배기 기체 계통을 적절하게 운영하여 원자로 냉각수내 산소 농도를 제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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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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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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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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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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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저장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4. 가능하다면, 안전성분석보고서가 아닌 다른 출처로부터 자료를 구하여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제시된 자료의 정확성과 완벽성을 점검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독립적인 자료는 국립지리정보원의 지형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출간한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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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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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또한 검토자는 부지를 방문하거나 현장 사무소와 계속적인 논의 과정

에서 자료를 구할 수도 있다. 부지 방문에 관한 상세한 지침은(안전심사지침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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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에 걸친 미래의 잠재적인 재해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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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설계기준사고로도 제외할 수 없는 잠재적인 사고를 확인한

다. 이렇게 확인된 잠재적 사고는 안전심사지침 2.2.3절, 3.5.1.5절 또는 3.5.1.6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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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적절히 이용하여 상세하게 평가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부지주변의 잠재적인 재해 확인과 관련하여 신청자의 자료가 안전심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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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정확하고, 완벽하며 자세한지를 확인한다.

  관련 규제기준에 따른 부지특성에 대한 검토자의 평가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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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기술해야 한다. 검토자의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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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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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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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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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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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검토자의 안전성심사보고서에 포함될 아래와 같은 형태의 결론을 뒷받침함을 입증

해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가 허용기준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신

청자가 제시한 자료가, 검토자의 안전심사보고서에 기술하는 다음과 같은 방식의 결론

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그 자료는 완전하며 적합한 것이다.

  신청자는 부지주변에서 잠재적인 재해 확인을 위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허용기준의 요건에 따라 잠재적인 재해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였

다고 결론짓는다. 신청자는 원자로시설의 안전관련 구조물에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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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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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독자적으로 수집한 자료뿐만 아니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자료의 평가를 토

대로 하여 검토자는 원자로시설 소내와 주변에서의 모든 잠재적 유해활동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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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되고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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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2.3절 잠재적 사고의 평가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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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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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되었거나 또는 그렇지 않았을 때의 근거와 그 완전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자

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한다. 적절한 자료와 분석모델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제안된 부지와 부지주변에서 유해물질 또는 활동들을 포함한 잠재적인 사고에 대한 

신청자의 확률 분석 내용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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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는 다음과 같은 특정한 영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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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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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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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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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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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의 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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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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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에 의한 과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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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인한 비산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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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재에 기인한 열 효과

검토연계분야

  잠재적 사고의 평가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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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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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으로 반영되는 사건들은 안전심사지침 6.4절의 일부에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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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2.2.1-2.2.2절에서 검토된다.

 3. 항공기 재해는 안전심사지침 3.5.1.6절에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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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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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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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체 및 공공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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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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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 이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및 제20조(운영기술지침

서 등의 기재사항) : 신청자는 이 요건에 따라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최종안전

성분석보고서에 부지평가시 고려하여야 할 인자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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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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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은 위험물의 생산 또는 이를 취급하는 산업시설⋅수송수단 등으로부터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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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고 있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 원자로

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대하여 준용할 외국 규정을 명시하

고 있다.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6호(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고시) :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업

시설 등의 설치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

의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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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지주변의 잠재적인 재해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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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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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발생되는 잠재적인 재해가 원자로시설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지 변수

들이 정해져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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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

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

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사건 확률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명

시한 피폭지침을 초과하는 개개의 가상사고에 대해 그 예상 발생률이 10-7/년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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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다면, 원자로시설 소내와 주변지역에 존재하는 유해물질 

또는 그로 인한 활동에 기인하는 설계기준사건이 적절하게 확인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만약 정확한 사건 확률을 예측할 정도의 자료가 취득가능하지 않을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피

폭선량 기준을 초과하는 잠재적 피폭을 가져올 사건의 발생확률이 10-6/년 정도라

도,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실제 확률은 이보다 더 낮음을 보일 수 있다면, 이러

한 발생확률은 적합하다.

 2. 설계기준사건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관련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사건의 영향 평가가 수행되어 

그러한 사고에 의한 영향을 완화시키는 조치가 마련되었다면, 설계기준사고의 영향

은 적절하게 고려된 것이다.

III. 검토절차

  검토절차는 확인된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에 기초한다. 허용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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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에 대한 신청자의 평가를 검토한다.

 1. 검토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

준”에 명시한 피폭지침을 초과하는 개개의 가상사고들을 유발하는 초기 사건의 

확률을 예상해야 한다. 이 안전심사지침에서 고려되는 선례가 없던 잠재적인 재해

의 예상 발생확률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시된 모든 위험의 허용가능성에 대

한 평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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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에 대해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 자료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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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거나 설계기준사건을 확인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판

단되면 검토자는 독자적인 확률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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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 변수들에 대한 독립성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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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검토자는 모든 이용가능한 자료에 대해 확률모델을 시험하여야 한다. 만약 모델이

나 모델의 세부 부분들을 단순 확장시킴으로써 관측가능한 사고률을 예상할 수 있

다면 이 시험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6. 각 설계기준사고에 대하여 신청자가 선정한 설계변수(예를 들면, 과압)와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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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검토자가 수용가능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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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물이 받을 영향이 설계에 적절하게 반영되었음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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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관련한 사고가 설계기준사건으로 고려되었다면, 이 사고가 주제어실 상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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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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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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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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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전체적인 설계기준 초과확률을 한정하는 전반적인 기준이 포락곡선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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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을 어떤 사건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몇몇 인적 재해가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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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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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이 이 안전심사지침 II의 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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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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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압이 설계과압을 초과할 확률이 대략 이와 비슷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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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확률은 추가적인 설계보완을 요구할 정도로 클 수도 있다.)

IV. 평가결과

  허용기준에 따른 부지특성에 대한 검토자의 평가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평가 

결과는 규정의 만족 여부에 대한 검토자의 결론을 뒷받침해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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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기술해야 한다. 검토자의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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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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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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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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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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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검토자의 안전성심사보고서에 포함될 아래와 같은 형태의 결론을 뒷받침함을 입증

해야 한다.

  신청자는 원자로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내 및 부지주변에서의 유해물질의 존

재와 그에 따른 활동과 관련된 잠재적인 사고들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잠재사고로부

터 설계기준사고로 고려되어야 할 사고를 선정하여 이들 사고들이 원자로시설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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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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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 있는 잠재사고에 대해, 원자로시설이 적절하게 보호되어 안전허용 범위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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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원자로시설의 건설과 운영이 관련 허용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는 신청자의 결론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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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3.1절 지역기후

 검토주관 : 기상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신청자가 제출한 발전소의 안전설계 및 부지선정에 필요한 기후조건의 평균 및 극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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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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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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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해당지역의 일반적 기후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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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발생가능성 등 이상기상현상의 계절별, 연별 발생빈도

3. 설계 및 가동기준으로 사용된 기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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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 적설량 및 48시간 동계 가능최대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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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냉각지 등) 설계 및 운영 조건 평가에 사용된 기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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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100년 빈도 최대풍속 및 순간최대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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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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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지역기후조건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

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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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조건을 안전심사지침 제3장 구조분야 설계적합성 검토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상

호 확인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건설허가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운영허가 허가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6조, "기상조건”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9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
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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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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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평가․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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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설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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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해당 지역의 토네이도를 평가․제공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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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지역의 일반적인 기후 설명은 기상청의 기후통계에 근거하여야 한다. 종관규모 대

기과정과 국지기상조건 사이의 관계 분석은 기상 연보와 기상 월보의 기상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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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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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3. 설계기준 토네이도 변수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9호, Regulatory Guide

(이하 “RG”) 1.76 및 ANSI/ANS 2.3의 방법에 근거하여, 부지를 대표할 수 있는 주

변지역의 장기간 관측자료를 사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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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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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를 대표할 수 있는 주변지역의 장기간 관측자료 이어야 한다.

6. 설계 및 가동기준 최고기온 및 최저기온은 인근 지방기상청의 장기간 관측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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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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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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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1. 일반적 기후특성

   부지가 위치한 지역의 일반 기후가 적합하게 서술되었는가를 검토한다. 기상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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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가 제출한 기후자료들의 관측지점 및 기간 등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신청자

가 분석한 종관규모의 대기과정이 국지기상조건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서 기상청의 

자료를 근거로 검토한다.

2. 지역기상의 평균 및 극값

   신청자가 부지에 대한 장기간의 기상관측 기록이 없어 인근 지방기상청의 장기간 

기상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부지에 적용 가능한 지역기상의 평균 및 극값을 추정하

였을 경우에는, 검토자는 관련자료의 부지 대표성 및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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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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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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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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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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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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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는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등의 설계적합성을 검토하는 부서에 관련

된 기상학적 설계변수들을 통보한다.

IV. 평가결과

검토결과에 부지의 지역기후 특성이 관련 규제기준을 만족함을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가 적용가능한 규제지침을 따랐으며, 독립적인 검증계산과 가정의 타당성 확인 

등을 수행하였음을 검토결과에 수록할 수도 있다. 검토자가 신청자가 신청문서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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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

를 작성한다.

발전소의 안전설계 및 부지선정에 필요한 지역기후조건이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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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12-19호,“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의 관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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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등이 각각의 지역 기상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됨을 확인하고 입증한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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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3.2절 국지기상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신청자가 제출한 국지기상요소, 발전소 및 부대시설이 국지기상 조건에 미치는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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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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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대기질 등 국지기상

2. 발전소 및 부대시설의 건설․가동이 국지기상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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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주변지역의 지형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국지기상조건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

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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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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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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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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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건설허가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운영허가 허가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6조, "기상조건”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9호,“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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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의 보호를 위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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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평가․제공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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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9호,“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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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상 자료 및 주변 지방기상청 관측자료 또는 공인된 기관의 관측자료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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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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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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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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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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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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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빈도분포 등을 포함하여 분석․제시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1. RG 1.70, 2.3.2.1절에 언급된 기상요소의 요약에 대해 그 기본자료의 적합성과 완벽

성을 검토한다. 바람자료와 대기안정도 자료는 필히 부지내에서 관측한 자료를 근

거로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기류나 연직기온분포 구조는 관측지점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나며, 이 자료들은 부지에서의 대기확산 조건 평가에 입력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 이외의 기상 자료는 관측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성이 있는 주변 

지방기상청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국지적으로 관측된 극값의 강

도 및 빈도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분석된 설계기준치와 비교되어야할 뿐만 아니

라, 이들 기상조건들이 설계 및 비상절차를 위한 제한조건인자의 여부를 결정할 다

른 검토주관부서에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 지방기상청의 자료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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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는 부지에서 시험관측기간의 자료와 동기간에 인근 지방기상청에서 관측한 자

료와의 상관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인근 지방기상청의 장기간 자료를 부지에 적

합하게 수정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보다 대표성이 큰 자료출처원의 유무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기상청의 지방기상청별 기상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주변 지방기상청들의 

부지에 대한 대표성 및 통계자료의 기간을 평가한다. 검토자는 모든 기상관측자료 

수집 지점에 대한 정보에 익숙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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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도 및 지형단면도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참고 지점 및 진북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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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지점들이 지형도 및 도면상에 표시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지형효과에 대한 신청자의 평가를 참고문헌 "Atmospheric Sci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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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절에서 논의되는 대기 확산모델의 부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한다.

3.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2.3.2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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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되는 지형변경을 확인한다. 신청자는 발전소 건설로 변경된 지형형상을 상

세하게 보여주는 지형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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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크기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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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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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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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마. 건설 및 가동기준에 합당한 대기질 조건을 결정한다.

     바. 검토자의 평가 결과와 신청자의 평가 결과를 비교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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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가 적용가능한 규제지침을 따랐으며, 독립적인 검증계산과 가정의 타당성 확인 

등을 수행하였음을 검토결과에 수록할 수도 있다. 검토자가 신청자가 신청문서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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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

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본 발전소의 부지선정 및 안전설계에 중요한 국지기상조건 및 대기질 조건

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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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적합성 판단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기슬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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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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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규칙 제6조, 일반설계기준 2를 만족시키고 있다.

위와 같은 결론은 다음과 같은 판단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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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상현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2. 신청자는 부지기상 관측에 관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9호,“원자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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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고 있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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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3.3절 부지기상 관측계획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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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구체적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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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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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특별고려사항 등 기상관측 기기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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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사선 비상대책을 위해 요구되는 추가적인 기상관측 사항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부지기상관측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

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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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측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하여 상호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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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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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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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부지기상관측계획의 검토결과를 통보하여 상호 확인한다. 

4. 검토자는 사고시 피폭선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비상대응설비의 능력을 평

가하는 안전심사지침 제13.3절 검토담당자에게 부지기상자료 제공능력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 상호 확인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건설허가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운영허가 허가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치제한”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기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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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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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9호,“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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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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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판단하는데 부지기상관측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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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비상대책을 위해 요구되는 추가적인 기상관측 사항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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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부지기상 관측계획은 정상가동시 및 가상사고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

의 이동․확산 특성을 평가하고, 또한 설계에 고려된 기상 자료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주변 기상대 자료와의 비교를 위하여, 부지 및 주변지역의 기상특성을 총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용 가능한 부지기상 관측계획에 

대한 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9호,“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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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항에 기술되어 있으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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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하여 기상탑 위치와 진북을 표시한 부지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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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관측 고도

    마. 관측기기 설치방향

    바. 관측기기 설명

    사. 관측기기의 성능명세

    아. 교정 및 점검절차와 주기

    자. 관측자료 출력 및 기록 계통

    차. 관측자료 처리, 저장, 분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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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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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경우에는 적어도 최근 1년 이상의 부지기상 관측자료

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경우에는 적어도 최근 2년 이상의 연속적인 부지기상 

관측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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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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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부지 대표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1. 기상관측기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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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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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기설치

     기기유형, 설치고도, 설치지점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9호,“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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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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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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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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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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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이상 되는 기기 지지대 끝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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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계가 탑 자체로부터의 복사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온도계를 

굴뚝이나 폐쇄된 탑위에 직접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모든 기기 설치 지지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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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풍향․풍속 및 기온의 관측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상탑이 설치된 지면이 기상관측에 미치는 국부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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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주변 나무들이 기상관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다.

    2) 관측시설의 위치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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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할 수 있는 기상관측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상탑의 설치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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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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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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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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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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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 기상관측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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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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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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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내구성 있는 적합한 관측기기를 설치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 관측자료의 기록

     관측자료의 기록방법(디지탈 또는 아나로그, 순간 또는 평균 등), 기록계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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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능력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한다.

     기록계가 설치되어 있는 주변환경(백엽상, 관측소, 주제어실 등)이 제작자의 기기

성능 유지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정기점검시 검사자가 관측기기에서 관측된 자

료를 직접 읽어볼 수 있는 능력을 기록계가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RG 1.23 Rev.1의 규제입장 C.3에 기술되어 있다.

     검토자는 관측된 풍향, 풍속, 대기안정도 자료가 발전소 가동시 주제어실에 자동

적으로 송신되는지 평가한다.

  라. 관측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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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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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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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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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Rev.1의 규제입장 C.4 및 C.5에 기술되어 있다.

  마. 자료수집 및 처리

     자료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절차를 평가한다. 기상관측 계통으로부터 자료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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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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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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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접측정 단위로부터 기상요소 상용단위로의 환산에 대한 정확성

     3) 자료 수집유형(순간, 평균) 및 수집주기의 적합성

     4) 측정 자료의 평균화 시간 및 이들 자료의 정확성

     5) 비정상 자료의 인지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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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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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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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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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인 오차를 평가한다(참고자료 1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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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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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특정 저풍속 계급에 발생빈도가 밀집하여 편중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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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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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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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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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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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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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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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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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의 기온감율 자료를 이용한다.

   부지의 결합빈도분포에 대한 기후학적 대표성은 주변 지방기상청의 신빙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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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평가결과

검토결과에 부지기상관측계획 및 기상관측 데이터베이스가 관련 규제기준을 만족함을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가 적용가능한 규제지침을 따랐으며, 독립적인 검증계산

과 가정의 타당성 확인 등을 수행하였음을 검토결과에 수록할 수도 있다. 검토자가 신

청자가 신청문서에서 제공한 정보를 인용 또는 요약할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확히 하

여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

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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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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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및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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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기상 관측자료를 적합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지기상 관측자료는 정상 가동시 

및 설계기준 사고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확산․희석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9

호,“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원전 설계 목표 및 제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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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을 위한 추가적인 기상관측을 요구하는 10 CFR 50, Appendix E의 요구조건을 만

족시키고 있다.

위와 같은 결론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따라 판단한다.

   1. 신청자는 부지기상 관측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2. 신청자는 기상관측 및 기기에 관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9호,“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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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만족시키고 있다.

건설허가 심사시 신청자가 제출한 기상자료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토자는 적합

한 기상자료를 수집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부지기상 

관측계획을 간략히 요약․기술한 후 검토 결론을 기술한다.

   1. 관측기기의 유형, 설치 고도, 설치 위치

   2. 자료 수집 기간

   3. 자료 수집율

   4. 대기확산 평가에 사용된 기상변수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건설허가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운영허가 허가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치제한”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기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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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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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

8.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9호,“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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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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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Utiliza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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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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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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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itions for Operation to Meet th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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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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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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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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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July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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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01, U.S. Department of Energy (1984).

18. D. H. Slade (ed.), "Meteorology and Atomic Energy-1968,” TID-24190, Division of 

Technical Information, USAEC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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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서

          

제2.3.4절 사고시 대기확산 평가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신청자가 평가하여 제출한 발전소 사고시 발전소 외부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

질의 이동․확산 특성과 부지 내외에서 발생하여 발전소 내부 주제어실로 유입되는 유

해물질(가연성기체, 독성화학물질, 화재로 인한 매연 등)의 이동․확산 특성에 대한 타당

성을 검토한다. 구체적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사고시 대기중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 및 유해물질의 대기확산인자(X/Q) 계산

을 위한 대기이동․확산모델

2. 대기이동․확산모델에 입력자료로 사용된 기상자료 및 가정

3. 확산 계수의 유도 (예:  및 )

4. 대기확산인자의 누적 빈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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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평가에 사용된 대기확산인자의 보수적 결정

검토연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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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사고시 대기확산 평가와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

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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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자에게 제어실 X/Q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하여 상호 확인한다. 

2. 검토자는 사고해석분야를 검토하는 안전심사지침 제15장 검토담당자에게 제한구역

경계 및 저인구지대 외곽경계에서의 사고시 X/Q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하여 상호 

확인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건설허가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운영허가 허가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기상조건”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9호,“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
가 기준”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일반설계기준 19, "주제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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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사고시 방사성물질 또는 유해물질에 의해 주제어실 내부의 개인이 받게 될 피

폭선량 평가를 위해 부지 고유의 기상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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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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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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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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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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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기확산평가”

신청자는 발전소 가상사고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또는 유해물질에 대한 

발생원으로부터의 적절한 거리별 대기 이동․확산 조건을 보수적으로 평가․제공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고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및 유해물질에 대한 대기확산인자를 계산

하기 위한 대기분산모델은 검토자가 부지, 발전소 및 방출특성 등의 적합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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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출유형에 따른 풍향, 풍속, 대기안정도 등 모델 입력자료로 사용된 연 단위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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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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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의 함수로 추정하여야 한다. 계산방법은 부지특성 및 설정된 규제기준과 관련

하여 관심 있는 특정 거리에서의 사고 영향을 평가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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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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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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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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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한 방법을 적절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한구역 경계 및 저인구지대 외곽경계

에서 사고시 대기확산인자를 계산하는 방법론은 RG 1.145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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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그 적용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5. 설계기준사고 및 그 이외의 사고로 대기중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 및 부지 내외의 

유해물질 방출이 제어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사용된 대기확산인자를 제공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고들이 제어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대기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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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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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않은 내부누출 경로 등을 표시한 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1. 대기확산모델

   검토자는 사고로 인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유해물질의 대기중 방출시 가상 방출지

점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와 방향에 있어서의 대기확산인자를 계산하는데 사용된 대

기확산모델이 적절한 보수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적절한 부지기상 자료를 입력으로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건설허가 심사시 적합한 부지기상 관측자료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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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검토자는 사고시 대기중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대기확산인자를 계산하는

데 충분한 보수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기술한 모델들을 설계기준 사고에 대한 RG 1.145, RG 1.194, RG 1.78에 언

급된 일반적인 Gaussian 모델과 비교한다. 사고시 대기중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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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된 PAVAN 코드의 사용은 수용 가능하다. 사고시 대기중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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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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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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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기 위하여 HABIT 코드의 EXTRAN 묘듈 사용은 수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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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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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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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누출사고인 경우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의 검토자로부터 각각 정보를 제공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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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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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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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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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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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될 경우에는 지표면 방출로 간주한다. 건물에 의한 체적보정(Volumetric 

Correction)은 방출물이 방출되는 구조물의 최소단면적의 절반을 적용한다. 방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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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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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개발된 ARCON96 코드와 비교․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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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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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방출되는 연속방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Gaussian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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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순간 점원 Gaussian 확산공식을 사용한다.

   ARCON96 코드가 발전소 구조물에 의하여 형성된 와류(wake)내에서의 대기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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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일반적인 컴퓨터코드이지만 제어실 공기유입구가 높은 굴뚝의 기저와 가

깝게 위치하거나 방출기간이 극단적으로 짧거나 또는 방출지점과 제어실 피폭지점 

사이의 거리가 10m 보다 짧을 경우에는 모사결과가 부적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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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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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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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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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방출지점과 제어실 피폭지점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떨어지도록 시설을 설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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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일 경우에는 제어실 X/Q를 평가하기 위하여 ARCON96 코드를 사용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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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기서 F는 방출지점(방출구 또는 굴뚝의 유량율)과 제어실 공기유입지점(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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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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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배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유량율 방법론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외전력 상실이

나 여타 단일고장으로 인한 유량율 감소가능성을 계산에 넣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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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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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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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하는 부지일 경우에는 수평 및 수직확산에 대한 제약을 고려하여 대기확산 모델

에 수정을 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고공방출일 경우에는 훈증조건(Fumigation 

Conditions)을 고려하여야 한다. 훈증현상에 대한 발생빈도, 지속시간, 자주 발생하

는 방향 등에 대한 부지 고유의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RG 1.145에서 기술된 것과 

같은 결정론적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기상자료

   대기확산 특성 분석에 사용된 기상자료가 모델에 적합한지, 부지와 주변의 기류 특

성을 대표하는지, 그리고 기상조건의 정규 연간분포를 표현하는지 등을 검토한다. 

만약 적합한 부지기상 자료가 없을 경우, 검토자는 적절한 보수성이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지기상관측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RG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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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1 및 안전심사지침 2.3.3절에 언급되어 있다.  부지로부터의 기류 유적선을 기

술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상자료가 필요할 경우, 주변의 기상청 또는 다른 공인기상

관측기관(타 원자력발전소, 군사시설, 대학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3. 대기확산계수

   연직 기온감율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안정도를 정의하여야 한다. 특히 풍속이 

1.5 m/s 이하이고 대기가 안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연직 기온감율에 의한 대기안정

도 분류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대기가 불안정상태 이거나 중립상태일 경우 또는 

풍속이 1.5m/s 이상일 경우에는, 연직기온 감율에 의한 방법 이외의 방법을 이용하

여 대기안정도를 분류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대기안정도 분류 또는 확산계수의 직

접측정을 위한 방법은 그 방법의 부지 적용 타당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상세

히 기술되어야 한다. 기온감율에 의한 대기안정도 분류방법 이외의 방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지 적용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RG 1.145 모델 및 RG 1.194 

모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기상조건 및 지형조건의 함수로 표시되는 수평․수직 확산계수( 및 )는 사고시 

방출특성 및 관심 지점의 거리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고공방출 또는 비정상

적인 발생원(Unusual Source), 기상조건, 지형조건(예: 좁고 깊은 계곡, Channeling효

과)의 경우에는 RG 1.145에서 논의된  및  곡선을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 

경우 대기가 안정하고 미풍인 조건에서 수행한 최근의 대기확산 실험 결과를 근거

로 기존의 확산계수 곡선을 수정하여, RG 1.145에서 기술된 대기확산 모델을 사용

할 수도 있다. 사막, 광범위한 수역과 같은 특수한 지형의 경우, 유사한 조건하에서 

수행된 특정연구 결과를 근거로 확산계수 곡선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Puff 확산 공식이 사용되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로 가정해도 좋다.

4. X/Q의 누적빈도분포

   EAB 및 LPZ X/Q 값들에 대한 누적빈도분포는 RG 1.70의 2.3.4.2절 지침에 따라 방

출유형의 적합성, 방출기간의 적합성, 입력자료의 적합성 등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분포를 작성한 방법에 대한 적합성 및 보수성을 검토한다.

5. 사고평가를 위해 사용된 대기확산인자(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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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기준 사고 및 그 이외의 사고, 부지 내외의 유해물질 방출사고 등으로 대기중

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 또는 유해물질로 인한 사고영향 평가에 사용된 X/Q 값에 

대해 대기확산 모델 가정의 적합성 및 입력자료의 적합성,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적

절한 증빙자료 제시 등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적절한 확산모델 및 기상 자료를 이용하여 적정한 거리(제한구역 경계, 

저인구지대 외곽경계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대기확산 평가를 수행한다. RG 

1.145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기 이동․확산 특성을 평가하는데 두 가지 확률

론적 접근 방법이 있으며, 보다 보수적인 접근방법이 사용된다. 

      가. 발전소 주위의 16 방위별로 발생빈도가 전체 관측시간의 0.5%를 초과할 

X/Q값을 사용하는 방향 의존 확률론적 접근방법.

      나. 발전소 주위의 방위에 무관하게 발생빈도가 전체 관측시간의 5%를 초과할 

X/Q값을 사용하는 확률론적 접근방법.

   이러한 값들은 사고후 2시간 이내의 확산조건을 나타낸다고 가정할 수 있다. 2시간 

이내의 X/Q값과 연평균 X/Q값 사이에 대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여 저인

구지대(LPZ)에 대한 X/Q값을 평가하거나 시간별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sliding 

window 방법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sliding window” 방법이란 RG 1.194 모델에 

근거하여 개발된 ARCON96 코드에 의해서 제어실 X/Q 계산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

과 유사한 평균방법을 이용하여 1시간에서 720시간까지 시간이동평균 X/Q를 계산

하는 방법론을 말한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NUREG/CR-6331, Rev.1의 3.6, 3.7, 3.8절

에 기술되어 있다. LPZ 계산에 적용되는 방법론은 RG 1.145에 제시되어 있는 방법

론을 유추하여 방향 의존 확률론적 접근방법이어야 한다. 적절한 모델을 이용하여 

적정 시간 간격 및 거리에 대해 평가한 이들 X/Q값은 안전심사지침 제15장에서 설

계기준사고에 대한 선량평가에 이용된다.

   사고시 주제어실 피폭선량은 RG 1.194에 근거한 ARCON96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

한다. ARCON96 결과는 RG 1.194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중 공기유입발브로부터

의 제어실 공기 유입율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결과에 사고시 대기중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 및 유해물질로 인한 영향평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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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적정 시간대별, 거리별 사고시 대기확산인자를 보수적으로 평가하는데 부지에 적합

한 대기확산모델과 부지기상관측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가 

적용가능한 규제지침을 따랐으며, 독립적인 검증계산과 가정의 타당성 확인 등을 수행

하였음을 검토결과에 수록할 수도 있다. 검토자가 신청자가 신청문서에서 제공한 정보

를 인용 또는 요약할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

를 작성한다.

사고시 대기확산 평가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일반설계기

준 19의 관련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신청자가 수행한 대기확산 조건 평

가에 적절한 보수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이러한 대기확산 특성 평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9호,“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에 의한 설계기준 사고시의 방사성물질 누출 및 일반설계기준 19에 의한 부지 

내외의 유해물질 누출로 인한 사고 영향 평가를 위해 적합하다.

사고시 대기확산 평가를 위해 신청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9호(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RG 1.23, Rev.1, 1.78, 1.145 및 1.194의 적

절한 지침을 따랐다.

안전성 심사보고서에는 검토자가 계산한 상대농도(χ/Q)의 간략한 요약, 계산을 위한 

확산모델, 신청자와 검토자가 계산한 결과에 대한 비교 평가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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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3.5절 정상가동시 대기확산 평가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신청자가 제출한 발전소 정상가동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이동․확산 특

성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구체적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상가동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 및 침적량 계산을 위한 대기 

확산 모델

2. 확산모델에 입력자료로 사용된 기상 자료 및 가정

3. 확산계수의 유도 (예: )

4. 정상가동시 대기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대기확산인자(X/Q) 및 침적인자(D/Q)

5. 정상가동시 대기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방출지점, 방출특성, 잠재적 피폭대상자 

위치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정상가동시 대기확산 평가와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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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자는 정상 가동시 대기중으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방출 지점과 방출 특성, 

잠재적인 피폭대상자의 위치를 검토하는 안전심사지침 제11.3절 검토담당자로부터 

관련 정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받아 상호 확인한다. 

2. 검토자는 정상 가동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주민피폭선량을 검

토하는 안전심사지침 제11.3절 검토담당자에게 제한구역경계 및 저인구지대 외곽경

계에서의 정상가동시 X/Q, D/Q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하여 상호 확인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건설허가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운영허가 허가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기상조건”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9호,“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9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6. 10 CFR 50, Appendix I, “운전설계 목표 및 제한 조건을 위한 지침”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선량지침의 준수

여부를 설명하기 위해 정상가동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대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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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조건을 평가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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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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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G 1.109 "운전설계 목표 및 제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상가동시의 방사선 피

폭 계산”

3. RG 1.111 "정상가동시 경수로로부터 방출되는 기체 방사성 폐기물의 대기중 이동․
확산 평가방법”

4. RG 1.112 "경수로의 기체, 액체 방사성 폐기물 방출계산”

5. RG 1.70  "안전성분석보고서 표준양식”

대기 이동․확산특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9호,“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

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및 10 CFR 50, Appendix I에서 운전설계 목표 및 제한 조

건으로 제시되어 있는 선량 기준의 준수여부를 보이기 위해 대기중으로 방출된 방사

성 물질에 의한 피폭선량을 평가하는데 필요하다. 특히 신청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서 다음에 관한 정보를 필히 제공하여야 한다.

1. 정상가동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대기확산인자 및 침적인자 계산에 

사용한 대기확산모델에 관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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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리, 지형, 기상조건의 함수인 수평․수직 확산 계수와 같은 대기확산계수

   이러한 확산계수의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구역경계로부터 반경 80Km까지 방사성 물

질에 의한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그 적합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3. 확산모델에 입력 자료로 사용된 기상 자료

   확산모델 입력 자료로 사용되는 기상자료에 대한 지침은 RG 1.23에 제공되어 있다.

4.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방출지점 자료(각 방출 지점별 위치 및 방출유

형 포함)

   방출지점특성 확인에 대한 지침은 RG 1.112에 제공되어 있다.

5. 잠재적 피폭대상자의 위치(예 : 반경 8km 이내의 방향별 최근접 채소밭, 주민거주지

역, 낙농지역, 축산지역 등)

   잠재적 피폭대상자 위치 확인에 대한 지침은 RG 1.109에 제공되어 있다.

6. RG 1.70, 2.3.5.2절에서 기술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영향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정

상가동시 대기확산인자(X/Q) 및 침적인자(D/Q)

    가. 제한구역 경계 및 잠재피폭대상자 위치에서의 대기확산인자 및 침적인자

    나. 반경80km까지 16방위별 대기확산인자 및 침적인자 

   

   정상가동시 대기확산인자(X/Q) 및 침적인자(D/Q) 평가에 대한 지침은 RG 1.111에 

제공되어 있다. 다만,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지형특성 및 기상

특성을 고려하여 그 적용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1. 대기확산모델

  신청자가 사용한 대기확산모델을 RG 1.111에서 기술된 일반적인 모델링 기준과 비

교 검토한다. 사용된 모델은 부지 및 주변 지역의 지형, 발전소 구조물 배치,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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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모델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로는 참고

문헌 12등이 있다.

  방출형태는 연속방출 또는 간헐방출로 간주하여야 한다. RG 1.111에 제시된 기준을 

사용하여 방출형태를 고공방출, 혼합방출, 지표면방출로 구분한다. RG 1.111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전소 구조물로 생긴 와류(wake)에 방출물이 난류 혼합되

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지 주변의 지형학적 특성이 수평․수직확산에 미치는 제약조건, 수로현상

(Channeling; 물이 좁은 수로를 따라 흐르는 것과 같이 기류가 좁고 긴 계곡을 따라 

이동하는 국지적 현상) 또는 여타 기류궤적의 변화, 방출원과 잠재적 피폭대상자 사

이의 대기 이동․확산 등에 여타 비정상적 조건을 야기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정상적인 대기확산에 수정이 요구되는 비정상적인 조건의 예로는 좁고 깊은 골짜기(계

곡), 해륙풍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지역, 저층침강역전층 출현지역 등이 있다. 훈증현상

(Fumigation)은 고공방출에 따른 단기간의 부정기적 방출시에 고려될 수 있다.

  검토자가 사용하는 표준 확산침적모델인 XOQDOQ 코드는 NUREG/CR-2919에 기술

되어 있다. 이 모델은 정상가동 또는 간헐적인 방출에 대해 χ/Q값을 추정하는 계산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Gaussian 선형 유적선모델(Linear Trajectory Model)이다. 이러

한 선형 유적선모델을 시․공간적 변화를 고려하여 수정하는 방법도 NUREG/CR-2919

에 기술되어 있다. 특이한 지형 및 기상 조건에 대해서는 비선형 유적선모델

(Variable Trajectory Model)을 사례별로 사용할 수도 있다.

2. 대기확산계수

  거리 및 대기안정도의 함수로 표시된 수직확산계수( σ )를 검토한다. 대기안정도 분

류는 대기가 안정할 경우에는 필히 연직 기온감율에 의한 분류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대기가 중립 상태이거나 불안정 상태일 경우에는 연직 기온감율에 의한 대기 

분류방법 이외의 분류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분류방법은 부지, 발전소 및 

방출 특성에 대해 그 적합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거리에 따른 σ 에 대한 표준곡선

은 RG 1.111에 제시되어 있다. 사막 및 광범위한 수역과 같은 특수 지형에  대한 확

산계수는 그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참고문헌 17, 18 참조).

3. 기상자료

  대기확산 특성 분석에 사용된 기상자료의 확산모델에 대한 적합성, 관심있는 지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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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반조건들에 대한 대표성, 주변 지역에서의 연평균 기상 특성에 대한 대표성 등

의 관점에서 기상자료를 검토한다. 부지 기상자료의 제출 및 수집 등에 관한 일반적

인 기준은 RG 1.23, Rev.1 및 안전심사지침 2.3.3절에 기술되어 있다. 만약 적합한 

부지 기상자료가 없을 경우, 검토자는 대기중 농도와 지표면 침적량을 심각하게 과

소평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수성이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4. 정상가동시 방출에 사용된 대기확산인자(X/Q) 및 침적인자(D/Q)

  정상가동시 대기중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X/Q 및 D/Q의 값에 대해, 이들 값들에 부지 조건, 발전소 구조물의 배치, 방출 특성 

등이 적합하게 고려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연평균 X/Q 및 D/Q의 값은 신청자 및 안전심사지침 11.3절 검토담당자에 의해 확인

된 잠재적 피폭대상이 있는 특정 지점(예: 제한구역경계, 주거지역, 농경지, 목초지) 

뿐만 아니라 제한구역경계에서 반경 80Km까지 16 방위별로 계산한다. 비정상적인 

부지조건 또는 기상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X/Q 및 D/Q의 결과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는 피폭선량 계산을 위해 특정지점 뿐만 아니라 제한구역 경

계에서 반경 80Km까지의 적정거리에 대해 16 방위별로 계산된 연평균 X/Q 및 D/Q

의 값을 제공받는다.

IV. 평가결과

검토결과에 정상가동시 대기중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로 인한 영향평가를 위해 적정 

거리별, 방향별 대기확산인자와 침적인자를 평가하는데 부지에 적합한 대기확산모델과 

부지기상관측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가 적용가능한 규제지

침을 따랐으며, 독립적인 검증계산과 가정의 타당성 확인 등을 수행하였음을 검토결과

에 수록할 수도 있다. 검토자가 신청자가 신청문서에서 제공한 정보를 인용 또는 요약

할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



제2.3.5절                                                     개정 4 - 2014. 12- 7 -

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정상가동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가상 방출지점으로부

터 적절한 거리와 방향에 있어서의 공기중 상대농도와 지표면 침적량을 계산하는데 

사용된 대기 확산 모델의 적합성과 적절한 부지 기상자료를 입력자료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 안전심사보고서에는 검토자가 계산한 X/Q값 및 D/Q값에 대한 간략한 요약, 

계산을 위한 확산모델, 신청자와 검토자가 각각 계산한 결과에 대한 비교․평가들이 포

함될 수 있다.

신청자가 제출한 기상자료와 부지특성 및 방출지점의 특성에 적합한 대기확산 모델에 

근거하여, 검토자는 잠재적 피폭대상자의 위치에서 대표성 있는 대기 이동․확산 조건이 

계산되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부지의 대기 이동․확산 특성은 RG 1.111 에서 기술된 기

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운전설계 목표 및 제한 조건을 위한 지침의 선량 기준을 준수

하고 있다.

허용기준과 어떤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대안을 제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검토한 결과 수용가능하다는 내용을 안전심사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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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4.1절 수문학적 기술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수문학적 기술에서는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관계된 부지의 수문학적 환

경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계와 부지 사이의 상호 영향

    부지 위치 설명, 부지에 인접한 주요 수리학적 특징, 지표수와 지하수 사이의 관

련특성, 그리고 발전소 시설에 대한 계획된 용수 공급에 대해 적절히 기술되었는

지, 부지 인접 수계가 발전소 부지에 미치는 영향, 역사 기록 중 최대 및 최저 유

출 그리고 기타 수문학적 이상 현상과 같은 주요 수문 현상을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2. 수문학적 기구

    홍수 및 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특별 설계 기준 및 운전 제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리학적 기구를 확인한다.

 3. 지표수 및 지하수 이용

    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재 및 미래에 부지 인근의 지표수 및 지

하수 이용 시설 및 물 사용자를 확인한다.

 4. 자료

    부지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가용한 시·공간 자료를 확인한다.

 5. 선택적 개념 모델

    부지의 수리학적 조건을 적절히 포함하는 부지 수문에 대한 선택적 개념모델을 

검토한다. 이 모델은 수리학적 과정 및 특성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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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설계 기준에 대한 지진 및 비지진학적 정보의 잠재 영향을 확인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수문학적 기술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

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안전심사지침 3.4.1 "홍수 방호"에서 수행되는 홍수 영향에 대해 보호되어야 하는 

안전관련 구조물들과 기기를 확인한다.

 2. 안전심사지침 3.4.2 "분석 절차"에서 수행되는 홍수 영향에 대한 설계가 요구되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설계를 검토한다.

 3. 안전심사지침 9.2.5 "최종열제거원“에서 평가되는 최종열제거원의 안전기능을 저

해하는 위해 환경이 없음을 확인한다.

 4.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이용된 모든 공간적 시간적 자료를 포함하는 자료를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

을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

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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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을 것

    다.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라. 제10조 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가. 위원획칙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

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라. 제20조 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

부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

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지로시설의 위쳉 관한 세부기준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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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0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

사·평가 기준 고시"

    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버」 제11조제2호 및 제21조제2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허가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적용한다. 

    나. 부지에서의 국지강우에 의한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조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지의 면적, 경사, 구조물 배치계획 및 현황자료를 조사한다.

      2) 구조물에 의한 부지의 배수특성 및 강우의 지표면 흐름특성 등 관련 매개변

수를 조사한다.

    다. 하천범람에 대한 자료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지 및 주변지역의 과거 주요 홍수에 대한 현황자료를 조사한다.

      2) 하천 상·하류의 수로단면적, 수로경사, 유역면적, 배수특성 등 관련 매개변

수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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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댐의 최대 저수량, 상류의 수로단면적 등 관련 매개변수를 조사한다.

    라. 해수범람에 대한 자료조사는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지 및 주변해역의 과거 주요 해수범람에 대한 현황자료를 조사한다.

      2) 부지 및 주변해역에서의 상세수심 및 해안지형을 조사한다.

      3) 부지 및 주변해역에서의 기준해수면, 천수효과, 굴절, 쇄파 등 해수면에 영향

을 주는 제반 현상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8에서 17을 평가에 이용할 수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검토 항목별 기술 내용에 대해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계와 부지 사이의 상호 영향

    부지 인접 수리 특성 및 수계와 부지 사이의 상호 영향을 기술하였는지를 확인한

다. 안전관련 구조물, 시설 그리고 접근로에 대한  설명 및 표고는 홍수 설계 기준

의 영향을 평가하기에 충분하도록 완벽해야 한다.  부지 지형도는 건설 전후의 배

수 형태를 독립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비율과 품질이어야 한다. 서로 다른 

규모와 발생 간격의 홍수들에 의해 범람되는 영역을 나타낸 홍수 지도도 충분한 

비율과 품질이어야 한다. 모든 외부 발전소 구조물 및 구성요소를 부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부지와 관련 영역지표 이용자 및 위치, 이용 형태 그리고 

지표수 이용량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배수면적, 구조물 형태, 부속물, 소유주, 지진 및 여수로 설계기준, 수위-저수량의 

관계, 그리고 단기 및 장기 저수 허용량을 도표로 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수리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은 정부유관기관에서 보고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현재 혹은 미래에 계획된 저수지와 댐(상류와 하류 모두)이 부지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였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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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문학적 기구

    부지 내 또는 부지 인근 홍수를 야기하는 수문학적 기구와 저수위 혹은 가뭄 조

건에 영향을 주는 부지 인근의 기작 및 기후를 기술하여야 한다.  

 3. 지표수 및 지하수 이용

    발전소의 안전관련 용수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재 및 미래에 부지 인근

의 지표수 및 지하수 이용을 현황을 기술하여야 하며, 기술 내용에는 부지 인접 

상·하류 모두에서의 물 사용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자료

    발전소의 안전을 결론 내리기 위해 사용한 모든 공간적·시간적 자료를 제시하여

야 한다. 발전소가 안전하다는 결론을 검토하고,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그리고 기

기의 설계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5. 선택적 개념 모델

    부지의 수리학적 조건을 조리 있게 나타낼 수 있는 선택적 개념모델을 기술하여

야 한다. 

 6.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발전소 예정 부지 및 부지 인근 지역의 수문학적 기술과 관련된 지진 및 비지진

학적 잠재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다음의 절차는 건설허가 심사시 기술된 자료 및 분석이 II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지를 검토할 때 사용된다. 

   운영허가 검토시에는 분석 결과와 이용 자료가 유효한지 검증하고, 시설의 설계 내

역이 이들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상기 II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수문학적 기술분야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요건에 부

합하는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한다. 

 1. 수계와 부지 사이의 상호 영향

    유역, 하천, 호수(예, 위치, 규모, 형태, 배수 유역), 연안지역, 지역 및 국지 지하수 

환경의 수문학적·수역학적 특성과 현재 또는 계획된 수공 구조물(상·하류의 위치, 

위치, 규모, 저장량, 형태, 지진설계기준 그리고 운전 항목들과 같은 특성)을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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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과정에는 참고문헌에서 발췌된 정보와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정보와 자료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것도 포함된다. 수문 분야를 다루는 이 분야와 다른 분야들에

서 검토 과정의 중요한 면은 현장방문이다. 검토자는 현장방문을 통해 부지와 주

변 환경의 수문학적 특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수문학적 기구

    발생 가능한 홍수의 기구를 확인하기 위해 부지 내 혹은 부지 인근의 수문특성을 

검토한다. 이후의 심사지침에서는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 기준 세

부 내역과 홍수위와 관계되는 부지 특성 내역에 관하여 홍수 기작을 검토한다. 역

사 홍수 조건들은 정부 유관기관에서 발간한 하천 유출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안전관련 구조물, 시설 그리고 접근로에 대한 설명과 표고는 홍수 설계 기준의 영

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술되어야 한다. 

    건기의 저수위와 같이 저수위 빈도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에 기초한 수문기상 자

료를 검토한다. 부지 인근 강과 하천에 대한 하천 유출 자료는 정부 유관기관에서 

발간한 것에서 확보할 수 있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된 기상자료는 기상청 혹

은 지방 기상청에서 확보할 수 있다. 호수 또는 저수지의 결빙을 평가하기 위해 

결빙온도 발생 날짜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태풍, 폭풍해일, 정진운동, 그리고 지

진해일에 대한 역사 자료는 이들의 수리학적 기구에 대해 검토되어야 한다. 

 3. 지표수 및 지하수 이용

    발전소에 대한 안전관련 용수 공급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표수 

및 지하수 이용자, 부지에 대한 상대 위치, 이용 형태, 이용량에 대한 자료를 검토

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해 보고된 국지 수문 조사 일람과 일치하는 현재 및 

미래 사용자의 항목을 이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4. 자료

    하위 심사지침의 검토에 사용되는 모든 공간적·시간적 자료의 확인 및 설명을 

검토한다. 공간 자료는 GIS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설명

과 함께 GIS 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간 자료는 자료 양식의 설명과 함께 전자

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안전심사지침 2.4의 검토에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검

토하여야 한다. 

    가. 공간적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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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고선을 포함하는 지형 및 수심 자료

      2) 발전구역(powerblock)과 발전소 경계를 포함하는 중심의 위치 좌표

      3) 하천 수위계의 위치

      4) 댐과 저수지를 포함하는 수량 조절구조물의 위치

      5) 기상 관측소 위치

      6) 부지 혹은 인근의 운하, 수로, 제방 혹은 둑 등과 같은 수량 조절, 물 저장 

혹은 운송 구조물의 위치

      7) 대수층과 지하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토양 형태와 지표하 특성도

      8) 부지의 상세 지형 및 수심도

      9) 항공사진

      10) 지질도

    나. 시간 자료 

      1) 부지 인근에서 상·하류 모두에서 기록된 하천 수위 관측자료

      2) 부지가 위치하는 유역에 대한 하천 수위 자료가 제한적이라면, 인접 유역의 

하천 수위 관측자료 

      3) 부지 인근에서 기록된 기상 관측자료(대기온도, 이슬점, 그리고 강우)

      4) 태풍, 폭풍해일, 정진운동, 그리고 지진해일의 역사 기록

      5) 고대 지진해일 증거와 같은 적절한 역사 이전 기록

      6) 만약 적용 가능할 경우, 호수 수위 및 하류 배출량

      7) 적용 가능하다면, 수계에서 발생하는 퇴적작용, 연안 편류, 사면 붕괴, 얼음에 

의한 취수구 봉쇄, 결빙, 수로 변경 등과 같은 역사적 기록 

 5. 선택적 개념 모델

    부지의 지질 및 수리학적 특성들에 부지에 대한 다양한 선택적 개념모델을 검토

한다. 이런 개념모델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움직임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가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염물질의 이동 측면에서 이런 개념모델의 가장 큰 단점

은 오염물질 이동 시간의 보수적인 범위 내 평가를 도출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이

다. 사람과 환경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지표수와 지하수 이동경로, 

지표 하 선택적 흐름, 지하 매질의 화학적 성질, 그리고 다른 관련 지리 및 지형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6.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발전소 예정 부지 및 부지 인근 지역의 수문학적 기술과 관련된 지진 및 비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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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잠재영향을 설계 기준에 충분히 반영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 항목을 

검토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관련 규제 요건에 관하여 부지 특성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대해 무엇을 평가하였는지 기술하여야 한다. 평

가 내용에는 사업자가 적절한 규제 기준을 따랐는지 확인하고, 독립적인 평가의 수행, 

그리고 가정의 적절성 검증을 포함한다. 검토자는 사업자가 제시한 어떤 정보가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는지, 어떤 정보가 검토되지 않았는지를 기술할 수 있

다. 검토자가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를 요약하거나 인용할 때, 결론에 대한 기준을 분

명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참고문헌 4, 5, 6 및 7에서 요구하는 일반적 수권에 관련한 

부지에 대한 간략한 기술과 부지 밖의 지표수 및 지하수 이용에 관한 기술내용을 검

토한다.  운영허가 심사는 건설허가 심사 결과에 추가하여 건설허가 심사 이후에 변화

된 새로운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유형의 검토결론에 도달하였음을 입증하

여야 한다.

   신청자는 발전소 위치에 대한 정확한 표시, 하천 취수구조물, 냉각시설, 지하수 취

수시설 및 연안해수 취수시설 등과 관련한 수문학적 특성 등을 포함하는 수역, 수량조

절 구조물, 수자원 이용자에 대한 기술을 포함한 부지의 일반적인 수문학적 특성을 기

술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며, 검토자는 부지의 수문학적 특성에 대한 기

술내용이 참고문헌 4, 5, 6 및 7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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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4.2절  홍 수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에서는 후보부지 또는 확정부지 지역의 과거 홍수(이상홍수위와 범람영향)를 

확인하고, 안전관련 구조물에 대한 홍수설계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홍수발생 형태, 즉 

단일 홍수유발현상 또는 복합적인 홍수유발현상을 확인한다.  또한 국지적인 호우현상

에 의한 부지의 잠재적인 홍수영향도 확인한다.

   홍수의 이력 및 범람 가능성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잠재적 유출에 영향을 주는 참고문헌 7에 기재된 것과 같은 요소(도시화, 산불, 농

지이용의 변화 등), 침식 및 퇴적현상을 고려한다. 홍수 이력과 관련하여 국지 홍수 평

가를 위해 부지에 대한 국지 집중호우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자료는 부지 정지고 설

계에 사용되는 부지 특성에 기술되어야 한다. 검토 과정에 다루어져야 하는 세부 항목

은 다음과 같다. 

  1. 부지 내 국지 홍수와 배수설계

    가. 국지 집중호우에 의해 발생되는 부지 내 홍수를 검토한다. 국지 집중호우는 

적절한 기상청 수문기상 보고서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국지 집중 호우를 배수하기 

위한 정지작업을 포함하여 부지 배수시스템의 설계를 검토한다. 

  2. 하천 범람

    가. 부적합한 댐용량, 부적합한 배수능력 또는 댐의 기존 물리적 제약조건 등으로 

인한 댐파괴 가능성과 풍파를 고려한 가능최대홍수를 검토한다.

    나. 독립적인 것과 겨울철 가능최대 폭풍을 동반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결빙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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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취수 불능 여부를 검토한다. 

    다. 지류의 배수구역에 대한 가능최대홍수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다. 폭풍해일 및 정진운동과 동시에 발생하는 하천의 일반적 홍수들의 결합 가능

성을 검토한다. 

  3. 폭풍해일

    가. 임해부지에 대한 가능최대태풍을 검토한다. 

    나. 지표 유출에 의한 홍수위가 발생할 때 부지로 상륙하는 가능최대태풍의 풍향

과 풍속을 고려한 파랑 거동을 검토한다. 

    다. 가능최대폭풍(비태풍성)에 의한 가능최대폭풍해일 및 파랑을 검토한다. 

    라. 지표 유출에 의한 홍수와 동시에 발생하는 일반적 폭풍해일들의 결합가능성을 

검토한다. 

  4. 정진운동

    가. 내륙의 호수와 연안 항구 및 만에서 기상학적 요인에 의한 정진운동을 검토한다.  

    나. 내륙의 호수에서 지진학적 요인에 의한 정진운동을 검토한다. 

    다. 지표 유출 홍수와 동시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폭풍해일 및 정진운동의 결합을 

검토한다. 

  5. 지진해일

    가. 근발성 또는 국지성 지진해일을 검토한다. 

    나. 원발성 지진해일을 검토한다.

    다. 산사태에 의해 발생하는 지진해일과 유사한 파랑을 검토한다.

    라. 해저 산사태에 의해 발생하는 지진해일을 검토한다.

    마. 강에서 발생하는 내륙 지진해일을 검토한다. 

  6. 지진에 의한 댐파괴

    다음에 기인한, 부지에서의 가능최대 수위를 검토한다. 

    가. 25년 빈도 홍수 및 2년 빈도 파랑과 동시에 일어나는 안전정지지진에 의한 댐

파괴

    나. 표준설계홍수 및 2년 빈도 파랑과 동시에 일어나는 운전기준지진에 의한 댐파

괴

    다. 상기 ‘가’항 및 ‘나’항과 같이 동시성을 가지는 지표 유출, 폭풍해일, 또

는 정진운동에 의한 홍수와 동시에 일어나는 기타 지진에 의한 댐파괴

    라. 부지 정지고 상류나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 근처에 위치하는 수량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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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구조물의 파괴    

  7. 산사태에 의한 홍수

    가. 홍수파

    나. 하천봉쇄에 의한 배수 영향

  8. 수계 내 결빙 영향

    하천 하류의 결빙에 의해 발생하는 배수 영향 또는 상류 얼음 둑의 붕괴에 의해 

발생하는 홍수파에 기인하는 홍수 현상들을 확인하기 위해 수계 지표수의 빙상, 

결빙, 저빙(혹은 묘빙; 하천 바닥에 얼어붙어있는 얼음)의 형성과 얼음 둑 형성을 

검토한다. 

  9. 결합된 현상의 선정 기준 

    개개의 홍수 기구의 적절한 조합에 의해 야기되는 부지에서 최악의 홍수를 검토

한다. 일부 또는 대부분의 홍수 기작은 최악의 경우에 발생하는 홍수보다 덜 심각

할 수 있다. 그러나 개개 홍수의 조합이 단일 기작에 의해 최악의 경우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홍수 영향을 초과할 수 있다. 

  10.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가정된 설계 기준 상의 지진 및 비지진 정보의 잠재 영향과 부지 인근에서 발생

하는 홍수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고려해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이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심사지침 2.4.3절 - 2.4.7절과 2.4.9절이 특정한 홍수 유발 사상을 다루고 있

다. 이들 절에서 고려되는 현상의 종류와 홍수 현상의 제어에 대해 기술한다. 

  2. 만약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필요하다면, 동적 영향을 포함하는 

홍수 방호 방법이 안전심사지침 2.4.10절에 기술되어야 한다. 

  3. 수문과 관계되는 항목의 검토 주관부서는 안전심사지침 2.3.6절의 표준설계인허가

에서 기재된 부지 변수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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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

을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

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

이 없을 것

    다.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라. 제10조 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가. 위원획칙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

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라. 제20조 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4.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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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

부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

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가’항 혹은 ‘다’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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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0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

사·평가 기준 고시"

    가. 제2장 육상홍수의 제4조 국지강우영향평가와 제5조 하천범람영향평가를 수행

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8에서 19를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법규에 

대한 규제입장 및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부지 내 국지 홍수와 배수설계

     안전성분석보고서는 국지 집중호우 혹은 국지 가능최대강수량의 평가와 부지 배

수 시설(건물의 지붕으로부터의 배수와 부지 저류를 포함)의 수용능력을 포함하

여야 한다. 쇄설물, 얼음, 눈 등에 의해 부지의 배수 시설이 봉쇄될 가능성에 대

한 평가는 식생조건 및 폭우에 대한 보수적인 가정을 근거로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잠재적인 재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예 : 저류에 의해 발생하는 

부지의 침수고가 발전소 입구의 표고를 초과할 경우 등), 신청자는 영향을 받는 

시설의 설계기준을 기재하고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2. 하천 홍수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홍수 잠재원인과 홍수 반응 특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계획된 부지가 위치하는 유역 내 수문특성에 따라 지류들의 유역 면적, 풍파와 

동시에 발생하는 가능최대홍수량, 댐붕괴에 의한 홍수, 폭풍해일 및 정진운동과 

동시에 발생하는 하천의 일반적 홍수의 결합에 대한 평가가 제시되어야 한다. 

  3. 폭풍해일

     부지 인근의 폭풍해일에 대한 모든 기록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계획된 부지의 위치에 따라 임해지역에 대한 가능최대태풍, 부지로 상륙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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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최대태풍의 풍향과 풍속, 가능최대폭풍(비태풍성), 이들 바람에 의한 폭풍해일

과 파랑, 그리고 지표 유출에 의한 홍수와 동시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폭풍해일의 

결합에 대한 평가가 제시되어야 한다. 

  4. 정진운동

     부지 인근의 정진운동에 대한 모든 기록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계획된 부지와 인근 수계의 수리 및 수력학적 특성들에 따라 내륙 호수, 연안 항

구, 그리고 만에서 기상학적으로 발생하는 정진운동, 내륙 호수에서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정진운동, 지진해일에 의해 발생하는 정진운동, 그리고 지표유출 홍수

와 동시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정진운동의 결합에 대한 평가가 제시되어야 한다. 

  5. 지진해일

     부지 인근의 지진해일에 대한 모든 기록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근거리와 원거리 지진해일 발생원 모두가 고려되어야 한다. 내륙에 위치하는 얇

은 심도의 지진원이 연안에 근접할 경우 해양성 지진해일을 발생하므로 이에 대

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계획된 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거리를 이동하는 

지진해일을 발생시키는 원거리에 위치하는 발생원도 고려해야 한다. 내륙에서 발

생하는 사면 붕괴 및 사태는 수계에 충격을 주어 지진해일과 유사한 파랑을 발

생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해저 산사태도 지진해일을 발생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진 

현상이 내륙의 수계 즉 대규모 강에서 지진해일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부지에 

미치는 이와 같은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조사되어야 한다. 

  6. 지진에 의한 댐파괴

     부지 상류에 위치한 댐이 지진학적 원인에 의해 붕괴되므로 인해 발생하는 발전

소 부지에서의 홍수 위해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부지에 대한 

홍수 위해 가능성이 있는, 부지 상류의 모든 댐과 다른 관련 수량 조절 구조물의 

목록이 제시되어야 한다. 발전소 설계기준에서 댐파괴에 의한 홍수 영향이 제시

되어야 한다. 25년 빈도 홍수 및 2년 빈도 파랑과 동시에 일어나는 안전정지지진

에 의한 단일 또는 다중 댐파괴, 표준계획홍수 및 2년 빈도 파랑과 동시에 일어

나는 운전기준지진에 의한 단일 또는 다중 댐파괴, 지표 유출, 폭풍해일, 또는 정

진 운동에 의한 홍수와 동시에 발생하는 기타 강도의 지진에 의한 단일 또는 다

중 댐파괴, 부지 정지 표고 상부나 안전관련 구조물, 기기 및 계통에 충분히 근

접하여 위치하는 수량 조절 구조물의 파괴에 따른 최대수위가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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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산사태에 의한 홍수

     산사태에 의해 발생하는 홍수파와 하천 봉쇄에 따른 발전소 부지에서의 홍수 위

해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부지 인근 및 부지 구역에서 산사태

에 기인한 역사 홍수를 포함하여 산사태의 잠재성과 산사태 기록에 대한 전체적

인 검토가 제시되어야 한다. 발전소 설계기준에 대해 산사태에 기인한 홍수의 영

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8. 수계 내 결빙 영향

    발전소 부지 하류의 결빙 또는 얼음 둑에 의해 발생하는 배수 영향 또는 상류 얼

음 둑의 붕괴에 의해 발생하는 홍수파에 기인하는 발전소 부지에서의 잠재 홍수

와 관련된 정보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부지 인근 및 부지 구역

에서 결빙 기록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것의 영향이 발전소 설계 기준에 충분히 반

영하여야 한다. 결빙과 저빙에 대한 기록과 발전소 설계 기준에 대한 이런 현상에 

기인한 홍수 영향 평가에 대한 검토가 제시되어야 한다. 

  9. 결합된 현상들의 선정 기준 

    개별 홍수 기구에 기인하여 가장 심각한 영향과 더불어서 개개의 홍수 기구의 적

절한 조합을 포함하여 발전소 부지에서의 설계 기준 홍수에 고려된 정보이 안전

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홍수 기구에 대한 최악의 결합을 고려한 것에 

기초하여 최고 홍수위가 결정되어야 하며, 안전심사보고서에 부지특성이 기재되어

야 한다. 

  10.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예정 부지 인근 및 부지 지역에 대한 수문 기술과 관련하여 부지와 관련 있는 인

접 지진 및 비지진 정보가 가지는 잠재 영향이 명확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안전성

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II장에서 언급한 허용 기준에 대해 예정부지에 대한 자료와 

분석이 부합되는지 검토하며,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기존 자료와 분석이 유효하다는 것

과 시설의 설계 내역이 이들 자료와 일치함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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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지 내 국지 홍수와 배수설계

     국지 집중 강우는 부지 최인접 지역에 떨어지는 강우의 극한 양의 측정값이며, 

일반적으로 가능최대강수량을 이용한다. 국지 집중 강우에 대하여 부지 내 저류

에 의한 홍수는 효과적인 배수계통의 결여와 충분하지 않은 침투량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검토자의 잠재 홍수 평가는 가능최대강수량 자료에 기초한다. 

필요시 검토자는 사업자의 평가가 허용기준과 일치하는지 비교하기 위해 독립적

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국지 집중 강우는 안전성평가보고서에서 부지 특성과 

관련하여 기재되어야 한다. 

     적용 가능하다면 단위 수문도와 같은 지표 유출 모델 또는 표준 문서에 제시된 

다른 지표유출 배수 평가들이 국지 집중강우 조건에서 부지 배수계통의 배출 기

능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인 지표유출 모델들이 이용될 경우, 부

지와 부지 구역에 대해 사용되는 계수에 대해 부지 배수계통에 대한 가능최대 

홍수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된 수문환경에 대한 가용한 정보를 비교한다. 

     국지 집중 강우에 의한 홍수에 대한 방호가 부지 변환에 의해 완화되지 않을 수 

있다. 국지 집중 강우에 의한 홍수는 부지 배수계통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 검

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요구되는 부

지 배수 설계와 충분한 홍수 방호를 검토한다. 홍수 방호 요건들은 안전성분석보

고서 2.4.10절에서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2. 하천 홍수

     검토자는 부지에 인접한 강과 하천에서 발생한 모든 홍수 기록을 검토한다. 이때 

부지 안전성 검토를 위해 적절한 홍수 유발 기구를 평가하기 위해 정부유관기관

의 하천유출에 대한 역사 자료와 이때의 수문기상학적 조건을 이용한다. 

     검토자는 사업자가 제시한 설계기준 홍수위가 여러 가지 심각한 홍수 시나리오

들을 적절히 고려하여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한다. 홍수 시나리오는 다음을 포함한

다. 

    가. 상류 댐파괴와 동시에 발생하는 가능최대홍수(수문학적 원인 또는 바람에 기

인한 파랑에 의한 단계별 파괴를 포함하는 단일 또는 다중 파괴)

    나. 하류 결빙에 의한 배수 영향 또는 상류 얼음 둑의 붕괴에 의한 홍수, 겨울철

에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가능최대 홍수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

    다. 부지에 적용 가능할 경우, 폭풍해일, 정진운동 그리고 지진해일에 의한 홍수 

영향과 결합하여 하천에서 발생하는 일반 홍수들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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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적으로 홍수를 유발하는 기구는 안전성분석보고서 2.4.3에서 2.4.7, 그리고 

2.4.9에서 검토된다. 

  3. 폭풍해일

     부지에서 폭풍해일에 의한 홍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유관기관으로부터 

얻어진 기록된 폭풍해일 자료 및 이와 관련 있는 수문기상학적 조건을 검토한다. 

설계기준 홍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가능최대태풍, 연안부지에서의 관련 폭풍해일, 

가능최대태풍 시 풍향 및 풍속이 내륙으로 전이되면서 발생시키는 파랑, 그리고 

지표 유출 홍수와 일반적인 폭풍해일의 결합을 고려한 평가 결과를 검토한다. 폭

풍해일 기구와 설계기준 현상의 평가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안전성분석보고서 

2.4.5에서 수행된다. 

  4. 정진운동

     검토자는 부지 인근의 정진운동의 잠재 영향 평가와 관련하여 정부유관기관에서 

기록된 자료들을 검토한다. 설계기준 홍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자는 대기 및 

지진에 기인한 가장 심각한 정진활동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 지진해일 위해

에 대한 상세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 2.4.6에 기술되어 있으며, 안전성분석보

고서 2.4.6에 대해 수행된다.  

  5. 지진해일

     검토자는 부지에서 지진해일에 의한 잠재 홍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유관

기관에서 기록된 자료를 검토한다. 지진 및 해저 산사태를 포함하는 근거리와 원

거리 원을 모두가 연안부지에 대해 검토되어야 한다. 만약 부지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사면붕괴 및 산태에 의해 발생하는 지진해일과 유사한 

파도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설계기준 홍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자는 가능최대 지진해일에 의해 발생되는 

홍수를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 지진해일 위해에 대한 상세 검토 절차는 안전심

사지침 2.4.6에 기술되어 있으며, 안전성분석보고서 2.4.6에 대해 수행된다.   

  6. 지진에 의한 댐파괴

     댐이 지진학적 원인에 의해 붕괴되므로 인해 발전소 부지의 잠재 홍수를 평가하

기 위해 정부유관기관에서 기록된 자료를 검토한다. 부지에서의 홍수는 연쇄 댐

파괴를 포함하여 단일 또는 다중 댐파괴 결과일 수 있다. 또한 부지 정지고 상부

나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충분히 근접하여 위치하는 수량 조절구조물

의 파괴가 발전소 부지에서의 잠재 홍수 영향에 대해 평가되어야 한다. 댐파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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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한 홍수에 대한 상세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 2.4.4에 기술되어 있으며, 안

전성분석보고서 2.4.4에 대해 수행된다. 

  7. 산사태에 의한 홍수

     검토자는 정부유관기관의 과거 자료를 검토하고, 산사태에 의해 발생하는 홍수파

와 하천 봉쇄에 따른 발전소 부지에서의 잠재 홍수를 평가하기 위해 그 실체를 

확인한다. 산사태에 의해 발생하는 홍수파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4.6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수로 변경, 하천 봉쇄 그리고 홍수를 유발하는 배수영향

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4.9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항목에 대한 상

세 검토는 안전성분석보고서 2.4.6과 2.4.9 각각에서 이루어진다.

  8. 수계 내 결빙 영향

    검토자는 발전소 부지 하류의 결빙 또는 얼음 둑에 의해 발생하는 배수 영향 또

는 상류 얼음 둑의 붕괴에 의한 발전소 부지에서의 잠재 홍수 평가를 위해 정부

유관기관의 역사 자료를 검토한다. 결빙에 대한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 2.4.7에 

기술되어 있으며, 얼음 둑과 결빙에 의한 하천 봉쇄에 대한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

지침 2.4.9에 기술되어 있다. 이 항목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안전성분석보고서 

2.4.7과 2.4.9에서 각각 수행된다.  

  9. 결합된 현상의 선정 기준 

    검토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개별 홍수 기구의 조합을 검토한다. 홍수 각각이 최

악의 경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일반적인 홍수를 야기하는 홍수 

기구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결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홍수 사상에 따라 

상호 연결되어 단일 홍수 기구에 의한 최악의 경우보다 더욱 심각한 홍수를 야기

한다. 이에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발전소 부지에 대해 가장 심각한 

홍수 조건을 검토하며, 안전심사보고서 부지 특성과 관련하여 가능최대 홍수위가 

기술되어야 한다. 

    모든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위에서 언급된 가능최대홍수위 상부에 위

치하여 홍수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필요시 적절한 홍수 방호가 제공되어야 한

다. 홍수 방호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안전성분석보고서 2.4.10에서 검토된다. 

  10.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예정 부지 인근 및 부지 지역에서 홍수와 연관있는 부지 인접의 지진 및 비지진 

정보들의 잠재 영향을 검토하고 이들 영향이 발전소 설계 기준에 명확하게 고려

되었는지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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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허용 기준과 관련한 부지 특성에 대한 평가를 안전심사보고서에 기록할 

수 있다. 평가는 검토자의 결론이 규제 요건에 부합함을 뒷받침한다. 검토자는 안전성

분석보고서에 대해 무엇을 평가하였는지 기술하여야 한다. 검토자의 평가는 안전성분

석보고서가 규제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시 독립적 계산의 수행, 그

리고 적절한 가정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검토자는 사업자로부

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충분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국지 집중 강우, 홍우 유발 기작 그리고 발전소 설계 및 부지 

선정에 중요한 홍수 조절 기작이 적절히 제시하고 입증하였는지 확인한다. 부지의 홍수

특성 및 홍수설계기준이 참고문헌 1, 3~5 및 7의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 발전소가 홍수

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됨을 확인하고 입증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새로운 홍수기록이 

존재할 경우 홍수역사를 보완, 확인하고 홍수로 인한 발전소의 안전성을 입증한다. 

   검토자는 부지의 총수와 관련한 신청자의 참고문헌 1, 3~5 및 7의의 요구조건을 만

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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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4.3절  강 및 하천에서의 가능최대홍수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에서는 원자로의 안전정지 및 안전정지 조건의 유지에 필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등에 대한 홍수방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문기상학적 설계기준 선정자

료를 검토한다.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강과 하천의 홍수에 대한 설계기준

    가. 부지에 홍수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부지 인접 강과 하천에서의 홍수와 관련한 

배수유역

    나. 배수유역에 대한 가능최대강수량

    다. 배수유역에서의 강수손실

    라. 유역의 강우유출 특성

    마. 발전소 부지에서 가능최대홍수 수문곡선을 평가하기 위한 강과 저수지에 대한 

홍수 유출 누적 및 가능최대홍수와 동시에 일어난 풍파에 의한 부지에서의 수

위 조건 결정

    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홍수의 동역학적 영향

  2. 부지 배수에 대한 설계기준

    가. 국지 집중 강우에 의해 발생하는 발전소 부지 인근 배수 유역과 부지 배수에 

대한 지표유출(안전관련 구조물의 지붕 포함)

    나. 침식 및 퇴적작용으로 인한 잠재 영향

    다.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가능최대홍수위를 평가하기 위한 물리적 강수-유출

과정에 대한 모델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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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부지 관련 평가 항목의 고려

    가정된 설계 기준에 대한 지진 및 비지진학적 정보의 잠재 영향과 부지 인근 및 

부지 지역의 강과 하천에서 발생하는 홍수와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만약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동역학적 영향(수리동역학적 힘

과 파편 및 사출물에 의한 충격력)을 포함하여 홍수 방호 요건들이 요구된다면 안전심

사지침 2.4.10에서 검토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

부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

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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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지로시설의 위쳉 관한 세부기준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0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

사·평가 기준 고시"

    가. 제2장 육상홍수의 제4조 국지강우 영향평가와 제5조 하천범람 영향평가를 수

행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8에서 19를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법규에 

대한 규제입장 및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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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강과 하천에서 발생하는 홍수에 대한 설계 기준

    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특성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며, 배수 유역에서 수문기상학적 

특성들에 대한 보수적인 가정에 기초하여야 한다.

    가. 강과 하천에서의 홍수 평가를 위해 이용되는 유역의 면적

    나. 가능최대강수량 및 가능최대강수량의 우량 분포도

    다. 풍파와 동시에 발생하는 강과 하천에서의 최대 가능최대홍수위 

    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가능최대홍수의 동역학적 영향을 

설명하는 수리학적 특성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잠재 위험성이 존재할 경우 사업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기록하고 이런 시설의 설계 기준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부지 배수를 위한 설계 기준

    안전관련 구조물의 지붕을 포함하여 인접한 부지로부터의 지표유출과 부지와 가

까운 곳에서의 배수에 관한 사항이 평가되어야 한다. 발전소 인근과 내부에서의 

홍수를 평가하기 위해 홍수 응답 특성들이 확인되어야 한다. 홍수 기간 동안 일어

나는 침식과 퇴적작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이들이 미치는 영향이 결정되어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

기에 잠재 위험성이 존재할 경우 사업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기록하고 

이런 시설의 설계 기준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부지 인근의 지진 및 비지진학적 정보의 잠재 영향과 부지 인근 및 부지 구역의 

강과 하천에서 발생하는 홍수와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III. 검토절차

  건설허가 심사단계에서는 예비 부지에 대한 자료와 분석이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운영허가 검토의 경우, 자료와 분석이 유효한지 검증하고 시설 설계 내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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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들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적용가능하다면 운영허가 시 검토자는 

수리학적 부지 특성과 관련한 운영기술지침이 수용할 수 있는지와 운영기술지침이 확

인된 특이 환경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건설 및 운영허가는 허용기준에서 확인된 요건에 기초한다. 

  1. 강 및 하천에서의 홍수에 대한 설계 기준 

    발전소 부지에 인접한 하천망의 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표유출에 기여하는 배수

유역은 지형도에 산등성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자동으로 배수망

과 유역을 구분하는 것이 정부유관기관에서 생성한 전산화된 표고 및 하천망 자

료를 이용하여 가능하다. 검토자는 최근의 가용한 방법들을 이용한 사업자의 홍수 

평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두 개의 평가 사이에서 배수 유역 면적 등에 중요

한 모순이 존재하면, 검토자는 사업자에게 이들 평가를 입증할 더 많은 자료를 제

공하거나, 검토자의 평가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강 및 하천의 홍수를 재평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위에서 평가된 배수 유역 면적에 대한 가능최대강수량이 발전소 부지 인접 가능최

대홍수 평가를 위해 결정되어야 한다. 가능최대강수량은 정부유관기관의 자료를 이

용하여 배수 유역 면적에 대해 평가된다. 배수 유역에서 강우 손실과 지표 유출에 

의해 특성화된 강우-유출 반응은 하천망을 따라 하류 지역에 홍수를 유발시킨다. 

검토자는 적절한 강우-유출 반응 기능과 다른 유역 변수들을 결정하기 위해 정부

유관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강과 하천에서의 가능최대홍수를 검토할 때, 검토자는 

사업자의 평가를 검증하고, 필요시 독립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며, 이들 평가를 수행

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정부유관기관의 평가를 수용할 수 있다. 필요시 검토자는 

정부유관기관이 인정한 지표유출 발생 및 홍수 추적 방법들과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가능최대강수량의 동역학적 영향 평가에 필요한 속도와 

모멘텀 플럭스와 같은 수리학적 특성들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검

토자의 평가는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해 사업자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다. 

  2. 부지 배수에 대한 설계 기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적절한 방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

해 발전소 부지 내 홍수가 검토되어야 한다. 국지 집중 강우에 의해 부지 내 저류

에 의한 즉각적인 홍수는 부적절한 침투 능력과 충분한 배수 계통의 결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잠재 홍수에 대한 검토자의 평가는 정부유관기관에 의해 제공된 

자료에 기초하여 평가된 가능최대강수량에 기반하며, 안전심사지침 2.4.2에 기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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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이 안전성분석보고서 2.4.2에서 검토되었다. 단위수문곡선법과 같은 지표유

출 모델 또는 표준 절차에 기재된 다른 지표 배수 평가방법이 국지 가능최대강수 

조건에서 부지 배수 계통의 배수를 평가하는데 이용된다. 일반적인 지표유출 모델

이 사용되었을 경우, 부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사용된 계수들은 부지 배수 계통에 

대한 가능최대 홍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수문 조건들을 평가하기 위해 기록

된 가용 정보들과 비교하여야 한다. 또한 검토자는 이용된 지표유출 모델의 적합

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분배 모델의 이용을 정당화하는 각각의 수문특

성을 충분히 가진다면, 이런 모델의 이용은 종합적인 모델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

하다. 필요시 검토자는 홍수에 따른 부지 배수 검토에서 사업자의 평가를 검증 또

는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지표유출 발생 및 홍수 추적 방법을 이용한 독립적인 분

석을 수행할 수 있다. 검토자의 독립적인 평가는 허용 기준에 부합하는지 결정하

기 위해 사업자의 평가와 비교할 수 있다. 

  3.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부지 인접 지진 및 비지진학적 평가 항목이 예정 부지 및 부지 인근 강과 하천에

서 가장최악의 홍수 시나리오 발생 가능성에서 이용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건설 및 운영허가 검토에서 발전소에 대해 이용된 부지 특성과 변수의 요약보다 

사업자는 발전소 부지 선정 및 설계에 중요한 강과 하천에 대한 가능최대홍수와 관련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제시된 가용 정보를 검토하여, 위에 

제시된 이유에 대해서 부지 및 주변에 위치한 강과 하천에서의 가능최대홍수를 확인

한 것과 평가에 고려한 것이 수용가능하며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 기준을 선정하는데 있

어서 적절한 부지 현상을 사업자가 고려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이전의 

허가 취득활동을 위해 작성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인용하는 것과 같이 설계 기준에 

반영한 강과 하천에서 발생하는 가능최대홍수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 방법을 일반적

으로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검토자는 이들 방법의 사용이 자료 누적에 있어서 정확

성, 수량 그리고 기간의 제약에 대해 충분한 여유를 고려하여 설계 기준들에 반영되었

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확인된 설계 기준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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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들에 대해 수립된 설계기준이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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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4.4절  잠재 댐파괴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에서는 발전소 설계에 고려된 부지 내, 또는 하천의 상․하류에 설치된 수량조

절 구조물 즉, 댐 등의 파괴가 발전소 안전관련 시설물들에 미치는 잠재적 재해 가능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수문지질학적 설계기준을 검토한다.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상류 댐파괴로부터 일어나는 홍수파

    처오름에 의한 결과와 같이 수리학적 파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댐파

괴 및 붕괴에 기인한 홍수파가 부지로 유입됨에 따라 최고 수위를 야기하여 안전

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홍수를 유발할 수 있다. 

  2. 연쇄적 댐파괴

    부지에서의 가능최고수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최대홍수, 산사태에 의한 심

각한 홍수, 지진 혹은 화산활동과 같은 자연현상에 의해 상류 댐파괴로 인한 발전

소 부지로 연결되는 수로 상의 여러 댐의 연쇄 파괴 그리고 단계별 파괴

  3. 구조물에 대한 동역학적 영향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댐파괴에 의한 홍수파의 동역학적 영향

  4. 하류 댐파괴에 의한 용수 공급 능력 상실

    발전소 안전관련 용수 공급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발전소 부지 하류 댐파괴

  5. 퇴적물 침전 및 침식의 영향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기능 상실 혹은 차단을 시킬 수 있는 댐

파괴에 의해 발생하는 홍수파에 의한 퇴적작용 혹은 침식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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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부지 내 수량조절 혹은 저장 구조물의 파괴

    부지 표고 상부에 위치하며 부지 내 홍수를 유발할 수 있는 제방, 둑 그리고 다른 

공학적 물 저장 시설과 같은 부지 내 수량조절 혹은 저장 구조물의 파괴

  7.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예정된 설계 기준에 대한 지진 및 비지진 정보의 잠재 영향과 이들이 부지 및 부

지 인근지역에서 어떻게 댐파괴와 관계하는지를 검토

검토연계분야

   이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만약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동역학적 영향(수리동역학적 힘

과 파편 및 사출물에 의한 충격력)을 포함하여 홍수 방호 요건들이 요구된다면 

안전심사지침 2.4.10에서 검토된다.

  2. 댐파괴에 의한 용수 손실을 포함한 심각한 환경 조건이 최종열제거원의 안전기능

을 상실시키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토가 안전심사지침 9.2.5 “최종열제거원”에서 

수행된다.

  3. 지구과학과 지질공학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관련 댐과 수량조절 구조

물이 안전정지지진에 대해 견딜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물이 내진범주I

급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

을 확보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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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

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

이 없을 것

    다.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라. 제10조 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가. 위원획칙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

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라. 제20조 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

부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

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지로시설의 위쳉 관한 세부기준은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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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0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

사·평가 기준 고시"

    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평가는 부지의 수문 및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제‘가’항의 경우에 부지 및 주변지역의 수계에 존재하는 댐의 파괴형태와 저수

지 등 수공구조물의 고려사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댐파괴로 부터 일

어나는 홍수파로 인한 영향과 하류댐 파괴, 연쇄적 댐파괴 등을 고려한 부지의 홍

수위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부지 주변지역 하천의 상류에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될 예정인 저수지 또는 댐 등

은 파괴가 발생하지 않음을 공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가’항에 대

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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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부지 및 주변지역의 홍수영향 평가에는 두 가지 이상의 홍수요인이 결합되는 경우

도 포함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8에서 36을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를 만

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상류 댐파괴로부터 일어나는 홍수파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다음의 특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들 평가는 배수유

역에서의 수문기상학적, 지질학적, 그리고 지진학적 특성의 보수적 가정에 기초한다. 

    가. 가정된 댐파괴 및 붕괴 모델

    나. 만수위 홍수 조절 저수지의 고려

    다. 동시에 발생하는 유속과 수위의 보수성

    가상의 댐파괴 시나리오에 의해 발생하는 홍수파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심각한 홍수위를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예정

부지로 유입될 수 있다. 

  2. 연쇄적 댐파괴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발전소 부지 인근에 대한 가장 큰 홍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는 연속적인 댐파괴에 대한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 지진 

및 수리학적 파괴에 의한 연쇄 댐 붕괴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능성의 연쇄 댐파괴

가 조사되어야 한다. 파괴 형태는 보수적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발생

하는 홍수파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가장 심각한 홍수위

를 평가하기 위해 예정 부지로 보수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 

  3. 구조물에 대한 동역학적 영향들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유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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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량과 같은 홍수파의 동역학적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 홍수파의 동역학적 영향

으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잠재 위해가 있을 경우, 이런 

영향을 받는 시설의 설계 기준에 대해 잠재 위해성을 포함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4. 하류 댐파괴에 의한 용수 공급 능력 상실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하류 댐파괴에 의한 발전소 안전관련 용수 공급 상실

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용수공급 상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문서에 기

록하고, 안전관련 용수 공급에 대해 재평가하여야 한다.

  5. 퇴적물 침전 및 침식의 영향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댐파괴에 의한 홍수 기간 동안 퇴적 작용 혹은 침식

에 기인한 차폐에 의해 안전관련 용수 공급의 기능 상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안전관련 용수 공급 기능상실과 같은 위해가 있을 경우, 이를 문서에 기록하

고 안전관련 용수 공급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6. 부지 내 수량조절 혹은 저장 구조물의 파괴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홍수를 야기할 

수 있는 수량조절 혹은 저장 구조물의 파괴를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 만약 안전

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홍수로 인한 위해가 존재한다면, 이를 문서에 

기록하고 영향 시설들의 설계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7.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발전소 부지 및 인근 구역의 하류 댐파괴 및 차폐에 의한 안전관련 용수 공급 상

실과 상류 댐파괴에 기인한 홍수와 관계되는 부지 인근의 지진 및 비지진 정보의 

잠재 영향이 관련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III. 검토절차

  아래에 기술된 절차는 건설허가 시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분석이 허용기준에 부합

하는지 확인할 때 사용된다. 운영허가 검토 시는 제시된 자료와 분석이 계속 유효한지와 

시설의 설계 내역들이 이들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용된다. 적용가능하다면 

운영허가 검토는 수리학적 관련 부지 특성과 관계된 운영기술지침 항목이 수용 가능한

지와 운영기술지침이 확인된 고유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검토절차는 명시된 허용기준에 기초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이 허용기준에 만족

하는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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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류 댐파괴로부터 일어나는 홍수파

    댐의 위치와 잠재적으로 유사 혹은 심각한 파괴 형태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부지 

내 가장 심각한 충격을 미치는 단일 상류 댐파괴가 만수위 저수조건을 고려한 댐파

괴의 보수적 형태와 선행 유량의 적절한 조합을 이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댐파괴에 의한 홍수파가 부지로 유입되는 것은 정부유관기관이 인정한 모델을 이용

할 수 있다. 만약 다른 모델을 처음으로 이용할 경우, 모델에 대한 완벽한 설명과 

관련문서들이 요구된다. 이런 모델의 수용여부는 모델 이론, 가용한 검증 및 적용에 

대한 검토자의 검토 결과에 기초한다. 순간 파괴가 아닌 다른 것을 가정할 경우, 파

괴 형태 및 붕괴 속도의 보수성이 잘 기록되어야 한다. 부지에서의 첨두유량과 수위 

결정에 이용된 모든 계수, 변수 그리고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독립적인 분석대신에 검토자는 사업자의 가정과 방법을 검증하거나 부지 인근에

서 유사한 분석을 수행한 정부유관기관에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쇄적 댐파괴

    지진 및 수리학적 파괴에 의한 다중 댐파괴와 여러 댐의 연쇄 댐 붕괴가 논의 되

어야 한다. 연쇄 붕괴의 가능성이 기술되고, 요약 분석이 제시되어야 한다. 적절한 

선행 하천 유량 조건이 고려되어야 하며, 첨두유량과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

유관기관에서 수용한 모델을 이용하여 부지로 유입되게 한다. 모든 계수, 변수 그

리고 방법에 대한 설명과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독립적인 분석대신에 검토자는 사업자의 가정과 방법을 검증하거나 부지 인근에

서 유사한 분석들을 수행한 정부유관기관에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3. 구조물에 대한 동역학적 영향들

    댐파괴에 의한 최악의 홍수와 관련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위

치가 기재되어야 한다. 홍수파의 동역학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홍수의 

수리학적 특성들은 수력학적 힘과 물에 의해 발생하는 파편과 사출물의 충격을 

포함한다. 이런 수리학적 특성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인접 부

근에서의 유속과 운동량을 포함한다. 

  4. 하류 댐파괴에 의한 용수 공급 능력 상실

    하류 댐파괴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발전소 안전관련 용수 공급이 확인되어야 한다. 

하류 댐파괴 이후 안전관련 용수 공급원의 능력 감소가 평가되어야 한다. 하류 댐

파괴 이후 감소된 능력이 용수원의 안전 기능을 충분히 만족하거나 유사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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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다른 안전관련 요수공급원이 존재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5. 퇴적물 침전 및 침식의 영향

    홍수에 노출되는 모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안전관련 기능이 손상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댐파괴에 의한 홍수 기간 동안 퇴적 작용이 평가되어야 한다. 홍수

의 빠른 유속에 의한 침식이 평가되어야 하며, 안전관련 중요 구조물, 계통 및 기

기의 기능에 대한 이들의 영향이 조사되어야 한다. 어떠한 잠재 침식도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안전관련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6. 부지 내 수량조절 혹은 저장 구조물의 파괴

    부지 내 수량조절 혹은 저장 구도물이 부지 정지고 위해 있을 경우, 기타 원인에 

의한 이들의 파괴가 결정되어야 하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

한 홍수 가능성 그리고 홍수 영향을 받는 문과 출입구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런 

형태의 홍수가 구조물, 계통 및 기기 혹은 다른 노출된 발전소 계통의 안전관련 

기능을 저해하지 않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7.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검토자는 댐파괴에 의한 가장 심각한 홍수 시나리오를 가정하기 위해 사용된 기

준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건설 및 운영허가 검토에서 발전소에 대해 이용된 부지 특성과 변수의 요약보다 

사업자는 발전소 부지 선정 및 설계에 중요한 댐파괴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제시된 가용 정보를 검토하여, 위에 제시된 이유에 대해서 

부지 및 주변에서 발생하는 댐파괴 영향을 확인하는 것과 평가에 고려한 것이 수용가

능하며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 기준을 선정하는데 있

어서 적절한 부지 현상들을 사업자가 고려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이전의 

허가 취득활동을 위해 작성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인용하는 것과 같이 설계 기준에 

반영한 댐파괴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 방법을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검토자는 

이들 방법의 사용이 자료 누적에 있어서 정확성, 수량 그리고 기간의 제약에 대해 충

분한 여유를 고려하여 설계 기준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대해 수립된 설계 기준이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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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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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4.5절  폭풍해일 및 정진운동에 의한 가능최대홍수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에서는 발전소 설계에 고려되는 폭풍해일 및 정진운동에 의한 가능최대홍수의 

영향에 기인한 안전관련 구조물의 잠재 위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문기상학적 설계 

기준들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가능최대태풍

    최적의 이동속도로 부지에 대해 치명적인 이동경로를 따라 부지로 접근하여 가능

최대폭풍해일을 야기하는 것

  2. 가능최대폭풍

    최적의 이동속도로 부지에 대해 치명적인 이동경로를 따라 부지로 접근하는 것으

로 가상의 극한 열대성저기압 또는 이동 스콜 전선에 의해 발생하는 것

  3. 정진운동과 공진운동

    부지에 대한 홍수의 영향 또는 안전관련 용수 공급에 저수위를 야기하는 수계의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한 정진 파의 잠재성과 부지 인근의 정진운동 

  4. 처오름

    가능최대태풍 또는 가능최대폭풍 풍속 하에서 바람에 의한 것

  5. 퇴적물 침전 및 침식 영향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을 차단 또는 상실시키는 폭풍해일과 

정진운동에 의한 파랑에 따른 퇴적 및 침식 영향

  6.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폭풍해일과 정진 운동과 관련된 설계 기준에 대한 부지 및 인근에 대한 지진 및 

비진학적 정보의 잠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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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이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정진현상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지진해일은 안전심사지침 2.4.6에서 검토된다.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홍수 방호가 요구될 경우 안전심사

지침 2.4.10에서 검토된다. 

  3. 퇴적현상에 의한 차단 혹은 정진운동에 기인한 용수 손실을 포함하여 극심한 환

경 조건이 최종열제거원의 안전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가 

안전심사지침 9.2.5에서 이루어진다. 

  4. 지구과학 및 지질공학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해당부서가 전체 수계에서의 수위상승

과 정진운동을 야기하는 국지 지진학적 변위를 고려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

을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

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

이 없을 것

    다.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라. 제10조 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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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원획칙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

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라. 제20조 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

부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

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지로시설의 위쳉 관한 세부기준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

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

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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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0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

사·평가 기준 고시"

    가. 제3장 해수 범람의 제7조(폭풍해일) 제2항 내지 제6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8에서 36을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법규에 

대한 규제입장 및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가능최대태풍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가능최대태풍과 가능최대폭풍해일, 즉 가능최대태풍에 

의한 폭풍해일의 평가가 요구된다. 정부유관기관에 의해 정의된 가능최대태풍은 

이들 현상에 노출될 수 있는 연안에 대해 평가되어야 한다. 만약 가능최대태풍이 

예정부지에 대한 설계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문서화하여 제시하

여야 한다. 가능최대태풍에 의한 폭풍해일은 관련 요건에 제시된 방법으로 평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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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2. 가능최대폭풍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가능최대폭풍과 가능최대폭풍에 의한 폭풍해일의 평

가가 요구된다. 가능최대폭풍은 이들 현상에 노출될 수 있는 연안에 대해 평가되

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최대폭풍에 의한 폭풍해일은 관련 요건에 제시된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3. 정진운동과 공진운동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기상학적원인, 지진해일 그리고 지진학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수계에서의 정진운동과 공진운동의 평가가 요구된다. 수계의 자연 주기

적으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한 파고의 증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계의 기하학

적 특성과 정진파의 상호작용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발전소에 대한 안전관련 

용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공진운동 동안 발생하는 최저수위 

평가 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4. 처오름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가능최대태풍 또는 가능최대폭풍의 풍속 하에서 바람

에 의해 발생하는 처오름의 평가가 요구된다. 처오름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유관기

관에서 제시한 가능최대태풍 또는 가능최대폭풍의 풍속이 이용될  수 있다. 

  5. 퇴적물 침전 및 침식 영향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폭풍해일과 정진운동에 의한 파랑이 발생하는 동안의 

퇴적 및 침식에 의한 차단에 의해 발전소에 대한 안전관련 용수 공급의 기능 상

실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만약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위

해가 침식 및 퇴적에 의해 발생한다면 이를 문서화하고, 이들 구조물, 계통 및 기

기의 설계 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폭풍해일과 정진 운동에 의한 안전관련 용수 공급의 상실과 홍수와 관련되는 부

지 인근 지진과 비지진학적 정보의 잠재영향이 관련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아래에 기술된 절차는 건설허가 시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분석이 허용기준에 부

합하는지 확인할 때 사용된다. 운영허가 검토 시는 제시된 자료와 분석이 계속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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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시설의 설계 내역들이 이들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용된다. 적용가

능하다면 운영허가 검토는 수리학적 관련 부지 특성과 관계된 운영기술지침 항목이 

수용 가능한지와 운영기술지침들이 확인된 고유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검토절차는 명시된 허용기준에 기초하며, 사업자자 제출한 내용이 허용기준에 만족

하는지를 검토한다. 

  1. 가능최대태풍

    이 절에서는 홍수 설계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폭풍해일 평가가 필요한지 판단하

는 것이 기술되어야 한다.(부지가 대규모 수계에 근접하지 않을 경우)

    가능최대태풍, 이동 스콜 전선, 또는 다른 열대성 폭풍 변수들의 모든 가용한 조

합이 조사되어야 하며, 가장 위험한 조합이 수위 평가에 사용되기 위해 결정된다. 

부지 인접 가능최대 태풍에 대한 사업자 분석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유관기관이 

제시한 자료와 방법들을 검토자는 이용한다. 가능최대태풍은 위치 변경에 따른 여

러 가지 기상학적 변수를 항목별가용특성화하여야 한다: 중심기압, 주위 압력, 최

대 풍속의 반경, 진행 속도, 진행 방향과 유입각. 가능최대태풍에 대한 이들 변수

들의 평가 방법은 정부유관기관에서 제시한 것을 이용한다. 

    다음의 상세한 설명은 폭풍해일고에 대한 검토자의 독립적 평가에서 사용된다. 폭

풍 수문곡선 평가를 위해 사용된 모델들은 이전에 적절한 기술적 연구들에서 공

동으로 검토되고 발간되어야 한다. 

    조석과 이상 해수위를 포함하는 수위는 정부유관기관이나 다른 관련 기관에서 사

용되는 것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정부유관기관에서 나온 자료(조석표, 조석기록 그

리고 역사적인 수위)는 선행 수위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들 선행 수위는 연

안에 대해 2주 혹은 이상의 기간 동안 예측 평균 수위와 기록 값 사이의 최대 차

에 기초한 이상 해수위를 더해서 “10% 초과” 월별 발생 만조만큼 높을 수 있다.

    독립적인 분석 대신에 검토자는 사업자의 가정과 방법을 검증하거나 부지 인근에

서 유사한 분석을 수행한 정부유관기관에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2. 가능최대폭풍

    정부유관기관이 제시했거나 검토자가 적용하는 가능최대폭풍, 스콜 전선 그리고 

격렬한 열대성 저기압에 의한 폭풍 발달에 대한 방법과 기준은 사업자의 폭풍 조

건 평가에 대한 보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된다. 정부유관기관의 기준은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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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장 심각한 조합을 결정하기 위해 제시된 제약 내에서 기본적인 기상학적 

변수의 변화를 요구한다. 사업자의 수문기상학적 분석은 이들 변수의 가장 위험한 

조합에 기초할 수 있다. 

    독립적인 분석대신에 검토자는 사업자의 가정과 방법을 검증하거나 부지 인근에

서 유사한 분석을 수행한 정부유관기관에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3. 정진운동과 공진운동

    정진운동의 발생 가능성은 기상학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파의 주기를 평가한 

것과 수계 내 자연 주기의 파동을 비교하는 1차원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

다. 수계의 공진운동은 정부유관기관이나 표준 절차에 기술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계가 공진운동을 발생시키지 않거나 공진운동을 위해 요구되

는 특정 주기의 파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파괴적인 정진운동의 발생 가능

성을 검토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유사하게 만약 수계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파가 배제된 지진학적 진동 주기와 불일치할 경우 지진에 의한 정진운동은 발생

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공진운동이 발생 가능하다면 최대와 최저 정진 수위가 

설계홍수 또는 설계 저수위 조건 부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4. 처오름

    연안 방호와 안전관련 시설에 대한 상세 설명은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처오름에 

대한 검토자의 독립적인 평가에서 이용된다. 정부유관기관에 의해 제시된 기준과 

방법들이 바람에 의한 파랑활동과 처오름의 동시 발생에 대한 사업자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절차로 이용될 수 있다. 이들 기준은 쇄파, 중력파와 비쇄파

의 정적 및 동적영향을 포함하여 홍수 평가에 이용된다. 

    통제 홍수위는 명확한 기본 수위, 심각한 폭풍 해일 혹은 정진 수위 그리고 동시

에 발생하는 바람에 의한 파랑 활동의 조합에 기초하여 평가된다. 인자들에 대한 

유사 조합은 안전관련 용수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수위 평가에 이용될 

수 있다.

  5. 퇴적물 침전 및 침식 영향

    폭풍해일과 정진운동이 발생하는 동안의 퇴적현상은 모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안전관련 기능이 손상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가된다. 빠른 속도의 홍수 또

는 파랑활동에 의한 침식이 평가되어야 하고,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

기의 기초에 미치는 영향이 조사되어야 한다. 어떠한 잠재적인 침식 및 퇴적작용

도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안전관련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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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검토자는 가장 심각한 폭풍해일과 정진운동 시나리오의 가정에서 사용된 기준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관련 정보의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건설 및 운영허가 검토에서 발전소에 대해 이용된 부지 특성과 변수의 요약보다 

사업자는 발전소 부지 선정 및 설계에 중요한 폭풍해일과 정진운동의 영향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제시된 가용 정보를 검토하여, 위에 제시된 

이유에 대해서 부지 및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풍해일과 정진운동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과 평가에 고려한 것이 수용가능하며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 기준을 선정하는데 있

어서 적절한 부지 현상을 사업자가 고려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이전의 

허가 취득활동을 위해 작성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인용하는 것과 같이 설계 기준에 

반영한 폭풍해일과 정진운동의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 방법을 일반적으로 수용

할 수 있다. 따라서 검토자는 이들 방법의 사용이 자료 누적에 있어서 정확성, 수량 

그리고 기간의 제약에 대해 충분한 여유를 고려하여 설계 기준들에 반영되었음을 확

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대해 수립된 설계 

기준이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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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4.6절  지진해일로 인한 가능최대홍수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에서는 발전소 설계에 고려되는 가능최대 지진해일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잠재 위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질 및 수리학적 설계 기준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지진해일에 대한 역사 자료

    검토자는 지진해일 지도와 해석을 포함하여 과거 지진해일 자료, 국지 기록과 목

격 보고서, 그리고 가장 최근의 가용한 조석 관측 및 실시간 하부 압력 측정 자료

를 검토한다.

  2. 가능최대 지진해일

    검토자는 부지에 위해성을 줄 수 있는 가능최대 지진해일과 지진해일 발생원별 

기구, 발생원, 전파 모델 그리고 근거리 연안 범람 모델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능

최대 지진해일에 대한 검토는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가. 잠재 지진해일 발생원, 근거리와 원거리 모두

    나. 지진, 해저와 내륙 산사태 그리고 화산을 포함하는 지진해일 발생원별 기구

    다. 지진해일 발생원의 특성

     1) 규모, 지원 깊이, 단층 면과 방위, 변위를 포함하는 지진원 변수, 산사태 부피

와 동역학, 화산 분출과 화산류, 칼데라 붕괴와 측면 붕괴 등 

     2) 지진해일 발생의 유효성

     3) 수면의 최대 초기 변위

    라. 지진해일 파의 전파

     1) 심층 전파(선형파 동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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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천층 전파(비선형파 동역학)

  3. 지진해일 전파 모델

    가. 진원으로부터 부지로 향하는 지진해일 파의 전파를 모사하기 위해 사용된 지

진해일 파의 전파 모델과 모델 변수들을 검토한다. 

    나. 지진해일 파의 전파 모델에서 사용된 입력 자료(수심 및 지형 자료를 포함)를 

검토한다. 

  4. 파의 처오름, 범람 그리고 수위 저하

    가능최대 지진해일 현상의 범람 발생 동안 파의 처오름 범위와 기간을 검토한다.

  5. 정수 역학과 동수 역학적 하중

    지진해일 파에 노출될 수 있는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하중을 정

량화하기 위해 범람 및 저수위, 조류속도, 가속도, 관성 성분, 그리고 운동량을 포

함하는 정적 및 동적 하중의 조합을 검토한다.

  6. 파편과 사출물

    지진해일에 의해 생기는 조류와 동반하여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영향

을 주는 파편과 사출물을 검토한다. 

  7. 침식과 퇴적의 영향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 상실 또는 차단을 야기할 수 있는 지진해

일 파에 의한 침식 및 퇴적의 영향을 검토한다.

  8.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계획된 설계 기준에 대한 부지 및 인근에서 지진해일과 관계되는 지진 및 비진학

적 정보의 잠재 영향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이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홍수 방호가 요구될 경우 안전심사

지침 2.4.10에서 검토된다. 

  2. 퇴적현상에 의한 차단 또는 지진해일에 의해 발생되는 정진운동, 지진해일 파의 

후퇴 시 저수위에 기인한 용수 공급능력 상실을 포함하여 극심한 환경 조건이 최

종열제거원의 안전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가 안전심사지

침 9.2.5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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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진해일을 야기하는 지진학적 변위를 고려할 때 제공되는 지진 정보 또는 지진

해일과 유사한 파를 발생시키는 지구과학 및 지질공학관련 문제의 검토는 해당부

서가 책임진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

부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

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지로시설의 위쳉 관한 세부기준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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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0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

사·평가 기준 고시"

    가. 제3장 해수범람의 제8조(지진해일) 제1항 내지 제4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8에서 32를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법규에 

대한 규제입장 및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지진해일에 대한 역사 자료

    사업자는 부지 인근 과거 지진해일 자료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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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인근의 과거 지진해일과 지진해일 유사 파의 이력을 확인하기에 충분하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2. 가능최대 지진해일

    사업자는 부지에 대한 가능최대 지진해일의 평가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능최

대 지진해일 평가는 발전소 부지와 관련 있는 근거리와 원거리 지진원 모두에 대

한 과거, 지질학적, 그리고 물리적 자료에 의한 지진해일 발생원의 검토를 포함한

다. 만약 부지에 대한 어떠한 지진해일 위해성도 없을 경우, 부지의 위치와 역사

에 기초하여 이와 같은 판단을 기술할 수 있다. 

    검토 과정에서 지진 발생원은 지진, 해저 및 지표 산사태, 그리고 화산활동을 포

함한다. 지진해일 발생원의 특성은 가능최대 지진해일과 관련 있는 변수 값을 포

함하여 기술되어야 한다. 부지에 대한 가능최대 지진해일 파의 수치 모델 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모델은 명확한 지역에서는 천수파 근사법을 이용할 

수 있고, 근사법이 유효하지 않은 곳에는 비선형파 동역학을 이용할 수 있다.   

  3. 지진해일 전파 모델

    사업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사용한 지진해일 전파 모델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가능최대 지진해일 전파 모델에서 사용된 변수가 제시되어야하며 이들의 보

수성에 관해 논의되어야 한다. 지진해일 전파 모델에 입력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자료에 대한 논의는 또한 포함될 수 있다.  

  4. 파의 처오름, 범람 그리고 수위 저하

    사업자는 부지 인근의 범람과 저수위 기간과 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능최대 

지진해일에 의한 범람과 저수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들과 모델들이 설명

되어야 한다. 범람과 저수위의 모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이들의 보수성에 관해서 

논의되어야 한다. 범람과 저수위의 최대 범위와 기간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효과들이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설계 기준 수립에 반영

되어야 한다. 

  5. 정수 역학과 동수 역학적 하중

    사업자는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가능최대 지진해일에 기인한 정

수 역학과 동수 역학적 하중을 나타내는 조합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런 조합 

조건은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 주변에서의 범람 수위 및 저수위, 조류 속

도, 가속도, 관성 성분 그리고 운동량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효과들이 안전관

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설계 기준 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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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파편과 사출물

    사업자는 가능최대 지진해일에 의해 생기는 조류와 동반하는 파편과 사출물에 대

한 평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파편과 사출

물의 위해성 평가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효과들이 안전관련 구조물, 계

통 및 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설계 기준 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     

  7. 침식과 퇴적의 영향

    사업자는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 주변의 퇴적작용과 침식 영향을 평가하

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효과들이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미

치는 영향을 설계 기준 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     

  8.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사업자는 부지 및 인근에서 지진해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부지 인접 지진 및 

비진학적 정보의 잠재 영향 평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평가는 사업자가 이런 영

향을 설계 기준에 명확히 반영하였음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아래에 기술된 절차는 건설허가 시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분석이 허용기준에 부

합하는지 확인할 때 사용된다. 운영허가 검토 시는 제시된 자료와 분석이 계속 유효한

지와 시설의 설계 내역들이 이들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용된다. 적용가

능하다면 운영허가 검토는 수리학적 관련 부지 특성과 관계된 운영기술지침 항목이 

수용 가능한지와 운영기술지침이 확인된 부지 고유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결정하

는 것을 포함한다. 

  검토절차는 명시된 허용기준에 기초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이 허용기준에 만족

하는지를 검토한다. 

  1. 지진해일에 대한 역사 자료

    검토자는 지진해일에 대한 부지의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진해일 자료를 포함

하여 과거 지진해일 자료를 검토한다. 과거 자료를 통해 발생빈도 및 최대 관측 

처오름 높이와 같은 유용한 참고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유관기관에 의해 지진해일 모델링과 공학을 지원하는 지진해일 발생원과 영

향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고 기록된다. 정부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진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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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부지에 대한 지진해일의 발생 기록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지진해일 자료 

또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원거리 대양횡단의 지진해일에 대해 

노출된 예정부지에 대해 관련한 국제적인 발생원과 같은 다른 발생원에 대한 과

거 자료 또한 조사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부지의 타당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역사자료와 지진해일 자료를 

검토한다.    

  2. 가능최대 지진해일

    검토자는 발생 기구, 이들 발생 기구의 특성, 그리고 부지로 향하는 지진해일 전

파의 모델링과 관련하여 가능최대 지진해일을 검토한다. 

    지진해일 발생원에 대한 지역적인 평가 결과가 부지에 가능최대 지진해일을 발생

할 수 있는 발생원인지 결정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한다. 이 평가에서 고려되는 발

생 기구는 지진, 해양 및 지표 산사태 그리고 화산활동을 포함한다. 가능최대 지

진해일의 특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발생원의 특성은 제한된 기간의 역사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 지역 또는 전지구 지진 규모 분포에 의해 보완되는 것과 

같이 보수적이어야 한다. 산사태 발생원은 해수범람도 혹은 역사적인 산사태의 지

질학적 연대 측정에 의해 결정된 최대 부피 변수를 이용하여 특성화되어야 한다. 

경사 안전도 분석은 산사태 예상 지역의 잠재 지진해일 발생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가능최대 지진해일 평가에서 고려되는 화산 활동에 의한 

지진해일 발생원의 형태는 화쇄류, 해저 칼데라 붕괴, 폭발 그리고 파편의 쇄도 

혹은 측면 붕괴를 포함한다. 

    검토자는 결과적으로 방사성 지진해일 파를 발생시키는 수면의 초기변위를 검토

한다. 수면의 초기변위는 보수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발생원에서 예정부지로의 가능최대 지진해일 파의 전달을 검토한다. 만

약 명확하다면, 천수파 근사법이 심층에서의 가능최대 지진해일 파의 전달을 모사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천수파 근사법이 유효하지 않은 얇은 유역에서 가능최

대 지진해일 파의 전달 모사는 비선형파 동역학 방법을 이용한다.   

  3. 지진해일 전파 모델

    검토자는 가능최대 지진해일 위해 분석에서 사용된 모델을 검토한다. 공동 검토된 

문헌에 발간되고 광범위한 시험을 이용하여 검증된 정부유관기관이 사용하는 것

과 같은 지진해일 전파 모델이 사용되어야 한다. 

    부지로 향하는 가능최대 지진해일 파의 전달을 모사하기 위해 사용된 모델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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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입력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모델 변수가 기술되어야 하며, 보수적인 값이 

선택되어야 한다. 모델 입력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가 설명되어야 하며, 이들 개개

의 발생원들이 기술되어야 한다. 정부유관기관에 의해 기록 및 관리되는 수심 및 

지형자료는 항상 충분해야 한다.     

  4. 파의 처오름, 범람 그리고 수위 저하

    검토자는 가능최대 지진해일에 의한 파의 처오름 평가결과를 검토한다. 지진해일 

파의 도착 이전에 평가 대상 수계에 대한 명확한 초기 수위가 가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폭풍해일과 정진현상에 대해 권장되는 것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연안 부

지에서 최고 지진해일 파 처오름을 평가하기 위해 부지 인근의 초기 수위로 만조 

시 90%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일 부지에 대한 지진해일 파의 후퇴에 의해 발생

하는 저수위 평가를 위해 초기 수위로 썰물 시 최저점의 10%를 이용할 수 있다. 

    검토자는 예정부지에서 지진해일 파에 의한 범람 범위를 검토한다. 범람은 홍수를 

유발할 수 있으며 발전소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홍수 설계 기준에 고려되

어야 한다. 지진해일 파에 의해 발생하는 범람에 기인한 홍수에 의해 일부 안전관

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홍수 방호가 요구될 수 있다. 검토자는 어떤 발

전소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영향을 받는 동안의 시간을 평가하기 위해 

지진해일 파에 의한 범람 기간을 검토한다. 최종열제거원과 관련된 기준은 용수 

공급이 최종열제거원의 일부로 포함할 때 적용된다. 

    지진해일 파에 기인한 범람 범위와 저수위 기간이 발전소 설계 기준에 대해 적절

히 반영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5. 정수 역학과 동수 역학적 하중

    검토자는 지진해일 파에 기인한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정수 역학

적과 동수 역학적 하중을 검토한다. 지진해일이 일련의 파로 발생한다면 여러 번

의 유입과 후퇴 주기가 고려되어야 한다. 국부적인 배치와 수심이 안전관련 구조

물, 계통 및 기기의 위치에 인접한 높이, 속도 그리고 운동량에 중대하게 악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최종열제거원과 관련된 기준은 용수 공급이 최종열제거원의 일

부로 포함할 때 적용된다. 

    지진해일 파에 기인한 정수 역학적 및 동수 역학적 하중이 발전소 설계 기준에 

대해 적절히 반영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6. 파편과 사출물

    검토자는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손상을 야기 시킬 수 있는 파편과 사



제2.4.6절                                                개정 4 - 2014. 12- 9 -

출물의 특성과 지진해일에 의해 생기는 조류와 같이 이동하는 파편과 사출물을 

검토한다. 최종열제거원과 관련된 기준들은 용수 공급이 최종열제거원의 일부로 

포함할 때 적용된다. 파편과 사출물에 의한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손

상 가능성이 발전소 설계 기준에 대해 적절히 반영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7. 침식과 퇴적의 영향

    검토자는 지진해일 발생 동안 빠른 속도의 홍수 혹은 파동에 의한 침식과 이들이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하부에 미치는 영향과 퇴적작용에 의한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런 현상이 발전소 설계 기준에 대해 적절히 반영되었음을 확

인하여야 한다. 어떠한 잠재적인 침식과 퇴적 작용도 노출된 구조물, 계통 및 기

기의 안전관련 기능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최종열제거원과 관련된 기준은 

용수 공급이 최종열제거원의 일부로 포함할 때 적용된다. 

  8.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검토자는 가장 심한 지진해일 시나리오의 가정에서 사용된 기준이 적절한지를 결

정하기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건설 및 운영허가 검토에서 발전소에 대해 이용된 부지 특성들과 변수들의 요약

보다 사업자는 발전소 부지 선정 및 설계에 중요한 가능최대 지진해일 위해의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제시된 가용 정보를 검토하여, 위에 

제시된 이유에 대해서 부지 및 주변에서 발생하는 가능최대 지진해일 위해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과 평가에 고려한 것이 수용가능하며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 기준을 선정하는데 있

어서 적절한 부지 현상을 사업자가 고려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이전의 

허가 취득활동을 위해 작성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인용하는 것과 같이 설계 기준에 

반영한 가능최대 지진해일 위해의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 방법을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검토자는 이들 방법의 사용이 자료 누적에 있어서 정확성, 수

량 그리고 기간의 제약에 대해 충분한 여유를 고려하여 설계 기준에 반영되었음을 확

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수립된 

설계 기준이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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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4.7절  결빙에 의한 영향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안전관련 시설물과 용수공급이 결빙에 의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수문기상학적 설계기준을 검토한다. 

  검토분야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얼음 누적에 관한 기록

    과거 얼음 누적에 대한 지역적 이력과 형태(예, 좁은 하도나 해협에 얼음이 집적

되어 빙벽을 이루는 것, 바람에 의한 얼음 능선, 부빙, 침상 얼음의 형성 등)

  2. 고수위와 저수위

    얼음에 의한 고수위와 저수위가 안전관련 시설들과 용수 공급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3. 안전관련 저수조의 수면결빙

    안전관련 저수조의 수면결빙으로 인한 가용 용수의 감소 가능성

  4. 얼음에 의한 하중과 차단

    얼음에 의한 안전관련 구조물 상의 추가적인 하중 또는 구조물의 차단 가능성

  5.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지진 및 비진학적 정보가 부지에 대해 가정된 최악의 결빙 시나리오에 미치는 잠

재 영향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이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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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홍수 영향에 대해 홍수 방호가 요구되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과 기기의 확인은 

안전심사지침 3.4.1 ‘홍수 방호’에서 수행된다. 

  2. 얼음에 의한 차단을 포함하여 홍수 영향에 대한 설계를 위한 내진 범주 I급 구조

물의 설계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4.2 ‘분석 절차’에서 수행된다.

  3. 결빙을 포함하여 극심한 환경 조건이 최종열제거원의 안전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

음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가 안전심사지침 9.2.5에서 이루어진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

부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

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지로시설의 위쳉 관한 세부기준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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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0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

사·평가 기준 고시"

    가. 제5조(하천범람영향평가) 제7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제16조(공업용수) 제5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제17조(최종열제거원) 제10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8에서 32를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법규에 

대한 규제입장 및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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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얼음 누적에 관한 기록

    사업자는 부지 및 부지 인근에서 발생한 얼음 형성의 완전한 이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얼음 형성 형태(예, 좁은 하도나 해협에 얼음이 집적되어 빙

벽을 이루는 것, 얼음 댐, 부빙, 얼음 능선, 침상 결빙 등), 위치 그리고 기간에 대

한 전반적인 목차와 이와 동반하는 수문기상학적 특성이 부지 및 부지 인근에서

의 얼음 형성에 대한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2. 고수위와 저수위

    사업자는 얼음에 의한 잠재 홍수 혹은 저수위에 의한 수위 평가 자료를 제시하여

야 한다. 이때 상류 얼음 댐 또는 빙벽의 붕괴에 따른 홍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

다. 부지에 대해 홍수를 야기할 수 있는 하류 얼음 댐 또는 빙벽에 의한 역류 효

과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용수 공급원이 최종열제거원의 일부로 포함될 때 최종

열제거원과 관련된 기준을 적용한다. 

  3. 안전관련 저수조의 수면결빙

    사업자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에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빙상의 형성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수면결빙에 기인하여 용수 저장 저수지의 저장 능력 감

소가 평가되어야 한다. 용수 공급원이 최종열제거원의 일부로 포함될 때 최종열제

거원과 관련된 기준을 적용한다. 

  4. 얼음에 의한 하중과 차단

    사업자는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미치는 가장 심각한 얼음 하중을 

평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가장 심각한 결빙에 의한 하중과 안전관련 구조물, 계

통 및 기기사이의 상호작용(예, 부빙의 충격 등)이 평가되어야 한다. 부지 및 부지 

인근에서의 결빙작용의 영향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 안전관련 취수구에서의 

침상 결빙에 의한 냉각용수의 차단이 평가되어야 한다. 부지에 인접한 강, 하천 

그리고 강어귀의 상류와 하류가 얼음에 의해 차단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용수 

공급원이 최종열제거원의 일부로 포함될 때 최종열제거원과 관련된 기준을 적용

한다. 

  5.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사업자는 발전소 부지와 인접 지역에 대해 가정된 최악의 경우로 발생하는 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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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에 대한 지진 및 비진학적 정보의 잠재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었음을 제

시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아래에 기술된 절차는 건설허가 시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분석이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때 사용된다. 운영허가 검토 시는 제시된 자료와 분석이 계속 유효

한지와 시설의 설계 내역이 이들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용된다. 적용가

능하다면 운영허가 검토는 수리학적 관련 부지 특성과 관계된 운영기술지침 항목이 

수용 가능한지와 운영기술지침이 확인된 고유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

을 포함한다. 

  검토절차는 명시된 허용기준에 기초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이 허용기준에 만족

하는지를 검토한다. 

  1. 얼음 누적에 관한 기록

    부지 지역에서의 얼음 형성에 대한 이력과 잠재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유관기관

의 발간자료 및 여타의 정보를 이용한다. 대규모 부빙의 크기와 속도는 물론이고 

두꺼웠던 결빙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 정부유관 기관이 발간한 결빙의 

영향에 대한 잠재성과 관련하여 정부유관기관에서 발간한 하천 기록에서 결빙에 

의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위’와 같은 문구와 이와 유사한 문구를 주의 깊

게 검토하여야 한다. 

  2. 고수위와 저수위

    국지적인 얼음 댐과 빙벽 형성 이력에 대한 기술이 얼음에 의한 영향을 설계에 

반영할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게 제시되었는지를 검토한다. 필요시 검

토자는 사업자의 평가가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얼음에 의한 영향에 대한 사업자의 평가 결과가 검토자의 경계해석

(bounding analysis)의 결과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검토자는 사업자의 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검토자는 좀 더 실질적인 분석법을 이용

하여 반복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3. 안전관련 저수조의 수면결빙

    정부유관기관으로부터 획득된 과거 대기 온도 자료로 누적 결빙 온도-일수를 평

가하여 혹한기에도 안전관련 저수조에서 최소한의 수면결빙만 발생할 것임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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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되어야 한다. 가장 심각한 결빙 형성 하에서 가용한 용수의 부피는 안전관련 용

수 공급 요건에 충분히 부합하여야 한다. 

  4. 얼음에 의한 하중과 차단

    지역 결빙 이력에 기초하여 부빙이 넓게 발생한다면 안전관련 취수구조물에 대한 

잠재 영향 하중이 설계 기준에 고려되어야 한다. 부빙에 의한 동역학적 하중은 구

조적 설계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결빙에 의한 강 또는 강어귀의 차단이 발생가능하다면 부지 인근 수위가 홍수 및 

용수 공급 설계 기준을 수립하는데 고려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수위가 취수구

조물 또는 다른 안전관련 시설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보조 안전관련 용수 공급에

는 악영향이 미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지역적인 결빙 이력에 기초하여 결빙이 심각하지 않으면 취수 스크린과 펌프의 

결빙 또는 얼음 차단이 안전관련 시설물 그리고 용수공급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설계 고려 사항이 제시되어야 한다. 

    가장 심각한 결빙에 의한 위해를 확인하기 위해 더욱 상세한 분석이 요구되는 부

지 혹은 부지 구역에 대해 검토자는 다음에 제시된 잠재적인 결빙과 관련한 부지 

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최대 누적 결빙 일자(얼음 영향에 대해 노출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에

서 도움을 줌)

    나. 부지 및 부지 구역에서 침상 결빙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결정

  5.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검토자는 예정 부지에서 가장 심각한 결빙 시나리오의 가정에서 사용된 기준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관련 정보의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사업자는 발전소 부지 선정 및 설계에 중요한 얼음의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제시된 가용 정보를 검토하여, 위에 제시된 이유에 대해서 

부지 및 주변에서 발생하는 얼음에 의한 홍수, 취수구조물의 얼음 차단, 구조물에 대

한 얼음 하중선정, 그리고 최저 수위에 대한 잠재성을 확인하는 것과 평가에 고려한 

것이 수용가능하며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 기준을 선정하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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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적절한 부지 현상을 사업자가 고려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이전의 허

가 취득활동을 위해 작성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인용하는 것과 같이 설계 기준에 반

영한 얼음 형성 및 차단에 대한 잠재성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 방법을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검토자는 이들 방법의 사용이 자료 누적에 있어서 정확성, 수

량 그리고 기간의 제약에 대해 충분한 여유를 고려하여 설계 기준에 반영되었음을 확

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수립된 

설계 기준이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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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4.8절  냉각수용 수로 및 저수지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공급하기 위한 물을 수송 및 저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로 및 저수지에 대해 수립된 수문기상학적 설계기준을 검토한다. 

  검토분야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구조물 방호를 위한 수리학적 설계 기준

    안전관련 용수 공급에 대해 적용되는 것과 같이 수중기초 공사 시 사용된 쇄석 

토대와 같은 구조물의 방호에 대한 사업자가 사용하고 가정한 설계 기준을 검토

한다. 

  2. 수로의 수리학적 설계 기준

    안전관련 용수 공급에 대해 적용되므로 가능최대홍수, 폭풍해일 등에 잘 견딜 수 

있는 능력 및 풍파, 침식, 퇴적작용 및 건현(흘수선에서 상갑판까지의 현측)에 대

한 방호 능력과 관계있는 수로의 설계 기준을 검토한다. 

  3. 저수지의 수리학적 설계 기준

    안전관련 용수 공급에 대해 적용되므로 가능최대홍수 설계 기준, 풍파 및 처오름 

방호, 배수 시설(예, 저수위 배수구, 여수로 등), 배수구 방호, 건현 그리고 침식과 

퇴적작용 등에 대한 방호 능력과 관계있는 저수지의 설계기준을 검토한다. 

  4.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안전관련 수로와 저수지의 기초 설계 기준에 대한 부지 인근 지역의 지진 및 비

지진학적 정보의 잠재 영향이 관련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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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이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은 다음과 같다. 

  1. 홍수 영향에 대한 방호되어야 하는 안전관련 구조물과 기기의 확인은 안전심사지

침 3.4.1 ‘홍수 방호’에서 수행된다. 

  2. 수로와 저수지의 설계 기준에 영향을 주는 내진 범주 I급 구조물의 설계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4.2 ‘분석 절차’에서 수행된다.

  3. 최종열제거원의 안전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극심한 환경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가 안전심사지침 9.2.5에서 이루어진다. 

  4. 국지 가능최대강우에 의한 홍수와 관련된 검토는 심사지침 2.4.2, 강과 하천에서

의 가능최대홍수와 관련된 검토는 심사지침 2.4.3, 댐파괴 시나리오는 심사지침 

2.4.4, 가능최대폭풍에 의한 폭풍해일과 정진운동은 심사지침 2.4.5, 지진해일 위해

성은 심사지침 2.4.6, 얼음의 위해성은 심사지침 2.4.7, 수로 변경은 심사지침 

2.4.9, 저수위 조건은 심사지침 2.4.11에서 기술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

부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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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

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지로시설의 위쳉 관한 세부기준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0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

사·평가 기준 고시"

    가. 제17조(최종열제거원) 제11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제19조(비상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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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8에서 38을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법규에 

대한 규제입장 및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구조물 방호를 위한 수리학적 설계 기준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구조물 방호와 관련하여 수리학적 설계 기준의 적절

한 기술이 요구된다. 이들 설계 기준은 홍수위, 수리동역학적 하중, 바람에 의한 

파도와 처오름, 침식 그리고 퇴적작용과 관계있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당 부분

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자가 확인한 부지 특성과 일치하여야 한다. 

  2. 수로의 수리학적 설계 기준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풍파, 침식, 퇴적작용 그리고 건현에 대한 방호 능력

과 가능최대 홍수, 폭풍해일 등을 견딜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되는 수리학적 설계 

기준이 적절히 기술되어야 한다. 이들 설계 기준은 부지 요건 및 안전성분석보고

서의 다른 수문분야에서 확인된 부지 특성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저수지의 수리학적 설계 기준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가능최대홍수 설계 기준, 풍파 및 처오름 방호, 배수 

시설(예, 저수위 배수구, 여수로 등), 배수구 방호, 건현 그리고 침식과 퇴적작용에 

대한 저수지의 기능유지와 관련 있는 안전관련 저수지의 설계 기준이 적절히 기

술되어야 한다. 이들 설계 기준은 부지 요건 및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다른 수문분

야에서 확인된 부지 특성과 일치하여야 한다. 

  4.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안전관련 수로 및 저수지에 대해 적용될 설계 기준에 

대한 부지 인근 지역의 지진 및 비지진학적 정보의 잠재 영향이 적절히 기술되어

야 한다. 이런 설명은 지진 및 비지진학적 영향을 적절히 설계 기준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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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아래에 기술된 절차는 건설허가 시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분석이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때 사용된다. 운영허가 검토 시는 제시된 자료와 분석이 계속 유효

한지와 시설의 설계 내역이 이들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용된다. 적용가

능하다면 운영허가 검토는 수리학적으로 관련 있는 부지 특성과 관계된 운영기술지침 

항목이 수용 가능한지와 운영기술지침이 확인된 고유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결정

하는 것을 포함한다. 

  검토절차는 명시된 허용기준에 기초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이 허용기준에 만족

하는지를 검토한다. 

  1. 구조물 방호를 위한 수리학적 설계 기준

    검토자는 심사지침 2.4.2, 2.4.3, 2.4.4, 2.4.5, 2.4.6 그리고 2.4.7에 걸쳐서 평가된 하

나 또는 다른 적절한 홍수 기작의 조합에 의해 발생하는 최고 홍수위와 함께 파

도 및 처오름 활동에 의한 쇄석과 같은 구조물에 대한 추가적인 보강과 같은 방

호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홍수에 대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방

호는 심사지침 2.4.10에서 검토된다. 

    만약 설계 기준에 대한 사업자 평가와 검토자의 평가가 불일치 할 경우, 사업자는 

이들 평가결과를 문서화하고, 그들의 평가결과가 정당함을 증명하거나 그렇지 않

으면 검토자의 평가를 수용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방호를 재

설계하여야 한다. 

  2. 수로의 수리학적 설계 기준

    검토자는 풍파, 침식, 퇴적작용 그리고 건현에 대한 방호 능력과 가능최대 홍수, 

폭풍해일 등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수로가 적절히 설계되었음을 확인하

기 위해 수로 설계 기준을 검토한다. 또한 검토자는 갈수기 조건에서 안전관련 수

로가 충분히 용수공급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성분석보

고서 2.4.11에서 평가되는 저수위 시나리오가 이용된다. 최종열제거원과 관련된 기

준은 만약 수로가 최종열제거원의 일부인 경우 적용된다. 또한 홍수 기간 일어나

는 침식과 퇴적작용이 관련 요건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만약 설계 기준에 대한 사업자 평가와 검토자의 평가가 불일치 할 경우, 사업자는 

이들 평가결과를 문서화하고, 그들의 평가결과가 정당함을 증명하거나 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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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검토자의 평가를 수용하여 안전 관련 수로를 재설계하여야 한다. 용수 공급

이 최종열제거원의 일부를 포함할 때, 최종열제거원과 관련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저수지의 수리학적 설계 기준

    검토자는 사업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 2.4.2, 2.4.3, 2.4.4, 2.4.5, 2.4.6 그리고 2.4.7에 

걸쳐서 평가된 하나 혹은 적절한 홍수 기구의 조합에 의해 발생하는 최고 홍수위

와 함께 파도 및 처오름 활동에 관한 저수지의 설계 기준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쇄석, 목초, 흙 시멘트, 테트라포드, 델라스 등과 같은 제방 보호 물질에  

대해 적용된 설계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유관기관의 기준과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안전성분석보고서 2.4.7의 검토에서 도출된 입력 자료는 홍수, 구

조물과 기기에 대한 하중, 안전관련 냉각수 공급이 얼음에 의해 차단되고 중지되

는 것을 포함한 결빙에 의한 위해에 관해 검토된다. 

    설계 기준에 대한 검토는 제방의 안정성을 보증할 수 있는 설계 조건을 고려하여

야 한다. 더욱 상세하게 다음의 항목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건설 중과 종료 시 안전성 분석

     나) 정상상태의 침투 조건에 대한 안전성 분석

     다) 갑작스러운 수위하강 조건에 대한 안전성 분석

     라) 지진 하중에 대한 안전성 분석

    안전관련 시설에 대한 위해 또는 하류 지역의 거주자에 대한 위해성 증가가 없음

을 확인하기 위해 선행 조건과 함께 가능최대홍수시 안전한 배수 또는 설계 기준 

홍수를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여수로의 설계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원자력발전

소를 위해 건설되는 수리구조물과 계통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적용된 물리적 모

델들의 사용과 평가 결과를 관련요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또한 검토

자는 홍수시 비상 배수를 지원하는 저수위 배수구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저수지의 최저 수위는 정부유관기관에 의해 제안된 표준 방법을 사용한 저수지에 

대해 안전성분석보고서 2.4.11에서 검토과정에서 결정된 설계 기준 가뭄 동안 유

량 감소에 의해 결정된다. 저수지가 용수 공급을 위한 유일한 수원이라면, 감소 

기간의 선행 저수위에 더하여 가뭄 초기의 지역적 조건(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

용수 및 음용수 등) 및 발전소 필요량을 포함하는 용수 요구량을 고려하여 가용한 

최저수위가 유지되어야 한다. 평가 시, 검토자는 수립된 일반 운전 허용 저수위보

다 높은 선행 저수위를 이용하지 않는다. 최종열제거원과 관련된 기준은 만약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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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가 최종열제거원의 일부인 경우 적용된다. 최종열제거원의 일부인 저수지 내 

저장된 물의 부피는 침투수, 퇴적작용, 증발, 결빙 형성, 그리고 다른 요인에 의한 

저수 용량의 손실을 고려한 모든 안전관련 용수 공급 요건에 부합하도록 충분하

여야 한다. 

    만약 설계 기준에 대한 사업자 평가와 검토자의 평가가 불일치 할 경우, 사업자는 

이들 평가를 문서화하고, 그들의 평가결과가 정당함을 증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검토자의 평가를 수용하고 안전 관련 저수지를 재설계하여야 한다. 용수 공급이 

최종열제거원의 일부를 포함할 때, 최종열제거원과 관련된 기준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4.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부지의 안전관련 수로 및 저수지의 설계를 위해 이용된 부지 인근 지역의 지진 

및 비지진학적 특성 평가에 적용된 기준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관

련 정보의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자는 발전소 부지 선정 및 설계에 중요한 수로 및 저수

지의 설계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제시된 가용 정보

를 검토하여, 위에 제시된 이유에 대해서 수로와 저수지의 설계 기준에 대해 확인한 

것과 고려한 것이 수용가능하며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 기준을 선정하는데 있어

서 적절한 부지 현상을 사업자가 고려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이전의 허

가 취득활동을 위해 작성된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인용하는 것과 같이 수로와 저수지의 

설계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을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검토자

는 이들 방법의 사용이 자료 누적에 있어서 정확성, 수량 그리고 기간의 제약에 대해 

충분한 여유를 고려하여 설계 기준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수립된 설계 기준이 관련 요건에 부합함

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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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4.9절  수로변경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이 절에서는 발전소와 가장 중요한 용수 공급이 악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

해 수립된 지질 및 수리학적 설계 기준을 검토한다. 안전관련 용수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부지로부터 나오는 하천 수로의 변경과 홍수를 유발할 수 있는 부지로 향하

는 하천 수로의 변경에 대해 검토한다. 앞의 사항에 덧붙여서 예비 용수 공급이 안전

관련 기기에 가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분야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과거의 수로변경

    분리, 침강 및 융기를 포함하는 과거 수로 이동을 검토한다.

  2. 지역적인 지형 증거

    미래 수로 변경이 발생할지 혹은 안할지를 제시하는 지역적 지형 증거를 검토한

다.(과거 변경의 증거와 함께 사용한다.) 

  3. 결빙에 의한 원인

    안전성분석보고서 2.4.7에서 검토되는 것과 같이 얼음에 의한 유입 차단과 같은 

수로 변경을 유발하는 온도 조건을 검토한다. 이들 수로 변경은 배수에 의한 홍수

를 유발하는 하류 얼음에 의한 차단에 의해 야기되거나, 취수구로의 수로를 전환

시킬 수 있는 상류 얼음에 의해 차단될 수 있다. 

  4. 수로 변경에 의한 부지 내 홍수

    홍수(다른 부분의 수문기상학적으로 야기되는 홍수를 포함하지 않음)에 기인하는 수로 

이동에 의한 용수 공급의 차단 혹은 안전관련 시설들에 대한 하중 잠재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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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간에 의한 수로 변경

    인간에 의한 수로 변경의 잠재성을 검토한다.(토지 이용 변화, 둑 혹은 제방 건설, 

하천의 하상을 보다 깊게 직선화하는 것, 구조물의 강화 혹은 붕괴)

  6. 여분의 수원

    안전성분석보고서 2.4.11.6에서 검토되는 것과 같이 여분의 수원과 운영 절차를 검

토한다.

  7.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예비 발전소 부지에 대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수로 변경에 대한 지진 및 비지

진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의 잠재 영향이 관련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이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홍수 영향에 대한 방호되어야 하는 안전관련 구조물과 기기의 확인은 안전심사지

침 3.4.1 ‘홍수 방호’에서 수행된다. 

  2. 수로 변경에 의한 야기되는 것을 포함한 홍수 영향에 대해 설계된 내진 범주 I급 

구조물의 설계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4.2 ‘분석 절차’에서 수행된다.

  3. 결빙을 포함하여 극심한 환경 조건이 최종열제거원의 안전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

음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가 안전심사지침 9.2.5에서 이루어진다. 

  4. 검토자는 부지 혹은 인근에서의 수로 변경과 관계되는 부지 특성과 다른 수문지

질학적 변수의 제공에 책임이 있다. 수로 변경에 의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검토에 책임이 있는 부서이다. 이런 검토는 수로 

변경 영향이 발전소에 대한 기계적 혹은 구조적 설계 기준에 적절히 고려되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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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

부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

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지로시설의 위쳉 관한 세부기준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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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0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

사·평가 기준 고시"

    가. 제16조(공업용수) 제6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제17조(최종열제거원) 제11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제19조(비상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8에서 17을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법규에 

대한 규제입장 및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과거의 수로변경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부지 및 부지 인근에서의 수로 변경에 대한 완벽한 

과거 자료가 요구된다. 이들 현상의 사건 형태(산사태, 수로 침식, 붕괴된 제방 

등), 위치와 기간에 대한 전체적인 목록 및 이들 현상을 수반하는 수리지질학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설명은 부지 및 부지 인

근의 수로 변경 이력을 확인시키기에 충분하여야 한다(유사한 수로 특성을 보이는 

부지 및 인근의 수역을 포함한다).

    분리, 침강 및 융기를 포함하는 과거의 수로 이동 현상을 검토한다.

  2. 국부적인 지형학적 증거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수로 변경과 관계있는 국부적인 지형학적 증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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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명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설명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

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지 인근 수로 변경 가능성 평가를 수행하기에 충

분하며 가용한 자료와 같이 제시되어야 한다.      

  3. 얼음에 의한 원인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가장 심각한 결빙현상에 기인한 수로 변경 평가가 요

구된다. 이 평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2.4.7(결빙에 의한 영향)에서 평가된 것과 일

치하여야 한다. 

  4. 수로 변경에 의한 부지 내 홍수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수로변경에 의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에 대해 발생하는 심각한 하중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평가는 안전

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과 관련하여 능력의 손실 없이 하중을 견

딜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하여야 한다. 또한 수로 변경에 의한 홍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들 방법은 안전

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 유지를 고려한 관련 요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5. 인위적인 수로 변경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부지 인근에서의 인위적인 수로 변경(예, 토지 이용 

변경, 제방, 하천의 하상을 보다 깊게 직선화하는 것, 구조물의 강화 혹은 붕괴) 

에 대한 잠재성 평가가 요구된다. 그리고 수로 변경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고수위

와 저수위 현상에 대한 평가가 제시되어야 한다. 

  6. 예비 수원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예비 수원 및 운영절차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이들 

평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2.4.11(저수위 고려 사항) 및 2.4.14(기술지침서와 비상 

운영 요구사항)와 일치하여야 한다.

  7.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발전소 부지에 대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수로 변경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부지 인근 지진 및 비지진 정보가 시나리오에 미치는 잠재 

영향을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이런 설명은 사업자의 설계 기준에 이런 영향을 충

분히 반영하였음을 보이기 위해 자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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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아래에 기술된 절차는 건설허가 시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분석이 허용기준에 부

합하는지 확인할 때 사용된다. 운영허가 검토 시는 제시된 자료와 분석이 계속 유효한

지와 시설에 대한 설계 내역이 이들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용된다. 적용

가능하다면 운영허가 검토는 부지의 수리학적 특성과 관계된 운영기술지침서가 수용 

가능한지와 운영기술지침서가 확인된 고유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검토절차는 명시된 허용기준에 기초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이 허용기준에 만족

하는지를 검토한다. 

  1. 과거의 수로변경

    만약 안전관련 시설의 설계에 추가적인 방호가 고려되어야 한다면, 지역 내 수로 

변경과 관계된 과거 발생이력을 나타낸 적절한 문서가 검토되어야 한다. 정부유관

기관으로부터 발간된 문서가 지역 내 수로 변경에 대한 과거 이력과 잠재성을 확

인하기 위해 이용된다. 수로의 기하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로 차단 물질의 부피

와 수로 변경 사건 발생에 따른 유량 변화가 제시되어야 한다. 

    수로 변경이라는 문구는 문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검토자는 

수로 이동, 수로 지형학, 물리적인 수문학 그리고 산사태와 제방 붕괴 혹은 파괴

와 같은 촉발 사건을 검색하여야 한다. 

    변경에 관한 수로 이력과 잠재성은 다음 세 가지 분야에 따라 검토된다.

    가. 상류, 즉 일반적으로 상부 제방 지질학적, 지진학적 또는 지형 변화에 기인한

의 변화(예, 사면 붕괴 혹은 지진에 의한 것)

    나. 상류(또는 하류)와 제방 내에서 침식, 퇴적작용 또는 수로 이전에 의한 변경

(예, 옹벽의 상실, 혹은 충적층 수로의 구불구불한 변화)

    다. 상류와 제방 내에서 얼음에 의한 방해 같은 열적 원인에 의한 변화

  2. 국부적인 지형학적 증거

    미래 수로 변경이 발생할지와 하지 않을지를 나타내는 국부적인 지형학적 증거가 

기록된 변경 증거와 같이 이용된다. 검토자는 지질학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

해 수로 변경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예상 위치를 정성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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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도와 지형도 사이의 표고 기복을 조사한다. 

    수로의 지리학적 배치도(구불구불한 하천), 단면(폭과 깊이), 측면도(기울기), 배출

(속도와 하중) 그리고 물질(지층, 제방 그리고 부유물)을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 발전소 설계 각각의 형태에 대한 가장 발생 가능한 

형태의 수로 변경 조건과 잠재 영향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

의 조건에 대해 최악의 상황에 대해 예비 보수적인 독립 평가가 정성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정부유관기관은 수로 변경을 예견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기관은 

산사태 위해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다른 기관은 강의 침식 위해 

지역을 도식화하는 연구를 완료하였다. 이들 자료와 함께 검토자는 방해 혹은 융

기 혹은 침강의 결과로 수로가 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검토자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원인 또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잠재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필요시 검토자는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자의 수로 변경 영향 

평가가 검토자의 예비 분석과 유사하다면, 검토자는 사업자의 평가에 동의하여야 

한다. 만약 두 개의 분석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면, 검토자의 분

석은 더욱 상세한 방법을 이용하여 재 수행되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사용한 방

법 및 자료를 검토자가 분석하여 여전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분석을 위한 예비 

방법을 이용한다.    

  3. 얼음에 의한 원인

    가장 심각한 결빙현상에 기인한 수로 변경 평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2.4.7(결빙에 

의한 영향)의 사업자 평가와 일치하여야 한다. 가장 심각한 수로 변경 하에서 가

용 유량은 안전관련 용수 공급 요건에 부합하도록 충분하여야 한다. 

    강과 하구의 결빙에 의한 차단이 가능하다면, 홍수(예 얼음 댐에 의한 수로 변경)

와 용수공급 설계기준(예 결빙에 의한 봉쇄로 하류 지역의 저수위)을 수립할 때 

부지 인근의 수위가 고려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만약 수위가 취수구조물 또는 

다른 안전관련 시설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예비 안전관련 용수 공급이 피해를 입

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4. 수로 변경에 의한 부지 내 홍수

    가능최대 홍수 부분에서 기술된 것보다 더 큰 홍수가 가능하다면, 안전관련 취수

구에 대한 잠재 충격 하중이 설계 기준에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침식시키는 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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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하중이 구조물 설계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5. 인위적인 수로 변경

    자연적인 수로 이동에 덧붙여서 인간에 의한 이유(토지 이용 변화 혹은 제방, 수

로의 직선화, 구조물의 강화 혹은 붕괴)로 인해 지형학적 수로 변화를 촉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잠재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원인이 수로 변경과 관련될 때, 

부지 인근에서의 인간에 의한 수로 변경 잠재성이 정성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정부유관기관은 강이 직선화될 때, 구조물 인근 수로 이동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

을 제시하였다. 

  6. 예비 수원

    검토자는 관련 요건의 권고에 따라 발전소에 대한 안전관련 용수 공급을 위한 예

비 수원을 검토한다. 예비 수원과 운영절차에 대한 평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2.4.11(저수위 고려 사항)에 기술되어 있다. 이 절에 수행되는 검토는 안전성분석보

고서 2.4.11과 일치하여야 한다.

  7.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검토는 발전소 부지에 대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할 때 사용되는 부지 인근 지진 

및 비지진 평가 기준들이 적절하게 이용되었는지를 결정하기위해 이들 정보에 대

한 적절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사업자는 발전소 부지 선정 및 설계에 중요한 수로 변경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제시된 가용 정보를 검토하여, 위에 제시된 이유에 

대해서 수로 변경에 대한 잠재성을 확인하는 것과 평가에 고려한 것이 수용가능하며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 기준을 선정하는데 있어

서 적절한 부지 현상들을 사업자가 고려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이전의 

허가 취득활동을 위해 작성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인용하는 것과 같이 설계 기준에 

반영한 수로 변경의 잠재성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 방법을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

다. 따라서 검토자는 이들 방법의 사용이 자료 누적에 있어서 정확성, 수량 그리고 기

간의 제약에 대해 충분한 여유를 고려하여 설계 기준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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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수립된 설계 기준 

수립이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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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4.10절  홍수방호 요건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이 절에서는 안전관련 시설의 위치와 표고 그리고 안전관련 시설을 방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조물과 기기의 위치와 표고가 설계 기준 홍수 조건과 비교된다. 이와 같은 

비교는 홍수 영향이 발전소 설계 또는 비상 절차서에 고려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

기 위한 것이다.

  이 절에서의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다.

  검토자는 홍수에 노출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안전관련 시

설의 위치와 표고를 검토한다.

  1. 홍수에 노출되는 안전관련 시설

  2. 홍수 방호 형태

    검토자는 홍수에 노출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제공되는 홍수 방호 형태

(예, 강화된 시설, 모래주머니, 홍수 방호문, 격벽 등)를 검토한다.

  3. 비상 대응 절차

    홍수 방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비상 절차와 이들의 활동을 위해 가용한 경고 

시간이 발전소 비상 대응 절차와 관계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에 책임이 있는 부

서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발전소에 대한 적절한 홍수 방호를 보장하기 위해 요

구되는 비상 대응 절차와 관계되는 기술 설명서가 이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는 

것에 책임이 있는 부서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4.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부지에 대해서 가정된 홍수 방호에 미치는 지진 및 비지진 정보의 잠재 영향이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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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이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은 다음과 같다. 

  1. 홍수 영향에 대해 방호되어야 하는 안전관련 구조물과 기기의 확인은 안전심사지

침 3.4.1 ‘홍수 방호’에서 수행된다. 

  2. 발전소 홍수 방호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내진 범주 I급 구조물의 설계 검토는 안

전심사지침 3.4.2 ‘분석 절차’에서 수행된다.

  3. 극심한 환경 조건이 최종열제거원의 안전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

한 검토가 안전심사지침 9.2.5에서 이루어진다. 

  4. 국지 가능최대강우에 의한 홍수와 관련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4.2, 강과 하천에

서의 가능최대홍수와 관련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4.3, 댐 파괴 시나리오와 관련

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4.4, 가능최대폭풍해일을 포함하는 폭풍 해일 및 정진운

동 영향과 관련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4.5, 지진해일 위해와 관련한 검토는 안

전심사지침 2.4.6, 얼음에 의한 위해와 관련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4.7, 그리고 

수로 변경과 관련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4.9에 기술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

부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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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

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지로시설의 위쳉 관한 세부기준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0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

사·평가 기준 고시"

    가. 제18조(공학적 대비책) 제1항을 수행한다. 

    나. 제19조(비상절차)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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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8에서 20을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법규에 

대한 규제입장 및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홍수에 노출되는 안전관련 시설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 홍수에 노출되는 모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확인

이 필요하다. 이런 확인 결과는 홍수위, 수리동역학적 하중 그리고 바람에 의한 

파도와 처오름의 동시 발생 등을 다루는 다른 안전심사지침의 검토 과정에서 확

인된 부지 특성과 일치하여야 한다. 

  2. 홍수 방호 형태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사업자가 제시한 홍수 방호 방법에 대한 평가가 필요

하다. 이런 평가에서는 홍수에 노출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제공되는 

방호의 적절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다른 절에서 확인된 부지 특성과 일치하여야 

한다.

  3. 비상 대응 절차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계획된 비상 대응 절차 목록이 필요하다. 이들 절차의 

수행을 위해 산출된 경고에 필요한 시간이 제시되어야 한다.

  4.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가정된 홍수 방호에 대해 부지 인근 지진 및 비지진 

정보의 잠재 영향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 평가는 사업자가 이들 영향을 설

계 기준에 적절히 반영하였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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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기술된 절차는 건설허가 시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분석이 허용기준에 부

합하는지 확인할 때 사용된다. 운영허가 검토 시는 제시된 자료와 분석이 계속 유효한

지와 시설의 설계 내역이 이들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용된다. 적용가능

하다면 운영허가 검토는 부지의 수리학적 특성과 관계된 운영기술지침서 항목이 수용 

가능한지와 운영기술지침서가 확인된 고유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검토절차는 명시된 허용기준에 기초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이 허용기준에 만족

하는지를 검토한다. 

  1. 홍수에 노출되는 안전관련 시설

    검토자는 홍수에 노출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위치와 표고를 확인하기 위해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위치와 표고를 비교한다. 이와 관련하여 홍

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2.4.2에서 2.4.7까지 그리고 2.4.9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결

정된 바람에 의한 파도와 동시에 일어나는 최고 홍수위와 관계하는 부지 특성과 

일치하여야 한다. 홍수에 노출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안전 기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물에 의한 정적 및 동적 하중, 침식 가능성, 그리고 다른 원인에 대한 

상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검토자는 홍수 방호에 계획되는 설계 기준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홍수 기구, 이들 개개의 특성 그리고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취수구조물이 수면 아래에 위치한다면, 취수구조물의 특성에 기인하여 항상 범람하

게 된다. 만약 취수구조물이 안전관련으로 사용된다면, 이 구조물은 홍수 방호가 

계획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검토자는 요구되는 홍수 방호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관련 취수구조물의 위치와 표고를 검토한다. 물에 의한 정적 및 동적 하중, 홍

수의 동적 영향에 의한 충격력, 홍수 기간 동안의 침식과 퇴적작용 그리고 구조물

의 기능 상실을 초래하는 다른 원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관련 요건에서 기술된 방

호 시설의 강화는 홍수에 노출되는 안전관련 취수구의 홍수 방호에 대해 권고된다. 

  2. 홍수 방호 형태

    검토자는 홍수 설계 기준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시한 홍수 방호 계획을 검토한다. 

홍수 방호가 요구된다면, 홍수 방호 형태(강화된 시설, 모래 주머니, 홍수 방호문, 

격문 등)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검토자는 홍수의 동적 및 정적 하중에 따른 

홍수 방호의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해 관련 요건에서 권고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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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만약 홍수에 의해 잠재적으로 구조물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면 검토자는 구조적 기계적 설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수행한 홍수 방호

의 구조적 적합성 검토를 요청한다.

  3. 비상 대응 절차

    검토자는 사업자가 계획한 비상 대응 절차를 검토한다. 부지가 보강되지 않은, 즉 

비상 대응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비상 대응 절차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시간이 설계 

기준 홍수 분석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강화된 홍수 방호를 거의 언제

나 적절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잠재 홍수 사건에서부터 여러 가지 통

제 사건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건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비상 대응 절차

의 이행을 위해 가용한 최소 시간을 수립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한다. 홍수 경보 망

의 평가(경험과 공학적 판단에 기초)와 마찬가지로 수위 상승 속도(강 혹은 호수)와 

같은 물리적 변수가 가용 시간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위해 검토자에게 제공되어

야 한다. 그리고 이런 자료는 운전 정지 및 홍수 방호 방법을 이행하기 위해 요구

되는 시간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위해 발전소 비상 대응 절차와 관계있는 문제

를 검토하는 것에 책임이 있는 담당 부서에도 제공되어야 한다. 만약 방호 절차가 

수행될 수 있는 환경 조건이라면, 이것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고려된다. 

    발전소의 운영기술지침서에서 명확한 항목이 적절한 홍수 방호를 보증하기 위해 

요구되는 비상 대응 절차에 대해 제시되어야 한다. 대규모 홍수 사건에 대해 요구

되는 방호 장비의 설치와 운영 중지가 요구되는 발전소에 대해 이들 방호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대응 절차가 위해서 수립된 요구 시간과 가용 시간의 적합성에 대

해 기술지침서와 관계 되는 문제를 검토하는데 책임이 있는 관련 부서에 의해 검

토되어야 한다. 기술지침서가 요구되는 홍수 방호의 순차적인 수립을 허용하는 비

상 계획을 참조하여야 한다.

  4.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검토는 예정 부지에서 홍수 방호에 대한 가정을 위해 사용된 부지 인근 지진 및 

비지진학적 평가 기준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적절한 평

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사업자는 발전소 부지 선정 및 설계에 중요한 홍수 방호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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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제시된 가용 정보를 검토하여, 위에 제시된 이유에 

대해서 홍수 방호 방법을 확인한 것과 고려한 것이 수용가능하며 관련 요건에 부합함

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 기준을 선정하는데 있어

서 적절한 부지 현상을 사업자가 고려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이전의 허

가 취득활동을 위해 작성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인용하는 것과 같이 홍수 방호 방법

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 방법을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검토자는 이들 

방법의 사용이 자료 누적에 있어서 정확성, 수량 그리고 기간의 제약에 대해 충분한 

여유를 고려하여 설계 기준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수립된 설계 기준이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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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4.11절  저수위 고려사항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이 절의 검토목적은 안전관련 냉각수공급을 감소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는 자연재해

를 확인하고, 안전관련 냉각수 공급이 요구되는 조건에서 발전소를 중지시키기 위한 

적절한 용수 공급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정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가뭄에 의한 저수위

    부지에서 발생 가능한 가장 심한 가뭄을 검토한다.

  2. 다른 현상에 의한 저수위

    다양한 수문기상학적 사건들과 안전관련 용수 공급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퇴

적물, 파편, 해안 표류물, 그리고 얼음에 의한 취수구조물의 차단에 따른 저수위 

영향을 검토한다. 현재 및 제안된 용수 조절 구조물(댐 파괴에 의한 현상 포함)의 

영향에 의한 저수위 관련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4.4에 기술되어 있다. 폭풍해일, 

정진운동 또는 지진해일로 인한 저수위 관련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4.5(폭풍해일 

또는 정진운동)와 안전심사지침 2.4.6(지진해일)에 기술되어 있다. 결빙 현상에 의

한 저수위 관련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4.7(결빙)에 기술되어 있다.

  3. 안전관련 용수 공급에 대한 저수위 영향

    안전심사지침 2.4.7, 2.4.8, 2.4.9 및 2.4.11에서 기술된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안전관련 냉각이 요구되는 조건에서 적절한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한 최종열제

거원의 유효성과 발전소(예상 운전과도 사건 및 비상 조건 동안의 최소 운전 및 

발전 정지 유량을 포함함)에서 요구하는 용수의 범위가 취수구조물과 펌프 설계 

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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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용수 사용의 한계

    용수 사용에 대한 권한이 있는 유관기관에 의해 제시되거나 논의된 사용 한계를 

검토한다. 

  5.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부지에 대해 가정된 최악의 저수위 시나리오에 대한 지진 및 비지진 정보의 잠재

영향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이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은 다음과 같다. 

  1. 저수위에 의한 극심한 환경 조건이 최종열제거원의 안전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음

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가 안전심사지침 9.2.5에서 이루어진다. 

  2. 댐 파괴 혹은 다른 수량 조절 구조물의 파괴에 기인한 저수위 현상에 대한 검토

는 안전심사지침 2.4.4, 폭풍해일 및 정진운동에 기인한 것에 대한 검토는 안전시

사지침 2.4.5, 지진해일에 의한 것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4.6, 그리고 결빙

에 의한 영향에 기인한 것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4.7에 기술되어 있다. 

  3. 검토자는 발전소에 대한 기계적 혹은 구조적 설계 기준에 저수위 영향을 적절히 

고려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수위에 의해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받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검토에 책임이 있는 담당 부서에게 부지 혹은 부지 인근에

서 저수위 고려사항과 관계있는 부지 특성과 다른 수문기상학적 변수를 제공하는 

책임이 있다. 

  4. 건설 및 운영허가에 대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

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정상운전 및 사고 조건에 대해 최종열제거원이 제

공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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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

부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

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지로시설의 위쳉 관한 세부기준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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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0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

사·평가 기준 고시"

    가. 폭풍해일, 정진운동 및 지진해일 등으로 인한 가능최저수위에 대한 평가를 수

행하여야 한다.

    나. 저수위 자료조사에는 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역에서의 과거의 저수위 발생기록

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별도의 용수원이 있는 경우, 수원 주변 

수계의 저수위 발생기록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다.

    다. 계획된 용수조절 수공구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한 기술 및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산정된 가능최저수위에 대하여 부지의 냉각수 공급관련 설비의 표고를 비교·

검토하고, 냉각수 공급관련 설비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최종열제거원이 발전소 정상 및 사고시 발생하는 열부하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부지주변 해역에서의 빙하 및 결빙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빙하 및 결빙으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8에서 37을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법규에 

대한 규제입장 및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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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뭄에 의한 저수위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부지 및 부지 인근에서의 저수위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력이 요구된다. 현상의 유형에 대한 전체 목록, 사건의 위치와 기간 그리고 이

들 사건을 수반하는 수문기상학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목

록과 설명은 부지 인근에서의 가뭄 이력을 수립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만약 사

업자의 증거가 저수위 환경과 관련이 있다면 검토자는 증거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검토 결과가 사업자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으면, 검토자는 사업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한다. 사업자는 이런 특이 사항을 문서화하고, 그들의 평가결과를 입

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토자의 평가를 수용하고, 저수위에 의해 악영향

을 받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재설계하여야 한다. 용수 공급이 

최종열제거원의 일부로 포함할 때 최종열제거원과 관련된 기준을 적용한다. 

  2. 다른 현상에 의한 저수위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가뭄이 아닌 다른 현상에 의한 부지 및 부지 인근에

서의 저수위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력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 유형에 대

한 전체 목록, 사건의 위치와 기간 그리고 이들 사건을 수반하는 수문기상학적 및 

수리지질학적 특성의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목록과 설명은 부지 인근에서 

발생 가능한 이들 현상에 의한 가장 심각한 저수위 현상을 수립하기에 충분하여

야 한다. 다른 현상에 의한 저수위 현상의 평가는 각각의 현상에 대해서 관련 안

전심사지침에 따라 검토된 평가결과와 일치하여야 한다. 사업자와 검토자 사이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이런 특이 사항을 문서화하고, 그들의 평가

결과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토자의 평가를 수용하고, 저수위에 의

해 악영향을 받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재설계하여야 한다.

  3. 안전관련 용수 공급에 대한 저수위 영향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모든 안전관련 용수 공급 요건과 부지 및 부지 인근

에서 발생 가능한 가장 심각한 저수위 현상의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

하다. 검토자는 계획된 안전관련 용수 공급의 확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심각

한 저수위 현상 동안 발전소에 필요한 예상 용수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사업자와 

검토자 사이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이런 특이 사항을 문서화하

고, 그들의 평가결과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토자의 평가를 수용하

고,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재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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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용수 사용의 한계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수원의 사용에 책임이 있는 기관과의 협의 및 관련 

부서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발전소의 용수 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용수 사용과 배수 제한(물리적인 것과 법률적인 것 모두)에 대한 전반적인 설

명이 요구된다. 검토자는 발전소에 대해 계획된 안전관련 용수 공급의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해 앞의 용수 이용 및 이용 제한을 검토한다. 사업자와 검토자 사이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런 특이 사항을 문서화하고, 그들의 평가결과를 입

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토자의 평가를 수용하고,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재설계하여야 한다.

  5.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사업자는 부지에 대해 가정된 최악의 저수위 시나리

오에 대한 지진 및 비지진 정보의 잠재영향 평가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평가

는 사업자의 설계 기준이 이들 영향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아래에 기술된 절차는 건설허가 시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분석이 허용기준에 부

합하는지 확인할 때 사용된다. 운영허가 검토 시는 제시된 자료와 분석이 계속 유효한

지와 시설의 설계 내역들이 이들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용된다. 적용가

능하다면 운영허가 검토는 수리학적 관련 부지 특성과 관계된 운영기술지침서 항목이 

수용 가능한지와 운영기술지침서들이 확인된 고유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결정하

는 것을 포함한다. 

  검토절차는 명시된 허용기준에 기초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이 허용기준에 만족

하는지를 검토한다. 

  1. 가뭄에 의한 저수위

    부지에서 발생 가능한 최악의 가뭄을 유발하는 현상들, 이들 현상의 위치 및 기

간, 그리고 부지 인근에서의 가뭄 이력을 수립하기에 충분한 이들 현상에 수반하

는 수문기상학적 특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부지 및 부지 인근의 저수위 조건

에 대한 완벽한 이력이 검토되어야 한다. 부지 지역 내 저수위의 역사적 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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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 문헌자료는 안전 관련 시설의 설계에 추가적인 방호가 고려되었는지를 결

정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한다. 정부유관기관에서 발간한 수문기상 자료는 부지의 

저수위 이력과 발생 잠재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된다. 최악의 저수위 현상은 정

부유관기관에서 발간된 하천수위 자료를 이용하여 정량화할 수 있다.

    필수 용수 공급원 또는 1차 용수 공급원에 대한 저유량/저수위 설계는 부지 지역

에 대해 발생 가능한 것을 적절히 고려한 가장 심각한 가뭄에 의한 가능최소 저

유량과 저수위에 근거하여야 한다. 운전관련 저유량 및 저수위 설계 기준은(만약 

필수 용수 요구량에 대한 설계 기준과 차이가 있다면) 용수공급이 불충분하여 발

생하는 발전소 정지로 인해 비상계통의 빈번한 작동에 대한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 및 안전 관련 냉각수가 동일한 용수원이며 운전이 안전성에 요

구되는 최소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운영기술지침서에 최종열제거원이 저수위

에 의한 악영향을 받기 이전에 운전 정지와 관련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 

계통은 수용할 수 있다. 

    검토자는 사업자가 제시한 저수위 고려사항과 관련한 증거를 평가한다. 검토자는 

사업자의 결론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추가 정보를 요구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

와 같은 내용을 문서화하고, 그들의 평가결과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토자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저수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 계통 및 기기를 재설계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용수 공급부분이 최종열제거원

의 한 부분으로 포함할 때는 최종열제거원과 관련된 기준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강을 이용하는 발전소의 경우, 최저 설계 수위는 과거와 잠재적인 미래 영향을 고

려하여 보정한 저유량 빈도 곡선의 외삽 자료와 비교한다.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저유량의 보수적인 평가는 특정한 발생 간격의 저유량 규모를 제공하고 수문학적 

가뭄 조건 하에서 저유량의 지시자로 이용되기 위해 필요하다. 해안 또는 하구에 

위치한 발전소의 경우, 설계 저수위는 가능최대태풍과 지진해일에 의한 저수위 자

료와 비교된다. 호수에 위치한 발전소의 경우, 설계 저수위는 과거에 발생한 가능

최대폭풍과 정진운동에 기인한 최저 저수위 자료와 비교된다. 

    필요시 검토자가 기록된 과거 유량과 수위를 이용하여 사업자가 제시한 설계 값

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한다면, 사업자는 이들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 유관기관의 자료와 방법들은 검토자의 독립적인 검토를 위

해 사용된다. 

  2. 다른 현상에 의한 저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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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현상(퇴적물, 파편, 연안 표류물 그리고 얼음에 의한 취수구의 잠재 차단을 

포함)들에 의한 저수위 영향은 부지 인근의 저수위 조건에 대한 기록, 이들 현상

의 발생 유형, 위치 및 기간에 대한 전반적인 목록 그리고 부지 인근의 저수위 현

상 기록을 수립하기에 충분한 이들 현상을 수반하는 수문기상학적 및 수리지질학

적 특성에 대한 자료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다. 

    수량 조절 구조물의 붕괴에 의한 가장 심각한 저수위 조건 평가는 안전성분석보고

서 2.4.4에 제시된 분석과 일치하여야 한다. 가장 심각한 폭풍해일과 정진운동에 의

한 저수위 조건 평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2.4.5와 일치하여야 한다. 가장 심각한 지

진해일에 의한 저수위 조건 평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2.4.6과 일치하여야 한다. 가

장 심각한 얼음에 의한 저수위 조건 평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2.4.7과 일치하여야 

한다. 

    만약 태풍에 의한 폭풍해일, 정진운동 및 지진해일에 의해 수위가 하강함으로 인

해 발생하는 최저수위는 필수 용수 공급을 위한 취수구 설계 기준 보다 높을 경

우 수용할 수 있다. 연안 부지에 대해, 적절한 가능최대태풍의 바람장이 연안으로 

불어오는 최대 바람을 제시하기 위해 가정되어야 한다. 이 바람에 의해 가능최저 

폭풍 수위가 만들어 진다. 폭풍에 의한 내륙 못, 저수지 그리고 강에서의 저수위

는 발전소에서 불어나가는 가능최대 바람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안전성분

석보고서 2.4.5와 2.4.6에서의 동일한 분석방법이 논의된 현상들에 기인한 저수위 

평가에 적용될 수 있다.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취수 집수정(즉, 취수구조물 내 

정진운동과 취수 파이프 내 파도)에 대한 잠재 영향이 취수구 설계에 적절히 반영

되었음을 검토하여야 한다.  

    연안 표류물, 퇴적물, 파편 그리고 얼음에 의해 취수구가 차단될 잠재성 검토는 

취수구가 안전관련 용수 공급의 이용을 방해하는 봉쇄를 방지하기 위한 위치와 

규모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이루어진다. 부지 구역 내 과거 퇴적물 누적에 관한 

문헌자료가 안전관련 시설에 대해 저감 방법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되

어야 한다. 필요시 통계적 또는 결정론적 방법을 이용하여 최악의 경우를 고려한 

독립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검토자는 저수위 조건과 관계있는 사업자의 증거자료를 평가한다. 검토자는 사업

자의 결론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추가 정보를 요구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문서화하고, 그들의 평가결과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

토자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저수위에 의해 악영향을 받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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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계통 및 기기를 재설계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용수 공급 부분이 최종열제거원

의 일부분으로 포함할 때 최종열제거원과 관련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안전관련 용수 공급에 대한 저수위 영향

    검토자는 최종열제거원이 안전성과 관련하여 냉각을 필요로 하는 여러 조건에서  

냉각수 공급 기능을 적절히 유지함을 확인한다. 또한 취수 계통의 설계 기준은 최악

의 수문학적 환경에서도 발전소에 필요한 냉각수를 취수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심

각한 수문학적 환경 동안 발전소 운영을 방해하는 특정 설계 기준이 있다면 안전관

련 시설들에 잠재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수문학적 사건 동안 또는 사전에 

발전소를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경고 시간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2.4.7, 2.4.8, 2.4.9 그리고 2.4.11에서 기술된 현상들과 관련하여 

취수 구조물과 펌프 설계 기준에 대한 영향이 발전소에 필요한 용수 공급(예상운

전과도사건과 비상조건 동안) 범위를 고려하여 평가되며 용수의 실효성과 비교한

다. 이 평가는 안전관련 냉각수를 필요로 하는 조건에서 적절한 냉각수를 제공하

기 위한 최종열제거원의 능력 평가도 포함한다. 

    이 절(혹은 9.2.5)에서 확인된 최소 발전소 요구조건(수위와 유량)은 이절에서 평가

된 최저 수위와 유량과 비교한다. 만약 정상 운전이 최소 용수 공급 조건에서 확

보되지 않으며 정상 운전 능력의 손실이 안전관련 기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면, 경고 시간에 대한 평가가 트립 이전에 운전 정지 또는 대체 용수원으로의 전

환이 수행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와 같은 경우, 비상운전절차가 요구되며, 이

것이 가정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최종열제거원에 대한 신뢰성 분석

이 검토되고 검토 결과는 담당부서에 제공된다. 최종열제거원의 신뢰성은 최종열

제거원 관련 규제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정상운전, 예상 운전 과도 사건 또는 비상 정지와 냉각 정지에 대한 용수원과 자

연 현상 및 각각의 현상에 대한 부지 관련 사고 설계 기준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계통 분석이 모든 용수원에 대해 수행된다. 왜냐하면 최소 한 개의 용수 공

급원이 다음의 현상 동안 유지될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가. 가장 심각한 개개의 자연현상

      나. 부지 관련 사고 현상 혹은

      다. 덜 심각한 자연적 및 사고 현상의 적절한 조합

    둘째, 용수 공급 구조물과 수송 계통에서의 기계적 결함들이 가정되어야 하며, 하

나의 기기 고장이 전체 계통의 고장을 야기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계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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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이들 분석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냉각수 계통 검토부서

가 수행한 최종열제거원 및 관련 냉각계통의 검토내용을 참고하여 수행한다. 계통

의 개개 부분에 대한 운전 규칙들은 정상 운전, 예상 운전 과도사건 또는 비상 정

지 및 냉각정지의 사건에 대해 가용한 용수 양을 결정하기 위해 검토된다. 만약 

잠재적 기계 영향들이 있다면, 계통, 구조물 및 기기의 검토부서에 발전소에 대한 

기계적 설계 기준에 이들 영향이 알맞게 고려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통, 

구조물 및 기기의 검토부서와의 협의는 설계 기준이 확실히 수립되지 않았을 때 

수행된다. 만약 안전관련 구조물에 미치는 하중에 저수위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다면 구조물 설계 기준에 대한 검토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양한 목적(정상운전, 예상 운전 과도 사건 혹은 비상 정지와 냉각 정지)의 용수 

공급계통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계통이 항상 최소 요구량을 만족하도록 용수

가 공급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계통의 두 번째는 기록된 지역적인 가뭄(유량이 

역사적인 영향과 잠재적인 미래 영향에 근접한다)과 같은 운전 환경 동안 적절한 

비상 용수가 가용한지를 검토한다. 만약 가용하지 않다면, 사업자는 적절한 정지 

용수 공급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시점까지 발전소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하는 기

술지침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필요시 관련 규제기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최종열제거원이 30일간 냉각수를 공

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충수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비내진 범주의 파이프를 통해 인접 강에서 공급되는 부지 내 냉각수조)

에  편류, 증발, 유출 그리고 침출현상에 의한 물 손실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종열제거원 관련 규제기준에서 논의된 다양한 기상학적 환경 하에서 초기 냉각

수 조건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법이 적용될 수 있다. 

    최종열제거원 관련 규제기준 또는 위에서 고려한 사항 하에서 최종열제거원이 지

속적인 장기 용수 공급을 할 수 없다면, 계통은 다음과 같이 두 관점에서 검토되어

야 한다: 단기 성능과 장기 성능. 만약 독립적으로 평가해서 냉각수 공급이 30일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냉각수 계통 검토부서와 인허가 사업책임자에게 이를 알

려야 한다. 그리고 사고 시 충분한 인원과 장비가 안전관련 용수 공급원의 전환을 

위해 구성되었는지 사업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만약 대체 용수공급원의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절차가 요구된다면, 사업자의 용수공급원과 절차는 이들이 지속

적으로 용수 공급이 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인허가 사업책임자와 냉각수 계통 

검토부서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용수공급이 가용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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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위한 시간 간격은 대체 공급원으로부터 물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

간, 극복해야하는 자연 발생적인 또는 사고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평가된다.

    장기 용수 공급 성능에 대한 경우, 단기 용수 공급의 제한적 성능 때문에 물을 얻

기 위한 다른 공급원과 방법들이 요구될 수 있다. 장기적인 발전소 열제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공급원이 필요한 경우 용수원에서 발전소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체 용수원과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필요한 발전

소 설계 조항이 설명을 위해 다른 안전성분석보고서 절에 제공하기 위해 인용되

거나 설명되어야 한다. 

    장기 용수 확보를 위한 비상 수단은 자연현상 또는 사고 시에 장기 용수 공급을 

위해 요구되는 시간과 용수 공급 자체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설계 최대 온도 이하로 발전소를 유지하기 위해 냉각수를 발전소로 제공하기 위

한 최종열제거원의 능력이 평가되어야 한다. 최종열제거원 관련 규제요건에 기술

된 설계 기준 사고의 열 부하와 설계최대온도는 냉각수 계통 검토부서에 의해 제

공되어야 한다. 최소 열전달에 대한 기상학적 조건들을 선정하는 기법과 냉각수 

저수조와 분무용 저수조에 대한 과도상태 분석에 대한 설명이 검토되어야 한다.

  4. 용수 사용의 한계

    자연 발생적인 수문기상학적 또는 수리지질학적 저수위 원인이외에 다른 인위적 

물 사용도 저수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갖는다. 발전소 인근에서의 

인위적인 저수위에 대한 잠재성이 정성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물 사용에 대한 

권한이 있는 정부유관기관과 논의 되거나 정해진 사용 제한이 검토되어야 한다. 

물 사용의 제한과 배출 허용과 같은 물 사용에 대한 제도상의 제한들이 발전소가 

적절한 용수 공급을 확보하고 운전 중 부과되는 제한을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

기 위해 검토되어야 한다. 만약 분쟁이 예상된다면 사업자는 제한성을 수용하기 

위해 설계 변경을 수행하거나 제한성을 수용하도록 요구받는다.

  5.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검토 결과는 최악의 갈수량 시나리오의 가정 설정 시에 발전소 부지 인근 지진 

및 비지진 평가 기준이 적합하게 적용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용된 자료의 

적절성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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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자는 발전소 부지 선정 및 설계에 중요한 저수위 영향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제시된 가용 정보를 검토하여, 

위에 제시된 이유에 대해서 저수위 조건에 대한 잠재성을 확인한 것과 고려한 것이 

수용가능하며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 기준을 선정하는데 있어

서 적절한 부지 현상을 사업자가 고려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이전의 허

가 취득활동을 위해 작성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인용하는 것과 같이 저수위 조건에 

대한 잠재성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 방법을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검토

자는 이들 방법의 사용이 자료 누적에 있어서 정확성, 수량 그리고 기간의 제약에 대

해 충분한 여유를 고려하여 설계 기준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토

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수립된 설계 기준이 관련 요건에 부

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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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9.10 ‘99.10

3 현승규 ‘09.12 김상윤 ‘09.12

4 현승규 ‘14.11 임창복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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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4.12절  지하수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부지의 수리지질학적 특성은 원전구조물 기초에 대한 지하수 영향, 안전관련 용수공

급 및 배수 시스템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조사․평가된다. 

  이와 관련한 특정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국지적 및 광역적 지하수 특성과 이용

    검토자는 대수층의 확인, 부지 내 지하수 이용 형태, 함양원, 현재 및 미래 양수, 

지하수 흐름속도, 이동 시간, 수리경사, 그리고 지하수 내 사고 시 오염물질의 이

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특성들, 부지의 지하수위, 계절별 및 기후에 따른 수위

변동, 감시 및 방호 요건, 그리고 국지 지하수 체계에서 장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인위적 변화를 검토한다.

  2. 발전소 기초 및 다른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영향

    검토자는 발전소 기초 및 안전에 중요한 다른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 기준

에 대한 지하수위 영향과 다른 수리동역학적 영향을 검토한다. 

  3. 안전관련 목적으로 이용되는 지하수원과 계통의 타당성

    검토자는 발전소에 대해 안전관련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하수원과 관

련 계통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4. 배수 계통의 적합성

    발전소 설계 기준에서 지하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배수 계통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5.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검토자는 부지에서 가정된 최악의 지하수 조건에 대한 지진 및 비지진 정보의 잠

재 영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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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이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에 의한 악영향 조건을 포함하는 환경이 최종열제거원의 안전기능을 저해하

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2.5 ‘최종열제거원’에서 수행

된다.

  2. 국지 및 광역 지하수 특성과 지표하부 특성은 안전심사지침 2.4.13 ‘사고시 방사

성액체폐기물의 지하수 및 지표수내로의 누출’에서 지하수원과 지표수원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이동경로 분석을 위해 이용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

을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

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

이 없을 것

    다.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라. 제10조 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가. 위원획칙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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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

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라. 제20조 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4.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

부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

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가’항 혹은 ‘다’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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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0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고시"

    가. 부지 및 주변지역의 지하수 자료는 지하수이용, 우물, 양수 및 저장시설물에 대한 

형태 및 발전소의 필요 유량을 조사하고, 자료의 출처 등을 포함한다.

    나. 지하에 매설되는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등에 미치는 지하수 부하에 대한 

설계기준과 영구 배수계통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 현재 및 장래의 지하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 및 감시내용 등 지하수의 감

시계획을 부지특성에 맞게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8에서 26을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법규에 

대한 규제입장 및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국지적 및 광역적 지하수 특성과 이용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국지 및 광역 지하수 대수층, 지하수원과 배수지역, 

국지 및 광역 지하수 이용, 현재 및 미래의 양수, 국지 지하수 흐름속도, 이동시

간, 수리경사, 그리고 속도, 지하수 내 오염물질 이동에 악영향을 주는 지표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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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계절별 및 기후에 따른 수위 변동을 포함하는 지하수위, 지하수 감시 및 방

호 요건, 장기간에 걸쳐서 국지 지하수 특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성과 관

계하는 인위적 변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설명이 요구된다. 이런 조사와 설명은 

부지 및 부지 인근에서의 국지 및 광역 지하수 특성과 지하수 이용을 정의하기 

위해 충분하여야 한다. 

  2. 발전소 기초 및 다른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영향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원전구조물 기초 및 안전에 중요한 다른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 기준에 대한 지하수위 영향과 다른 수리동역학적 영향에 대한 철

저한 조사 및 평가가 요구된다. 이 조사 및 평가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발전소 부지에 대한 지하수의 악 영향을 결정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3. 안전관련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지하수원과 계통의 타당성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안전관련 목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이과 관

계되는 모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요구된다. 지하

수 계통 및 지하수 원의 타당성을 검토하기에 충분한 자료와 분석결과가 제시되

어야 한다.

  4. 배수 계통의 적합성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지하수 설계 

기준 내에서 지하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배수시설의 적합성을 포함하여 부지 

배수 계통의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배수 계통이 발전소 설계에 제시된 것과 같

이 안전관련 계통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정보

는 또한 배수 계통이 발전소 운영 동안 필요한지를 결정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5.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예정 부지에 대해 가정된 최악의 지하수 조건에 대한 

지진 및 비지진 정보의 잠재 영향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이 요구된다. 조사 및 분석

은 이들 영향이 설계 기준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아래에 기술된 절차는 건설허가 시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분석이 허용기준에 부

합하는지 검토할 때 적용된다. 운영허가 검토 시는 제시된 자료와 분석이 계속 유효한

지와 시설의 설계 내역이 이들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적용된다.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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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면 운영허가 검토는 수리학적 관련 부지 특성과 관계된 운영기술지침서 항목이 

수용 가능한지와 운영기술지침서가 확인된 고유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검토절차는 명시된 허용기준에 기초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이 허용기준에 만족

하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필요시 사업자 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한 현장 확인을 수행할 수 있다.

  1. 국지적 및 광역적 지하수 특성과 이용

    사업자가 제시한 현재 및 미래에 계획된 국지 및 광역 지하수 특성과 이용에 관

한 자료(지하수량, 수위, 위치, 수위저하, 그리고 대수층 포함)는 정부유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자료와 상호 비교하여 검토한다. 지하수 유동 방향의 변경 가능성을 

포함하여 계획된 미래 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수위저하 영향들이 평가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배수를 포함한 잠재 함양 지역에 대한 건

설 영향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절과 관련되는 다른 검토 담당부서에 관련 자

료와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검토자는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정부유관기관의 보충자료를 이용하여 지하수 

유동 방향, 수리경사, 속도, 수위 그리고 잠재적인 미래 용수 이용으로 인한 이들 

변수에 대한 영향(지하수 유동 방향의 변경 가능성 포함)을 검증한다. 검토자는 정

부유관기관에서 발간한 수리지질도 및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발전소 건설이 발전

소를 포함하는 유역 내 잠재 지하수 함양지역과 배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야 한다. 현재 및 잠재적인 미래 관정 개발이 부지 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도 검

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의 근거와 출처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

한 발전소 하부물질과 연관된 수리학적 특성 변화, 그리고 건설 동안 사용된 뒤채

움 재 및 발전소 하부 매질과 관계된 수리학적 변화도 검토되어야 한다. 수리지질

학적 특성, 대수층 변수, 또는 경계 조건에 대한 가정과 근사값이 기록되고 타당

성에 대해 적절하게 문서화되어야 한다. 

    감시 계획을 포함하여 현재 및 계획된 미래 지하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그리고 범위는 부지에 따라 상당히 좌우되기 때문에 부지 고유의 지하수 

특성에 기초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2. 발전소 기초 및 다른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영향

    지표 하부에 위치하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지하수 하중

에 대한 설계 기준이 검토된다. 설계기준과 성능이 강우의 변화, 미래 관정 및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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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건설, 연관된 사고, 배관 손상, 또는 다른 자연적 현상에 의한 잠재적 미래 

변화를 반영하여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지 독립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3. 안전관련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지하수원과 계통의 타당성

    만약 관정이 안전관련 목적으로 계획되었다면 지진에 의한 압력파에 대한 방호를 

위한 수리동역학적 설계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부지 특성과 부합하여야 한다. 

부지 내 지하수 사용과 관계되는 시설이 안전성관련이라면 최종열제거원 관련 기

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4. 배수 계통의 적합성

    영구 배수 계통이 설계 지하수위를 낮추기 위해 이용된다면 계통 설계에 대한 기

준과 지하수위에 대한 설계 기준 결정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의 정보가 검

토되어야 한다.  

    가) 계통의 모든 구조물, 기기 및 특성 

    나) 다루 부지에서 사용되는 유사 계통에 대한 가용한 수행 자료와 관계되는 계통

의 적합성

    다) 계통 설계에 사용된 다양한 토양 변수들(투수성, 공극률, 비산출률)

    라) 예상 영향 지역과 지하수 유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마) 계통 고장이 설계 기준을 초과할 때, 계통 고장의 결과를 완화하기에 가용한 

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바) 계통 능력에 대한 고장 또는 손상(예, 중대한 운영 기기의 단일 손상 또는 물 

순환 계통 배관의 손상)의 영향과 그에 따른 지하수위

    사) 계획된 지하수위 및 유출량 감시 계획

    지하수위, 정상유량, 배관(순환 및 보충수 계통배관) 파단으로 인한 계통 내 유량, 

계통 전체 손상을 가정한 지하수 재상승 시간, 그리고 계통 성능을 결정하기 위해 

배수 계통에 대해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5.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발전소에 대한 부지 인근 지진 및 비지진 평가 기준이 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지하수 영향을 가정할 때 적절히 이용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정

보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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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발전소 부지 선정 및 설계에 중요한 지하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증하

여야 한다. 검토자는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를 검토하고,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 및 정

보가 수용가능하며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 부지 인근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부지 현상을 사업자가 고려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사업자가  지

하수의 잠재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이전의 허가 취득활동을 위해 작성된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인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검토자는 이

들 방법의 사용이 자료 누적에 있어서 정확성, 수량 그리고 기간의 제약에 대해 충분

한 여유를 고려하여 설계 기준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

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수립된 설계 기준이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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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4.13절  사고시 방사성액체폐기물의 지하수 및 지표수 내로의 누출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이 절의 검토목적은 사고시 방사성액체폐기물이 현재 및 미래 이용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 및 지표수 내로의 누출 영향 평가와 관련하여 부지의 수리지질학적 특성이 적

절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가정된 사고시 누출 원은 액체 방사성물질을 저장하고 있

는 탱크의 파손에 의한 것이며, 누출 방사성 핵종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11.2절에

서 검토된다. 이때 누출원은 격납건물 외부의 단일 탱크로부터 가정되는 누출사고로부

터 결정된다. 또한 신청자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도 정상 및 사고시 지하수 및 지표

수내로의 액체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고려된다.

특정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개념 모델

    검토자는 지하수 및 지표수 환경으로 누출된 액체방사성물질의 이동에 영향을 미

치는 수리지질학적 조건 때문에 부지 내 이들 조건을 적절히 나타내는 부지 내 

수문에 대한 다양한 개념 모델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개념모델이 부지의 수문 특

성과 경계 조건들을 더욱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2. 이동경로

    검토자는 부지 인근 지하수 및 지표수원의 현재 이용, 그리고 미래의 사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를 결정하기 위해 사고시 누출에 대한 

잠재 지점으로부터의 가능성 있는 지표 및 지표하부 이동경로를 종합적으로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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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동에 영향을 주는 특성

    검토자는 사고에 의해 누출된 방사성액체폐기물이 지하수 및 지표수를 통해 이동

할 때 지표수 및 지하수의 지연, 분산, 희석 또는 농축 현상에 관한 특성을 검토

한다. 또한 이런 검토에는 홍수 또는 갈수량과 같은 수리학적으로 극심한 사건과 

결합된 방사성 폐기물의 사고누출 시나리오의 평가를 포함한다. 

  4.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검토는 지진 및 비진학적 사건의 잠재 영향(예, 구조적 또는 운전 실패 사건과 유

역 내 연속적으로 갑작스런 변화 속에서 발전소 상류 및 하류에 위치하는 수리학

적 구조물들의 영향을 평가)과 결합된 방사성 폐기물의 사고누출 시나리오의 평가

를 포함한다. 

검토연계분야

   이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평가에 고려되는 탱크로부터 가정되는 누출에 대해 추정되는 계획된 방사성핵종 

농도들은 안전심사지침 11.2에서 검토된다.  

  2. 검토자는 방사선 방호에 대한 검토 책임 부서로부터 분석된 지표수 또는 지하수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받는다. 

  3. 검토자는 가장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고 시나리오 상에서 가능성이 있는 방

사성핵종의 지표수 및 지하수에 의한 이동경로 상의 위치, 희석 및 이동 시간에 

관한 정보를 방사성폐기물 계통에 대한 검토 부서와 방사선 방호에 대한 검토 부

서에 제공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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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

을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

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

이 없을 것

    다.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라. 제10조 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가. 위원획칙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

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라. 제20조 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4.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

부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

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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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가’항 혹은 ‘다’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0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고시"

    가. 하천수로의 유입평가와 관련하여 하천수의 유속 및 유량, 유역의 유입·유출량, 증

발량, 침투량 등 관련 매개변수는 월별로 최근 1년 이상 조사하고, 대표성을 입증

하여야 한다.

    나. 방사성 액체 방류물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와 미래의 하천수 이용자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할 때는 부지의 수문 및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오염 가능 경로를 추

정한 뒤, 제1항에서 대표성이 입증된 자료와 적합한 모델을 이용하여 방사성물질

의 이동을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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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나’항의 경우에 이용되는 방사성물질의 확산·희석·흡착·침적계수, 적정거

리별 이동시간 등은 안전성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방사성 액체 방류물의 하천수로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거나 발생된 위

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학적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 해결책의 타당성을 입증함으

로써 제‘나’항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마. 방사성물질의 지하수로의 유입평가를 위한 자료 조사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지하수의 유량, 이동속도, 수두경사, 공극률, 지하수위, 투수계수 등과 같은 관련 

매개변수는 시추공, 수위관 측정, 양수시험 등을 이용하여 월별로 최근 1년 이상 

조사하고, 대표성을 입증한다.

      2) 지하수계를 이루는 각 암종에 대하여 주요 핵종별 흡착계수를 조사하고, 대표성

을 입증한다.

      3) 광역 및 국지적인 대수층, 지하수 공급원, 지하수 소멸원에 대한 조사에는 전반

적인 지하수 분포, 자료의 출처 및 근거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4) 부지 및 주변지역의 지하수 자료는 지하수이용, 우물, 양수 및 저장시설물에 대

한 형태 및 발전소의 필요 유량을 조사하고, 자료의 출처 등을 포함한다.

    바. 방사성 액체 방류물이 지하수계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와 미래의 지하수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는 부지의 수문 및 지질특성을 고려하여 오염의 가능 경

로를 추정한 뒤, 제‘마’항에서 대표성이 입증된 자료와 적합한 모델을 이용하여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분석하여야 한다.

    사. 제‘바’항의 경우에 이용되는 방사성물질의 확산·희석·흡착·침적계수, 적정거

리별 이동시간 등은 안전성 우선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아. 현재 및 장래의 지하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 및 감시내용 등 지하수의 감

시계획을 부지특성에 맞게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자. 방사성 액체 방류물의 지하수로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거나 발생된 위

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학적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 해결책의 타당성을 입증함으

로써 제‘마’항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8에서 49를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법규에 

대한 규제입장 및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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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평가에 대해 제안된 입력자료의 특성, 해석기술, 그리

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

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다양한 개념 모델

    부지 인근 수문에 대한 다양한 개념 모델을 검토한다. 이들 개념 모델에 대한 설

명은 지하수 및 지표수 환경 내에서 방사성액체폐기물의 이동을 정의하기에 충분

한 부지 내 수리지질학적 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이동경로

    누출지점으로부터 지표 및 지표하부 상의 잠재이동경로의 영향범위를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악의 오염을 야기하는 잠재이동경로의 영향범위가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포함하여 사업자는 충분한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누

출지점에서 현재 또는 미래의 이용자의 위치까지 액체방사성폐기물의 이동을 계

산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변수에 대한 평가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3. 이동에 영향을 주는 특성

    현재 또는 미래의 이용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수를 통한 방사성핵종 이동 

특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부지와 현재 또는 미래의 지하수 및 지표수 이용자 사

이의 분산 및 흡착 계수, 지하수 속도, 이동시간, 수리경사, 투수성, 공극률 그리고 

전위차 지도 또는 정수위도에 대한 평가 기준 및 결과가 제시되어야 하며 이런 

내용은 관련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4.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부지에 대한 사고시 지하수 및 지표수로의 방사성액체폐기물 누출과 관련하여 가

정된 방사성액체폐기물 탱크 파괴에 미치는 지진 및 비지진 사건과 같은 부지 인

근 위해에 대한 잠재 영향 평가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 평가는 지진 및 비지

진 사건의 잠재 영향이 사업자의 설계 기준에 적절히 반영되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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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기술된 절차는 건설허가 시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분석이 허용기준에 부

합하는지 검토할 때 적용된다. 운영허가 검토 시는 제시된 자료와 분석이 계속 유효한

지와 시설의 설계 내역이 이들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적용된다. 적용가능

하다면 운영허가 검토는 수리학적 관련 부지 특성과 관계된 운영기술지침서 항목이 

수용 가능한지와 운영기술지침서가 확인된 고유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검토절차는 명시된 허용기준에 근거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이 허용기준에 만족

하는지를 검토한다. 

  1. 다양한 개념 모델

    단순 또는 매우 복잡한 다차원 모델이 이용되던지 간에 보수적 또는 제한된 모사

가 보수적인 입력인자를 이용하는 보수적인 개념모델에 의해 현재의 지하수 및 

지표수계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부적당하거나 비보수적인 개념모델에 보수적

인 자료의 사용은 보수적인 분석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용해된 수로

를 가지고 있는 카르스트 지질에서의 대수층은 다공질 매질의 연속체 개념모델에 

의해 보수적으로 나타낼 수 없다. 다양한 개념 모델은 부지의 지질 및 수리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부지에 대한 완벽한 개념모델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장 

심각한 오염물질의 농도를 산출하기 위해 지하수 및 지표수 개념모델의 조합이 

보수적인 또는 제한된 분석에 적용되어야 한다. 지질(예, 카르스트 지질) 또는 퇴

적 구조 내 공간적 변화(예, 불투수층에 의해 지하수가 부유하거나 측면으로 이동

하고 스며 나오거나 용출함)에 기인한 지하수의 흐름이 고려되어야 한다. 오염물

질의 이동을 고려할 때 사고시 누출되는 액체폐기물 내 포함된 유기 또는 무기 

착화합물 함유에 대한 잠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착화합물은 일반적으로 방사성

핵종들의 흡착 특성을 크게 변화시킨다. 일부 경우에는 지하수 유동 체계 내에서 

방사성핵종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만든다. 지표수 개념 모델에서는 하천 유량 또

는 호수 부피의 일부로 오염물질 누출을 제한하는 층류의 잠재성과 층류에 의해 

정의된 특정 위치에서의 생태계와 인간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고려되어야 한다. 

  2. 이동경로

    검토자는 현재 또는 미래의 이용자에 관하여 사고 조건 하에서 지하수 환경 내 

잠재 오염물질 이동경로와 이동 능력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영구배수계통에 의해 형성되는 이동경로를 확인한 것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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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영구배수계통을 포함하는 계획된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다. 고형 폐기물

과 액체 및 가스 폐기물에 대한 검토 책임 부서와 협의 하에 검토자는 지하수 또

는 지표수에 가장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고 시나리오를 선택한다. 

    오염 분석은 보수적인 가정과 계수를 사용하여 단순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예비분석에 의해 산출된 희석과 이동시간(또는, 대신으로, 직접적인 농도)이 고형 

폐기물과 액체 및 가스 폐기물에 대한 검토 부서와 선량 평가를 수행하는 방사선 

방호 검토 부서에 제공한다. 만약 예비 결과가 수용되지 않으면 더욱 현실적이고 

덜 보수적인 모델링 기술을 이용하여 상세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독립적인 평가는 확인된 지표 이동경로에 대한 액체폐기물 이동에 대해 이루어져

야 한다. 예비평가의 경우 검토자는 단순 평가과정 또는 모델을 사용한다. 분석은 

보수적인 계수와 가정 그리고 액체 폐기물의 가장 심각한 분산을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과거 기록된 가장 적은 유량과 같은 조건)을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한

다. 사업자의 모델에 대한 가정과 결과는 이들 결과가 보수적이라는 것을 보증하

기 위해 검토자의 결과와 비교되어야 한다. 액체 폐기물 분산에 대한 평가는 인지

하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의 지하수 및 지표수 이용자에 의한 사용 변화로부터 기

인하는 잠재적인 미래 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수계 내 방사성핵종의 농도는 지표수의 가장 심각한 오염에 상응하는 검토자의 분산

지수와 초기 농도에 근거하여 방사선 방호 분야를 검토하는 부서에 의해 계산되어야 

한다. 보수전인 단순 모델에 의해 계산된 농도를 수용할 수 없다면 검토자는 열수 

예측과 계수에 대해 이용된 더욱 정밀하고 덜 보수적인 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이용한 수치 모델이 관련 기술 기준 및 수용 가능한 방법과 부합하는 

지를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3. 이동에 영향을 주는 특성

    지표 및 지하 환경은 오염물질의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지표하부 오염

물질의 지연현상은 토양의 부지 고유 특성 부분에서 결정된다. 호수 내에서 오염

물질의 혼합은 층별화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오염물질의 이동과 희석을 정의하

기 위해 이용한 부지 특성에 대한 사업자의 평가에 이들 특성이 내포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보수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부지 고유 특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반영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만약 사업자가 유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의 

지연현상을 무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보다 상세한 부지 고유의 흡착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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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검토는 부지에 대한 사고시 지하수 및 지표수로의 방사성액체폐기물 누출에 대한 

평가에서 단일 탱크로부터 방사성핵종의 누출을 가정할 때 사용된 지진 및 비지

진 사건과 같은 부지 인근 위해 평가에 대한 관련기준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의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사업자는 발전소 부지 선정 및 설계에 중요한 사고시 방사성액체폐기물의 지하수 

및 지표수 내로의 누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제시된 가

용 정보를 검토하여, 위에 제시된 이유에 대해서 부지 인근 지하수 및 지표수의 현재 

또는 미래의 이용자에 대한 사고시 방사성액체폐기물의 지하수 및 지표수 내로의 누

출에 대한 잠재 영향을 확인한 것과 평가에 고려한 것이 수용가능하며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부지 인근 지하수 및 지표수원의 안전에 중요한 지하수 및 지표수 내 방

사성액체폐기물의 이동을 입증하기 위해 적절한 부지 현상을 사업자가 고려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이전의 허가 취득활동을 위해 작성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인용하는 것과 같이 지하수 및 지표수원의 현재 혹은 인지하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의 

이용자에 대한 사고시 방사성액체폐기물의 지하수 및 지표수 내로의 누출에 대한 잠

재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 방법을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검토자는 확인된 

설계 기준이 사고시 방사성액체폐기물의 지하수 및 지표수 내로의 누출 영향 확립에 

관한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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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4.14절  운영기술지침서 및 비상시 운전요건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의 검토 목적은 안전관련 시설에 대한 홍수 방호를 이행하고 정지와 냉각정지

를 위해 적절한 용수 공급이 가용함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운영기술지침과 비상

절차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정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비상조치에 대한 기준

    관리 대상이 되는 수문학적 사건 동안 요구되는 비상조치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

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 내 이전의 절의 수문분야에서 평가된 관리대상이 되는 

수문학적 사건을 검토한다. 

  2. 가용한 반응 시간

    관리대상이 되는 수문학적 사건이 비상절차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비상 절차를 시작하고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검토

한다. 

  3. 운영기술지침

    관리대상이 되는 수문학적 사건으로부터 발전소를 충분히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

해 요구되는 모든 비상 절차와 관계되는 운영기술지침들은 운영기술지침의 검토 

책임 부서에 의해 검토된다. 

  4.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발전소 부지에 대해 계획된 운영기술지침과 비상 절차에 지진 및 비지진학적 정

보의 잠재 영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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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이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은 다음과 같다. 

  1. 홍수 영향에 대해 방호되어야 하는 안전관련 구조물과 기기의 확인은 안전심사지

침 3.4.1“홍수방호”에서 수행된다. 

  2. 발전소 홍수 방호 요건에 영향을 주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설계 검토는 안전

심사지침 3.4.2“분석절차”에서 수행된다. 

  3. 불리한 환경 조건이 최종열제거원의 안전기능을 방해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토

는 안전심사지침 9.2.5“최종열제거원”에서 수행된다. 

  4. 국지가능최대강우에 기인하는 홍수와 관계되는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4.2, 하천

과 강에서의 가능최대홍수와 관계되는 것은 안전심사지침 2.4.3, 댐파괴 시나리오

와 관계되는 것은 안전심사지침 2.4.4, 가능최대폭풍을 포함하여 폭풍해일과 정진

운동과 관계되는 것은 안전심사지침 2.4.5, 지진해일 위해와 관계되는 것은 안전

심사지침 2.4.6, 얼음 위해와 관계하는 것은 안전심사지침 2.4.7, 수로변경과 관계

하는 것은 안전심사지침 2.4.9, 저수위와 관계하는 것은 안전심사지침 2.4.11에서 

기술된다. 

Ⅱ.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

을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

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

이 없을 것

    다.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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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라. 제10조 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가. 위원획칙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

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라. 제20조 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 “표준설계인가신청 등”

 5.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표준설계인가 첨부서류의 작성”

 6.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운영기술지침서 등의 기재사항”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

부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

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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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시험, 검사되어야 한다. 안전등급 및 등

급별 규격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외의 것

은 그 적용성·적합성 및 충분성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토 및 평

가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원자로시설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규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9.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10.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2) ‘1)’항의 환경조건에 의한 경년열화 현상을 고려할 것

      3)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 움직

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

호되도록 할 것.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

의 파단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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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동적 영향은 설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핵연료집합체, 감속재, 반사체 및 이들을 지지하는 구조물과 열차폐체 및 1차 

냉각계통의 시설에 속하는 용기, 배관, 펌프 및 밸브는 1차 냉각재 또는 2차 

냉각재의 순환, 비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진동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

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0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고시"

    가. 수문학적 자연현상에 대하여 부지의 홍수안전성 및 안전관련 구조물의 기능을 보

장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운영기술지침서 및 비상절차를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13에서 22를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법규에 

대한 규제입장 및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비상 조치에 대한 기준

    관련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비상조치에 대한 수문학적 기준 평가가 필요하다. 이들 

기준은 침수위, 동수역학적 응력, 동시에 발생되는 바람에 의한 파도와 처오름 그

리고 가뭄과 다른 자연 현상에 의한 용수공급 제한에 관한 안전성 분석보고서의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부지특성과 일치하여야 한다. 

  2. 가용한 반응 시간

    관련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비상조치의 시작 및 완료를 위해 가용한 반응시간 평

가가 필요하다. 이들 평가는 관리대상이 되는 수문학적 사건의 분석에서 유래하

고, 다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검토과정에서 확인된 부지특성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운영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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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비상절차와 관계된 사업자가 제시한 운영기술지침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들 운영기술지침은 발전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에 적절하여야 

하고 부지특성과 일치하여야 한다. 

  4.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관련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계획된 운영기술지침과 비상 절차에 대한 부지 인근 

지진 및 비지진학적 정보의 잠재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 이들 평가는 사업자의 분

석에 이들 영향을 적절히 반영하였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는 원자로시

설의 정상운전 및 사고조건하에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서 발생

하는 열하중을 최종 열제거원으로 전달하는 설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Ⅲ. 검토절차

  아래에 기술된 절차는 건설허가 시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분석이 허용기준에 부

합하는지 검토할 때 적용된다. 운영허가 검토 시는 제시된 자료와 분석이 계속 유효한

지와 시설의 설계 내역들이 이들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용된다. 적용가

능하다면 운영허가 검토는 수리학적 관련 부지 특성과 관계된 기술지침서들이 수용 

가능한지와 기술지침서들이 확인된 고유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

함한다. 

  검토절차는 명시된 허용기준에 근거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이 허용기준에 만족

하는지를 검토한다. 

  1. 비상조치에 대한 기준

    발전소의 안전 운영을 보증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필요로 하는 홍수와 저수위 사

건을 포함하는 관리대상이 되는 수문학적 사건을 검토한다. 안전성보고서 2.4.2에

서 2.4.7 그리고 2.4.9의 홍수 유발 기구를 검토한다. 비상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들 영향들과 함께 관리대상이 되는 수문학적 사건(침수위, 정수 및 동수역학적 

응력, 침식, 퇴적작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비상조치를 필요로 하는 저수위 사건들을 검토한다. 댐파괴에 기인한 저수 상실에 

의한 저수위 사건은 안전성보고서 2.4.4, 폭풍해일 및 정진운동에 기인한 것은 안

전성보고서 2.4.5, 지진해일에 의한 것은 안전성보고서 2.4.6, 얼음에 의한 것은 안

전성보고서 2.4.7, 수로변경에 의한 것은 안전성보고서 2.4.9 그리고 가문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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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2.4.11에서 검토된다. 관리대상이 되는 저수위 사건과 이들 사건 동안 발전소

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비상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저수위 사건들

을 검토한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관련 기준에 따라 강화되어야 한다. 즉, 구

조물, 계통 및 기기는 이들의 구조적 설계기준에 포함된 수동적인 방호방법을 이

용하여 방호될 수 있다. 만약 대체 방호가 규제기준에 부합한다면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추가 방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

통 및 기기에 대해 준비된 강화된 방호방법에 대해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

한 검토 부서의 협조를 받는다. 그리고 비 영구적인 대체 방호법이 이행될 수 있

는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가용한 반응 시간

    비상조치의 시작 및 완료를 위해 가용한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발전소에 대한 비

상조치(예, 모래주머니 쌓기, 정지, 홍수 방호문과 차단문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관리대상의 수문학적 사건을 분석하여야 한다. 홍수와 저수위 사건을 포함하는 관

리대상이 되는 수문학적 사건은 비상조치를 방해할지도 모르는 환경이 시작되기 

이전에 비상조치에 대한 가용한 경고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분석된다. 

    비상 절차의 이행을 위한 최소 가용시간을 수립하기 위해 사건에 도달할 때 까지 

및 개개의 가혹한 관리대상 사건을 포함한 모든 잠재 홍수 및 저수위 사건 동안 

우세한 환경 조건이 검토된다. 그리고 가용 시간에 대한 독립적 평가를 위해 검토

자에게 홍수 경고 네트워크 또는 가뭄 예측 평가(경험과 공학적 판단에 기초)와 

마찬가지로 상승 또는 하강 속도(강과 호수의 수위)와 같은 물리적 변수가 제공되

어야 한다. 이 자료는 정지와 비상 방호 방법을 수행하기에 요구되는 시간을 독립

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발전소 비상 절차를 검토하는 부서에도 제공되어야 한다. 

관리대상이 되는 수문학적 사건 동안 우세한 환경 조건에서 비상 절차가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관리대상이 되는 수문학적 사건의 영향에 노출된 안전에 중요한 모든 구조물, 계

통 및 기기가 설계상으로 충분히 강화된 방호를 가지거나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

는 가용한 반응 시간 동안 일련의 적절한 비상조치와 방법이 수행되고 완료됨을 

보여야 한다. 

  3. 운영기술지침

    발전소 운영기술지침 내 항목이 충분한 방호를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비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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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할 경우에 요구된다. 대규모 홍수 사건 시 정지와 방호 대책의 설치가 요

구되는 발전소의 경우에 이들 방법의 수행을 위한 가용 및 요구 시간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운영기술지침과 관계되는 문제를 검토하는 담당부서에 의해 검토된다. 

운영기술지침에서 필요한 방호대책의 순차적인 설치와 관련해서는 비상 계획을 

참고하여야 한다. 

  4.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발전소 부지에서 운영기술지침과 비상 운영의 기준에 부지 인근 지진 및 비지진 

평가 기준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자료에 대한 평가결과가 

검토되어야 한다. 

Ⅳ. 평가결과

  사업자는 발전소 부지 선정 및 설계에 중요한 운영기술지침과 비상운영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제시된 가용 정보를 검토하여, 부지 수용성

을 확인하기 위해 운영기술지침과 비상운영을 확인한 것과 고려한 것이 수용가능하며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운영기술지침과 비상 운영을 

입증하기 위해 적절한 부지 현상을 사업자가 고려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이전의 허가 취득활동을 위해 작성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인용하는 것과 같이 운영기

술지침과 비상 운영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검토자는 이들 방법의 사용이 자료 누적에 있어서 정확성, 수량 그리고 

기간의 제약에 대해 충분한 여유를 고려하여 설계 기준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수립된 설계 기준

이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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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5.1절 지질 및 지진에 관한 기초자료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이 절에서 검토자는 신청자가 원자로시설 부지의 적합성 입증 및 건설에 필요한 

설계 입력자료 생산을 위해 제시한 지질 및 지진에 관한 기초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한

다. 검토자는 이 절에서 광역(원자로 반경 200 km 이내), 부지지역(40 km, 5 km) 및 

부지내(1 km)로 조사범위를 세분하여 수행된 조사에 따른 지질학적, 지진학적 및 지질

공학적 특성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었으며, 부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질현상들에 

관한 조사는 검증된 조사 및 시험방법을 통하여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이 절에서 

제시된 기초자료를 이용한 수문특성, 지진특성, 지표단층작용 및 지질공학적 특성에 

관한 해당 분야별 구체적인 평가결과의 적절성은 각각 안전심사지침 2.4, 2.5.2, 2.5.3, 

2.5.4 및 2.5.5절에 기술된다.

   부지의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제시되어야 하는 지질, 지진 및 지구물리조사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1. 지구조 혹은 지진정보: 지구조(특히, 제4기 지구조), 지진특성, 지구조와 지질특성

과의 상관성, 지진원 특성, 지진동

이들 사항에 대한 검토는 지질학자, 지구물리학자 및 지진학자들 사이의 밀접한 

협의를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잠재지진원의 위치 및 특성과 단층, 습

곡, 과거 기록된 토양액화 특성 및 지진으로 유발된 자연현상에 대한 제4기 지질

학적 증거와 같은 조사를 수행하여 부지에서의 최대 지진동 혹은 지표변형 가능

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검토되어야 할 지구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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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으로는, 지구조의 기본특성(규모, 분포, 방향성, 운동감각 등), 지구조의 운동

이력, 시기 및 재발주기, 지진활동과의 연관성 등이 있다. 지구조 및 지진원에 의

한 지진, 지진동 특성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결과의 타당성 검토와 부지안전성 평

가는 안전심사지침 2.5.2에서 수행된다. 또한 지구조운동에 의한 부지에서의 지표

변형작용 여부와 그에 따른 부지안전성 평가는 안전심사지침 2.5.3에서 검토가 이

루어진다. 잠재적인 지진원 및 지구조에 대한 특성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는 

제4기 단층(습곡) 변형의 증거, 고지진학적 증거 및 기타 지진-지구조 활동에 수

반되어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검토자는 또한 부

지 하부 지하물질에 대한 충분한 특성조사를 수행하여 지진동의 증폭현상 혹은 

동하중하에서의 지각균열 가능성을 평가․제시하여야 한다. 지각균열 형태에는 토

양액화 현상, 사면붕괴, 침하, 부등침하, 지구조 응력으로 인한 균열 등이 포함된

다. 또한 검토자는 바다와 인접한 부지에 대하여 지진해일에 의한 피해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현상(해저 지진원 단층, 지진해일퇴적층 등)에 관한 조사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었는지, 평가결과는 적절한지에 대하여 안전심사지침 2.4 제2의 검

토자와 연계하여 검토한다.

  2. 비지구조변형 정보: 신청자는 지구조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현상이 아닌 

국지적인 사태, 침식현상, 침강현상, 화학적 풍화작용, 함몰현상 등의 비지구조변

형 현상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인위적 활동에 기인되는 현상에 관한 정보: 광물·지하수의 채취, 댐건설, 인위적 

유체 주입, 기타 대규모 토목공사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변화, 사면 안정성 영향, 

침강 혹은 붕괴 가능성, 지진발생 및 단층이동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2.5.1.1절(광역지질) 및 2.5.1.2절(부지지질)에 제시되어 있는 상기

의 조건과 관련된 자료는 광역 및 부지에 대한 자연지리, 지형, 층서, 암석 및 지질구

조의 관점에서 적절한지 검토한다. 사면안정, 지하수의 지하 주입 또는 채수, 광물채

굴, 단층, 전단변형(Shearing), 절리, 지진 및 균열 등에 대한 사항은 관련 참고문헌이 

있을 경우에는 참고하여 제시되었는지 검토되어야 하며, 관련 도면 및 도해가 포함되

었는지 검토한다.

   어떤 부지는 침강 지도, 불규칙한 풍화상태를 나타내는 지도, 사면의 안전성을 나

타내는 지도, 탄화수소의 추출(기름 또는 가스정)을 나타내는 지도, 단층과 절리 및 카

르스트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도와 같은 특수한 성격의 지도가 요구된다. 일부 부지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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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여러 가지 원격탐사 기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도와 물리탐사자료를 참고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도면자료에는 원자로 및 안전 관련 구조물의 위치와 각 지하 지질 상태를 기술하

여야 하며 이에 관한 도면자료도 포함되어야 한다. 시추위치, 트렌치를 나타낸 위치와 

지형 및 지질도, 항공사진, 인공위성 영상사진 및 지구물리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지

질학적인 전문용어는 국제표준용어로 사용되어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이 절에서 검토되는 사항은 지하수 및 지진해일특성(안전심사지침 2.4.12), 지진

동(안전심사지침 2.5.2), 지표단층작용(안전심사지침 2.5.3), 지하물질과 기초의 안정성

(안전심사지침 2.5.4), 사면안정성(안전심사지침 2.5.5) 등과 연계하여 적절성을 비교 검

토하도록 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이 절에 적용 가능한 법규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건설시 필요한 허가기준으로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

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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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운영시 필요한 허가기준으로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

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 

및 운영기술지침서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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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물질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원자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지진 및 지질공학특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지질 및 지진"

      가. 원자로시설은 지진 또는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

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그 설치지점 및 주변의 지표면이 붕괴하거나 함몰의 가능성이  

없고, 경사면과 지반이 안정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질 및 지진학적 특성, 단층현상, 지표 및 지반의 특성에 대한 조사·분

석·평가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하여 검토자가 허용할 수 있는 외국의 관련 

준용가능 한 기술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6. 경수로형원전 규제기준 1.6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

     이 규제기준은 원자력발전소 건설부지에 대한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의 조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다. 사업자는 이 규제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된 방법과 절차가 동 규제기준을 만족하는데 있어 기술적으

로 동등함을 입증해야 한다.

   7. 경수로형원전 규제지침 1.6(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에 관한 평가)

     이 규제지침은 규제기준 1.6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에서 요구하는 원자력발전소 

부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 평가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제

지침을 제공한다. 사업자는 이 규제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된 

방법과 절차가 동 규제지침을 만족하는데 있어 기술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해야 한다.

   8. 경수로형원전 규제지침 1.10(지질 및 지반특성의 조사 및 시험에 관한 품질보증)

     이 규제지침은 원자로시설의 부지특성 조사 시 적용되는 품질보증프로그램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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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요건

      가. 원자력발전소는 부지와 부지 주변의 지질, 지진 및 지질공학적으로 안정적

이며,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안전 설계에 필요한 특성평가가 가능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평가요소에 대한 결론(또는 해석)은 조사 대상 지역의 지질, 제4기 지구조, 지질

구조, 지사, 지진 및 지구물리학적 증거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에 근거하여 결

정되어야 하며, 해석과 반대되는 증거가 존재할 경우 그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 임해부지 및 대규모 수역과 인접한 부지의 경우, 지질, 지진 및 지구물리학적 

정밀 조사가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또는 수역에 대해서도 수행되어야 한다. 

      라. 원자력발전소 부지는 지질학적으로 복잡하거나 불확실성이 큰 지역에 위치

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야 하며,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원자력발전소

의 안전에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마. 원자력발전소의 부지특성조사에 적용되는 조사, 시험 및 기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품질보증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지질특성조사

      가. 원자력발전소의 부지와 부지 주변의 지질, 지진 및 지질공학적 특성을 평가

하기 위한 조사는 광역지질조사(약 200 km이내), 부지지질조사(약 40 km 및 

5 km 이내) 및 부지내 지질조사(약 1 km 이내)의 네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

되, 부지에 가까울수록 조사의 정밀도를 높인다.

      나. 광역지질조사는 주로 기존의 문헌자료를 기초로 하여 광역지형, 광역층서, 

분포암석, 광역지질구조, 지질지체구조구 구분 및 구분기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행한다. 또한, 조사대상지역내에 전체 또는 일부분이라도 포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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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신기지구조단층에 대하여 알려진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공간적 연

결성 및 분포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신기지구조단층 모델을 설정하

여야 한다.

      다. 부지지질조사는 광역지질조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초로 하되 현장조사를 기본

으로 한다. 조사대상지역의 부지지형, 부지층서, 분포암석, 지질구조, 광역지질구

조와의 상관성 등이 규명되어야한다. 신기지구조단층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서는 조사대상지역내 단층 및 단층작용과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는 지질현상

에 대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정밀조사(항공사진분석, 지표정밀조사, 지

구물리탐사, 고지진학적 조사, 절대연대분석, 시추 등)의 수행이 필요하다.

      라. 부지내 지질조사는 부지지질조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초로 하되 부지를 구성

하는 지하물질의 분포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밀한 지구물리탐사와 

시추, 실내시험 등이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부지내 지질조사는 안전심사지침 

2.5.4절의 조사/평가와 연계하되 부지적합성에 중점을 두어 수행하도록 한다.

      마. 지질특성조사에는 상기의 지구조적 지질특성 이외에도 부지적합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함몰, 침강, 침식, 풍화, 카르스트 지형, 잔류응력 등의 

자연적 현상과 지하수 및 자원채굴에 의한 지반침하 등의 인위적 현상에 대

한 잠재가능성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바. 조사에 사용 또는 인용된 조사방법, 평가방법 및 자료는 국내에서 검증된 기

술기준 및 자료(지질도, 지형도 등 포함)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신기지구조단층의 평가

      가. 원자력발전소 부지로부터 약 40 km이내에 전체 또는 일부분이라도 포함이 되

는 신기지구조단층이 존재할 경우, 단층의 기하학적 형태, 길이, 운동이력/시기 

등을 평가하기 위한 단층조사를 통하여 해당 단층의 3차원적 분포특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원자력발전소 부지로부터 약 5 km 이내에 전체 또는 일부분이라도 포함이 

되는 신기지구조단층이 존재할 경우, 해당 단층에 의한 지표단층작용 영향

대를 평가하여야한다. 이때, 해당 단층과 교차하거나 인접하여 발달하는 단층

에 대해서는 시공간적 상관성을 평가하고, 연동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지표단

층작용 영향대에 포함시킨다. 

      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반경 5 km 이내의 신기지구조단층(지표단층작용 영향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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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부지를 향하거나 부지에 인접하여 통과할 경우, 보다 정밀한 조사를 통

하여 해당단층으로 인한 지표단층작용의 영향이 부지내로 연장되지 않음을 충

분한 증거자료와 함께 입증하여야 한다.

      라. 상기의 신기지구조단층에 대한 조사에는 단층의 기학학적 형태, 길이, 운동

이력/시기 등의 일반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조사 목적에 따라 단계별로 해당 

단층의 세부 변위이력(즉 단층운동시기와 운동시기별 운동방향, 운동감각 및 

변위량), 평균 변위율, 최대 및 최소 재발주기, 최후 단층운동의 시대 상한, 그

리고 측정값들의 신뢰구간(또는 오차한계) 등의 상세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 정

도의 조사방법과 정밀도가 요구될 수 있다.

      마. 신기지구조단층과 관련된 지진동 평가에 관한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2.5.2절

에, 지표단층작용 및 그에 따른 영향범위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안전심사지

침 2.5.3절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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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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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clear Power Plants"에 제시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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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검토절차

   검토자의 검토는 다음의 3단계로 나누어 수행된다. 첫째 단계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검토자는 제출된 안전성분석보고서가 서류의 기술체

계, 내용, 품질보증 등에 관한 요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와 보고서에 기술된 지질, 지진 

및 지질공학적 자료의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

단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검토자는 장기간의 심사기간을 요할 수 있는 현안사항을 

도출하며, 사전에 관련 지역에 대한 기존문헌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수집․분석한다. 

   신청 서류의 적합성이 확인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철저한 기술내용(조사내용, 

조사범위, 조사방법 및 결과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원전 부지 적합성 평가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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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및 부지지질 사항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검토자는 모든 해석들이 충분한 지질 및 지진 

자료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신청자의 자료와 기타 기존 문헌자료에서 내린 결론사항 등을 

포함하여 부지에 대한 지질 및 지진학적인 종합적인 기술내용에 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가 안전성분석보고서

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들, 검토자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분야들 및 검토자가 신청자의 결

론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문서화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질의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가능하면 검토자는 이 단계에서 검토자의 견해를 제시한다. 

   마지막 검토단계는 두 번째 단계에서 제기된 질의사항에 대한 신청자의 답변을 평

가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자는 발전소의 안전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

한 견해를 제시하는데 여기에는 신청자의 견해와 일치하는 견해 또는 추가적으로 요

구되는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신청자가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질의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

다. 1차 질의에서 추가적인 조사수행 및 명확한 자료제시를 요구한다. 신청자에 의해 

인용되지 않은 참고문헌에서, 검토자가 신청자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경우, 많은 질의사항이 나올 수 있다. 신청자가 자신의 해석 및 결론을 뒷받침하는데 

있어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또한 현행 기술보고서 상에서 논리적이며 보다 

보수적인 대안적 해석이 없을 경우 검토자는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한다. 이 단계에서

는 질의사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신청자가 새로운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도 이루어진다.  또한 1차질의 단계에서 검토자의 현장조사도 이루어진다.

   제1차 질의사항에 대한 신청자의 답변을 검토하고 나서, 나머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는 제2차 질의를 하거나 검토자의 견해를 결정한다. 검토자의 견해는 특정조건에 대한 

설계요건의 만족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충분히 보수적이며 적용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출판된 보고서, 기술보고서, 일반열람자료, 대학 졸업논문, 지형도 및 지질도, 지

자기도 및 중력지도 등과 같은 관련 참고문헌을 구입하여 보고서의 기술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필요에 따라, 부지 및 부지인근의 지질, 지진 및 지질공학적 특성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위하여 독자적인 조사와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검토자는 부지고유의 특성, 조사 자료의 부족, 기타 자연현상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지의 안전성에 보수적인 결론을 채

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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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면 검토자는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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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신청자가 제시한 발전소 부지와 광역지역의 지질 및 지진특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자의 결론이 해당 적용요건들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검토자는 안전심

사보고서에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와 수행한 조사는 적절하다고 기술한다. 검토자는 신

청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주요 미비점에 관한 검토자의 유보사항이 있을 

경우를 명확히 기술한다. 최종 결론은 건설허가 단계와 운영허가 단계에서 검토자에 

의해서 내려져야 한다.

   운영허가 검토 시는 건설허가시의 안전심사보고서 이후에 발생된 모든 새로운 정

보가 보고서에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건설허가 과정에서의 질의/답변 및 

허가조건사항이 평가결과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운영허가 단계의 안전심사보고

서 중 이 절에 관한 전형적인 평가결과 유형은 다음과 같다.

“발전소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특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건설허가시의 

문제점과 검토이후로 부터 수집된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다. 새로운 검토 자료

에는 부지 및 부지 주변지역 조사와 최근에 출판된 서적 등의 관련 자료를 이

용하여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자료는 요건에 따

라 적절히 제시되었으며, 신청된 발전소 부지는 적합하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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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지질 및 지진"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6. 경수로형원전 규제기준 1.6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

 7. 경수로형원전 규제지침 1.6(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에 관한 평가)

 8. 경수로형원전 규제지침 1.10(지질 및 지반특성의 조사 및 시험에 관한 품질보증)

 9. 10 CFR 100, "Reactor Site Criteria."

10. Regulatory Guide 1.165, U.S. NRC,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Seismic 

Sources and Determination of Safe Shutdown Earthquake Ground Motion."

11. Regulatory Guide 1.208, U.S. NRC, "A Performance-Based Approach to Define 

Site-Specific Earthquake Ground Motion."

12. Regulatory Guide 1.132, U.S. NRC, "Site Investigations for Foundations of Nuclear 

Power Plants."

13. Regulatory Guide 1.138, U.S. NRC, "Laboratory Investigations of Soils for 

Engineering Analysis and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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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Nuclear Power Plants"

15. Regulatory Guide 4.7, U.S. NRC, "General Site Suitability Criteria for Nuclear 

Power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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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5.2절 지진동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부지의 안전정지지진 결정을 위해 수행된 지진학적,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그리고 

지질공학적 조사 내용 및 결과를 검토한다. 안전정지지진이란 광역적 및 국지적인 지

질, 지진 및 부지하부 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된 최대 잠재지진에 기초한 것으로

서,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설계되는 지진동이다.

  구체적인 검토분야는 지진활동도(2.5.2.1절), 부지 및 주변 지역의 지질 및 지체구조

적 특성(2.5.2.2절), 지질구조 또는 지체구조구와 지진 활동과의 관계(2.5.2.3절), 최대잠

재지진(2.5.2.4절), 부지에서의 지진파 전달특성(2.5.2.5절),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

(2.5.2.6절), 안전정지지진(2.5.2.7절)이다.

검토연계분야

 1. 부지의 지반공학적 측면 및 토양과 기초지반의 지진동 응답해석에 사용된 모델 및 

방법은 안전심사지침 2.5.4(지하물질과 기초의 안정성)절에서 검토된다.

 2. 이 절에서 수행된 지구과학적 검토결과는 안전심사지침 2.4.6절(지진해일로 인한 

가능최대홍수) 및 3.7.1절(내진설계입력)에서 이용된다.

II.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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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허가기준) :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

가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적․물적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 원자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지진 및 지질공학특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지질 및 지진) : 원자로시설은 지진 

또는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지점 및 주변의 지표면이 붕괴되거나 함몰될 가능성이 없고, 경사면과 지

반이 안정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안전

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 등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현상을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설계기준에 고려하여야 한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 원자력안

전법 제11조(허가기준)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지질 및 지진) 

및 제13조(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를 만족하기 위한 세부기준으로 아래의 외국기준

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가. 10 CFR 100 Appendix A(Seismic and Geologic Siting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 원자로시설의 부지 선정 및 안전정지지진 결정을 위한 지질, 

지진, 지구물리, 지질공학적 조사의 요건, 평가절차, 기준을 규정한다.

나. Regulatory Guide(이하 “RG") 1.60(Design Response Spectra for Seismic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 원자로시설 내진설계에 사용될 수 있는, 평

활화된(smoothed) 응답스펙트럼을 제시하고 있다.

다. RG 1.132(Site Investigations for Foundations of Nuclear Power Plants) : 지진을 

포함한 예상 하중조건에서의 기초지반 성능과 토목공사 측면의 부지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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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위한 지질공학적 부지조사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추나 시

료채취와 같은 지표조사에 대한 지침도 제공하고 있다.

   라. RG 1.138(Laboratory Investigations of Soils for Engineering Analysis and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 원자로시설의 공학적 해석 및 설계를 위한 토양 특

성의 실내시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6.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1.6.4(지진특성) : 원자로시설 부지 및 주변지역의 지질학, 

지진학, 지구물리학적 자료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설계지진을 결정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7. 경수로형 원전 규제지침 1.6(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에 관한 평

가) : 원자로시설 건설부지에 대한 지질, 지진 및 지반 특성의 조사, 분석 및 평가

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8. 경수로형 원전 규제지침 1.7(부지 설계지진 결정) :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1.6.4

(지진특성)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방법 및 절차를 기술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사는 10 CFR 100, Appendix A의 IV(a)절에 기술되어 있다. 

내진설계의 기반을 결정할 때 허용될 수 있는 절차는 Appendix A의 V(a)절 및 VI(a)절

에 기술되어 있다. 내진설계는 타당하고 보수적인 안전정지지진의 결정에 기초한다. 

10 CFR 100, Appendix A의 III절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안전정지지진은 광역 및 국부 

지질, 지진, 부지하부 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부지에서 야기될 수 있는 지

진동 응답스펙트럼으로 기술된다. 내진설계의 기반을 설정할 때 필요한 조사는 부지마

다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포괄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제시될 수 없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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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 지진활동도

  검토자는 완전한 역사지진 기록이 열거되고, 열거된 각각의 지진에 대하여 조사 가

능한 지진요소가 모두 주어질 때 이 절을 허용한다. 부지로부터 반경 200 km 내에 일

부라도 포함되는 모든 지체구조구 및 지질구조와 관련된 지진 중, MM (Modified 

Mercalli) 진도 IV 이상 또는 규모 3.0 이상으로 보고된 모든 지진이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목록에 열거된 모든 지진의 진앙이 도시된 광역지도가 제시되어야 하며, 부지로

부터 반경 50 km 내에서 보고된 모든 지진의 진앙을 도시한 더 작은 축척의 지도가 

보조로 제시되어야 한다. 조사가 가능한 경우, 각각의 지진에 대하여 진앙, 진원깊이, 

지진발생시각, 최대진도, 규모, 지진모멘트, 진원기구, 지진원의 기하학적 규모, 부지로

부터의 거리, 강지진동 기록(자료의 출처 제시), 가용한 모든 종류의 규모, 즉 mb, ML, 

Ms, Mw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지진에 의해 야기된 모든 지질학적 파괴 

즉 액화현상, 산사태 등과 함께 이를 야기한 강지진동의 추정 수준과 물질의 물리적 

특성이 완전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모든 지진자료에 대해 신뢰도, 정확도, 완전성을 분석해야 한다. 대상 지역의 지진이

력이 완전하게 기술되었는가는 출판된 자료의 비교를 통하여 결정한다. 지진에 대한 

정보가 출판된 참고문헌 간 상충할 경우에는 인허가를 위해 어느 것이 적절한 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2.5.2.2 부지 및 주변지역의 지질 및 지체구조적 특성

  검토자는 대상 지역의 지진잠재력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질구조 및 지체

구조적 활동이 모두 확인되었거나, 또는 적절한 조사의 수행을 통하여 중요한 지체구

조가 모두 확인되었다는 것이 보장될 때 이 절을 수용한다. 지체구조구 및 확인된 지

질구조의 지진 발생 잠재력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 

2.5.1절에 제시된 자료와 그 밖의 지체구조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일관성 있고 근거가 

명확한 하나의 평가결과로 개발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일부라도 부지로부터 반경 

200 km 내에 속하는 모든 지질구조 및 지체구조구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된 지진발생구조가 모든 관측된 지진활동을 대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지표 

또는 지표 가까이에서 인지되지 않은 지진발생구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

적으로 지진지체구조 모델은 지진발생구조와 지진지체구조구의 2가지 지진원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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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다. 지진발생구조는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지질구조이며, 지진

지체구조구는 지진 발생과 연관된 특정 지진구조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지진이 분산적

으로 발생하는 지역이다.

  검토자는 지진지체구조구를 균일한 지진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해석한다. 

제안된 지진지체구조구는 지진활동도 조사, 지사의 차이, 현재의 지체구조적 환경의 

차이 등을 근거로 할 수 있다. 지진지체구조구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는 (1) 대상 지역

의 제4기(최근 약 180만 년 전 이후) 지체구조를 가장 잘 반영하는 현생 지체구조적 

환경의 발달 및 특성과 (2) 역사지진활동의 양상 및 수준이다. 지진지체구조구별로 지

질구조, 지체구조적 역사, 현재 및 과거의 지응력장 및 지진활동도에 대한 특성이 기

술되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검토자의 안전성평가보고서를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문헌 자

료로부터 유도된 대체 가능한 지진원 모델이 검토되어야 한다. 관측된 자료와 가장 잘 

일치하는 모델을 수용한다. 또한 활동성 단층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10 CFR 100, 

Appendix A의 IV(a)(8) 및 안전심사지침 2.5.1절에 기술된 추가 조사의 결과가 제시되어

야 한다. 여기에는 지체구조구, 진앙지, 지체구조구의 특성과 관련된 지질구조 및 그 

밖의 특징, 그리고 모든 활동성 단층의 위치를 보여주는 광역지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2.5.2.3 지질구조 또는 지체구조구와 지진활동과의 관계

  검토자는 대상 지역의 지진활동 이력과 지질구조 또는 지체구조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 절의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2.5.2.1절에

서 논의된 지진이 지질구조나 지체구조구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수용한다. 한 지진의 진원 또는 많은 지진의 진원이 지질구조와 합리적

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개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지질

구조(지질 및 지구물리 자료, 지진활동도, 지체구조 발달사) 및 광역지체구조 모델 등

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진의 진앙결정에 사용된 방법 및 정확도, 지진 활동과 관련된 

지질구조(지진발생구조)와 지체구조구 내 다른 지역의 대비 및 비교에 대한 상세한 설

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지진계에 의해 결정된 진앙과 관련되어 있는 단층의 활동성 결

정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에는 지체구조구, 진앙지, 그리고 지체구조구의 정의에 이용된 

지질구조 및 측정값의 위치를 도시한 동일한 축척의 광역지도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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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제시된 지체구조구에 대한 허용여부는 지질 및 지진 자료에 대한 검토자의 

독자적인 검토를 근거로 결정된다.

2.5.2.4 최대잠재지진

  검토자는 각 지진원(지진발생구조 또는 지진지체구조구)과 관련된 최대잠재지진이 

평가되고, 부지에 최대 지진동을 발생시키는 지진이 결정되면 이 절을 수용한다. 지진

발생구조의 최대잠재지진은 해당 지진발생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진으로

서, 그 발생 가능성이 현재의 지체구조구적 환경을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지

진이다. 지질 또는 지진학적 증거로부터 최대 역사지진보다 큰 최대지진이 예상될 수

도 있다. 지진지체구조구의 최대잠재지진은 해당 지진지체구조구와 관련된 최대 역사

지진으로 결정된다. 각 지진발생구조 또는 지진지체구조구와 관련된 지진이 확인되어

야 한다. 지진이 지진발생구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지질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

대잠재지진이 평가되어야 한다. 최대잠재지진의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서 단층 형태, 

단층 길이, 단층 변위율, 단층 파괴길이, 단층 파쇄면적, 모멘트, 그리고 지진이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활동성 단층 등 지진발생구조로 확인 또는 가정된 단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잠

재지진을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자는 대상 지역에서의 경험과 단층의 지진이력 및 변

위이력을 검토하여 보수적인 값을 수용한다. 부지에서의 지진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적

절한 지진 에너지 감쇄(Attenuation) 효과를 가정해야 하며, 지질구조 또는 지체구조구

와 관련된 최대 지진이 해당 지질구조 또는 지체구조구 내 부지와 가장 가까운 지점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이에 대한 상세 지침은 10 CFR Part 100, 

Appendix A(참고문헌 5)의 V(a)에 기술되어 있다.

  부지에서 가장 큰 지진동을 유발시키는 지진이 정의되어야 한다. 만일 서로 다른 잠

재지진이 서로 다른 주파수대에서 최대로 심각한 지진동을 유발할 경우에는 이들 지

진들을 모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잠재지진을 기술할 때에는 최대 규모 또는 최대

진도와 부지까지의 거리를 포함해야 한다. 검토자는 각각의 지진발생구조 또는 지진지

체구조구의 최대잠재지진에 의해 부지에서 발생되는 지진동을 독자적으로 평가한다. 

부지에서 최대지진동을 발생시키는 잠재지진의 기술에 대한 허용여부는 검토자의 독

자적인 해석에 달려있다.



제2.5.2절                                                    개정 4 – 2014. 12- 7 -

2.5.2.5 부지에서의 지진파 전달특성

  검토자는 부지의 기반암을 덮고 있는 물질의 지진파 전달특성(증폭 또는 감쇠)이 주

요 주파수의 함수로서 기술되었을 때 이 절을 수용한다. 부지 하부의 각 지층들에 대

하여, 지진파의 압축파 및 전단파 속도, 밀도, 토양지수 특성 및 분류, 변형수준에 따

른 전단계수 및 감쇠(Damping) 특성의 변화, 그리고 지하수위 및 그 변화 등이 결정되

어야 한다. 각각의 물성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이 안전성분석보고서 2.5.4절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 절과 상호 참조될 수 있어야 한다. 2.5.2.4절에서 결정된 최대지진

에 대하여 자유장(Free Field) 지진동(주요 주파수 포함)이 결정되어야 하며, 주요 주파

수대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지진파에 대한 부지 효과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이 수행되

어야 한다.

  수직방향으로 전달되는 전단파가 최대 지진동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1차원 선형분

석 또는 비선형분석이 적합할 수 있으며 지반공학 및 구조공학과 연계되어 검토된다. 

수평으로 전달되는 전단파, 압축파, 또는 표면파가 최대 지진동을 발생시킬 경우에는 

다른 분석 방법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변수들이 아직 잘 정의되지 않았고 

기술이 아직도 개발 단계이므로, 현시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절차를 공표할 수 없

다. 그러므로 검토자는 사용된 모든 분석 방법에 대하여 검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해석적 방법으로부터 결정된 부지 응답

특성을 이들 자료와 비교하여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5.2.6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

  검토자는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을 통하여 평균 값, 중앙 값(50 백분위 값), 15 

백분위 및 85 백분위 값 지진재해도 곡선이 제시되었을 때 이 절을 수용한다. 확률론

적 지진재해도 분석에는 2.5.1~2.5.5절에 기술된 지질, 지진, 지질공학적 정보에 기반해

야 하며, 이들 정보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지진원 모델, 지진동 감쇄모

델, 부지하부 물질 특성에 대해 충분한 대체 모델을 포함해야 한다. 각각의 대체 모델

에는 상대적 신뢰도를 평가하여 가중치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들 대체 모델의 조합은 

수많은 경우를 생성하므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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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 안전정지지진

  검토자는 안전정지지진이, 2.5.2.5절에서 결정된 부지의 지진파 전달효과를 고려할 

때 최소한 2.5.2.4절에서 결정된 최대지진으로부터 부지에 야기되는 지진동만큼 보수적

인 수평 및 수직 응답스펙트럼으로 제시되면 이 절을 수용한다. 안전정지지진이 최대

지반가속도 기준으로 0.1 g보다 작은 경우에는 0.1 g로 결정해야 한다. 2.5.2.6절에서 

작성한 재해도 곡선으로부터 안전정지지진에 대한 연평균 초과빈도가 계산되어야 한

다. 안전정지지진에 대한 평균초과빈도가 1.0×10-3/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지 않도록 

안전정지지진을 상향 조정한다. 그러나 평균초과빈도가 1.0×10-3/년보다 작더라도 안

전정지지진을 하향 조정하지 않는다. 액상화 가능성 및 원자로시설 기기 설계를 위하

여 강지진동의 지속기간 및 주파수 함량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아래의 내용은 안전정지지진의 평가시 허용된 절차로서, 검토자는 부지의 조건이 어

느 것과 잘 부합하는 가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아래의 절차 중 어느 것을 적용하더라

도, 제안된 자유장 응답스펙트럼이 2.5.2.4절에 기술된 최대지진으로부터 추정된 84 백

분위 지진동 응답스펙트럼보다 크거나 같을 때 허용된다.

 1. 지진원, 지진파 전달경로, 부지특성이 최대지진과 유사하여 선정된 강지진동 기록

의 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수평 및 수직 성분의 부지고유 응답스펙트럼을 통계적으

로 개발하여야 한다. 지진동 기록이 자유장 조건에서 기록된 것이며, 기록장치의 

위치 및 격리시설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토양-구조물 상호작용에 의한 효과가 없

거나 보정되었다는 것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지진의 규모는 중요한 지진원 

특성 요소이며 가능한 경우 단층의 형태와 지체구조 환경도 함께 기술한다. 지진

파 전달 경로의 특성에는 진앙거리, 진원깊이, 그리고 감쇄가 포함된다. 부지특성

에는 전단파 속도 구조와 그밖에 상이한 주파수에서 지진파의 진폭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가 포함된다. 이들 요소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포괄하기 위하여 충분히 많

은 수의 부지 고유 시간이력이나 응답스펙트럼, 또는 두 가지 모두로부터 적절한 

광대역 스펙트럼이 작성되어야 한다. 84 백분위 응답스펙트럼을 각각의 관심 있는 

감쇠값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최대가속도로부터 비례조정(Scaling)된 스펙트럼

보다는 직접 추정된 스펙트럼이 더 바람직하다. 부지고유 응답스펙트럼 작성에 사

용된 자료가 대상 부지의 지질 조건과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지고유 응답스펙

트럼에 부지 효과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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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강지진동 기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진원, 지진파 전달경로와 부지 특성을 

가장 잘 대표하는 강지진동 자료를 비례조정 함으로써 응답스펙트럼을 근사적으로 

구한다. 민감도 조사를 통하여 비례조정의 효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3. 강지진동 기록들이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규모, 거리, 그리고 기초지반의 조건에 

대한 부지고유 최대가속도, 속도 및 (필요한 경우) 변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응답

스펙트럼은 적절한 증폭값을 이용하여 가속도, 속도, 그리고 변위를 비례조정 함으

로써 결정된다. 최대가속도 값의 추정만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대가속도 값을 RG 

1.60 응답스펙트럼의 고진동수 점근값으로 하고 수평 및 수직 성분을 적절한 증폭

요소들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각의 최대지진에 대한 최대 지진동

값은 가속도, 속도, (필요한 경우) 변위, 지진의 크기, 거리에 대한 최근의 관계식

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MM 진도 VIII 이상에 대한 자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와 최대 지진동값과의 경험식은 내진설계에 적절한 가속도 값을 결정할 때 적

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입력변수 및 모델의 적합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에는 지진동에 대한 이론-경험적 

모형으로부터 개발된 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부지고유 응답스펙트럼을 보완할 

수 있다. 원거리 지진에 의한 지진동의 주파수 함량 및 지진파의 형태는 근거리 

지진에 의한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진동 모형은 활동성 단층에 인

접한 부지에서 특히 유용하다.

III. 검토절차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원자로시설의 위치

에 관한 기술기준)에 제시된 조사요건과 부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를 수행한다. 

검토자는 부지에 고유한 사항을 확인하며, 그 상세 정도에 따라 검토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승인 및 등재 후, 지진재해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가적

으로 요구되는 자료를 확인하여 추가자료 요구서를 신청자에게 발송한다.

  부지 및 부지 주변지역에서 노두, 시추, 지구물리 자료, 트렌치 등을 통하여 밝혀진 

지질조건, 그리고 운영허가 심사시에는 건설 중에 노출된 지질조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검토자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신청자 및 신청자의 자문

역과 논의하여, 검토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명확하게 이해시킨다. 현장방문 후

에는 개정된 추가자료 요구서를 신청자에게 공식적으로 발송하며, 여기에는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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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제기된 추가 질의도 포함될 수 있다. 질의에 대한 신청자의 답변을 평가하고, 추

가 자료에 대한 요구서를 작성하며, 신청자와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 사항을 공식화하

여 이를 신청자에게 공식적으로 발송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추가자료 요구서에 대한 수정안을 검토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앞의 II절(허용기준)에 기술된 기준에 부합하는가를 결정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방문, 검토자의 자문역 또는 문헌을 통하여 얻은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자

는 독자적으로 적합한 지진원 모델을 확인하고, 각 지진원의 지진잠재력을 II절(허용기

준)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검토자는 최대잠재지진이 부지에 야기할 수 있는 

지진동을 평가하여 안전정지지진을 정의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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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 특성 검토가 완료되어 신청자가 관련 법적 요건이

나 지침을 충족시킨 것으로 평가되면, ‘제출된 자료 및 수행된 조사가 대상 원자로시

설 부지의 지진안전성과 관련된 신청자의 결론과 부합한다.’고 안전심사보고서의 결

론에 기술한다. 이 결론에 추가하여 안전심사보고서의 이 절에는 (1) 지체구조구의 정

의, (2) 대상 지역 내에 존재하는 지질구조의 활동성 평가, (3) 안전정지지진 및 자유장 

응답스펙트럼의 결정을 포함시킨다.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존재하는 모든 중대

한 미비점에 대한 조건사항은 관심사항의 정확한 본질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충분히 

자세하게 기술한다. 상기 평가는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중에 이루어진다.

  운영허가 신청자료의 검토는 건설허가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 이후에 개발된 모든 

새로운 정보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건설허가시 권고 사항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함

께 검토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의 검토 결과에 대한 전형적인 요약은 다음과 같다.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진학적 측면의 검토에 있어 건설허가 발급과 관련하여 수행된 

초기 검토 이후에 조사된 관련 자료를 고려하였다. 이들 새로운 자료에는 최근에 출판

된 문헌자료의 검토뿐만 아니라 부지 및 부지 인근 조사로부터 취득된 자료를 포함한

다. 지진학적 자료에 대한 최근의 검토결과, 지진학적 관점에서의 부지 안전성과 관련

된 이전의 결론이 유효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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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I절의 허용기준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지진학적 정보는 원자로시설 부지내에 활

동성 단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2. 안전정지지진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은 허용기준의 요건에 부합하는 자유장 응답스

펙트럼이다.

  제안된 원자로시설 부지에 대하여 검토된 새로운 정보는 안전성분석보고서 2.5.2절

에 논의되어 있다. 원자로시설 부지는 지진학적 관점에서 수용 가능하며, 아래 허용기

준의 요건을 만족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허가기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지질 및 지진) 및 제13조(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지질 및 지진"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5.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1.6.4, “지진특성”

 6. 경수로형 원전 규제지침 1.6,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에 관한 

평가”

 7. 경수로형 원전 규제지침 1.7, “부지 설계지진 결정”

 8. 10 CFR 100, Appendix A, "Seismic and Geologic Siting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9. Regulatory Guide 1.132, "Site Investigations for Found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10. Regulatory Guide 1.138, "Laboratory Investigations of soils for Engineering 

Analysis and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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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Regulatory Guide 1.60, "Design Response Spectra for Seismic Design of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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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5.3절 지표단층작용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신청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단층작용

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다. 이 절에는 발전소 원자로로부터 반경 40 km

이내 지역에서의 지표 및 지하에 대하여 조사 평가된 지질, 지진 및 지구물리특성 등

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제시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지 및 인접지역의 지질, 지진 및 지구물리조사 자료 (2.5.3.1절)

  2. 지표변형에 대한 지질학적 증거 (2.5.3.2절)

  3. 신기지구조단층과 지진활동과의 상관성 (2.5.3.3절)

  4. 가장 최근에 일어난 변형운동의 시기 (2.5.3.4절)

  5. 부지지역에서의 지체구조와 광역지체구조와의 상관성 (2.5.3.5절)

  6. 신기지구조단층의 특성 (2.5.3.6절)

  7. 제4기 변형지역에 대한 조사 및 특성 (2.5.3.7절)

  8. 부지에서의 지구조 변형 가능성 조사 및 결과 (2.5.3.8절)

검토연계분야

      이 절에서 검토되는 사항은 지질 및 지진에 관한 기초자료(안전심사지침 2.5.1),

지진동(안전심사지침 2.5.2), 지하물질과 기초의 안정성(안전심사지침 2.5.4), 사면안정성

(안전심사지침 2.5.5) 등과 연계하여 적절성을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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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이 절에 적용 가능한 법규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건설시 필요한 허가기준으로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

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관련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운영시 필요한 허가기준으로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

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 

및 운영기술지침서가 관련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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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원자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지진 및 지질공학특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지질 및 지진"

      가. 원자로시설은 지진 또는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

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그 설치지점 및 주변의 지표면이 붕괴하거나 함몰의 가능성이  

없고, 경사면과 지반이 안정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질 및 지진학적 특성, 단층현상, 지표 및 지반의 특성에 대한 조사·분

석·평가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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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하여 검토자가 허용할 수 있는 외국의 관련 

준용 가능한 기술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6. 경수로형원전 규제기준 1.6.5 “지표단층작용”

     이 규제기준은 원자력발전소 건설부지 주변에 지표단층작용의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그에 따른 영향범위 설정 및 부지적합성 평가 기준을 규정한다. 사업자는 

이 규제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된 방법과 절차가 동 규제기

준을 만족하는데 있어 기술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해야 한다.

7. 경수로형원전 규제지침 1.8(지표단층작용 영향범위 설정)

     이 규제지침은 규제기준 1.6.5 “지표단층작용”에서 요구하는 지표단층작용 영향범위 

설정에 필요한 조사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공한다. 사업자는 이 규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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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기술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지 및 인접지역의 지질, 지진 및 지구물리조사 자료

      가. 부지의 층서, 단층의 연대결정법, 제4기 지구조, 구조지질, 지사, 지진 및 지

구물리조사 및 기술내용이 충분하고 적절할 경우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같은 지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기존 조사내용과 일치되어야 하며,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 자료가 포함되었는지 검토한다.

      나. 임해부지 및 대규모 수역과 인접한 부지의 경우, 지질, 지진 및 지구물리학

적 정밀 조사가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또는 수역에 대해서도 수행되어야 한

다. 지표 및 기반암에 관한 지질, 구조지질, 지형 및 이러한 특성들과 발전

소의 안전성 관련구조물과의 지반과의 관계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적절

한 축적을 가진 부지 및 광역지질도 그리고 단면도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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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표변형에 대한 지질학적 증거

      가. 원자력발전소 부지로부터 반경 약 40 km이내 지역의 지표 및 지하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근거하여 신기지구조단층의 존재 유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결론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으면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여기에는 단층의 기하학적 분포특성과 가장 최근의 변위시기를 

포함한 과거 변위이력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원자력발전소 부지로부터 반경 약 5 km이내에 신기지구조단층이 존재할 경

우, 단층의 기하학적 특성, 변위량, 재래주기, 단층길이, 단층생성시기, 최종변

위시기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지형도, 고/저 표고 항공사진, 인공위성 영상자

료에 의하여 단층 및 선구조로 해석되어 질 수 있는 모든 지질학적 증거자료

가 제시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원활한 검토를 위하여 선구조 조사에 사용된 

식별목록, 색인 및 원격탐사자료의 사본이 검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조사범위 내에 신기지구조단층이 단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경

우, 정밀하고도 세부적인 부지의 지표 및 지하에 대한 지질, 지진 및 지구물리

학적 조사(현장 지질조사, 지질도 작성, 지구물리탐사, 시추조사, 트렌치조사 

등)에 기초를 둔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는 부지 고유의 지

질학적 복잡성에 따라 정밀조사방법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신기지구조단층과 지진활동과의 상관성

      가. 부지로부터 반경 40 km이내에 존재하는 역사 지진기록 및 계기에 기록된 

모든 지진들에 관한 진원지와 지진발생원과 부지에 발달하는 단층과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평가를 수행하야 한다.

      나. 지표변형 가능성에 대하여 적절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적합

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설명과 결부하여 신기지구조단층을 나타내는 

지도위에 진앙지가 중첩된 도면이 제시되어야 한다.

   4. 가장 최근에 일어난 변형운동의 시기

      가. 지질학적, 고지진학적, 지질연대학적, 지구물리학적 방법 등을 사용하여 부지

로부터 40 km이내에 존재하는 모든 신기지구조단층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수행되어 적합한 분석․평가가 수행되었을 경우,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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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평가에 사용된 조사방법의 절차, 측정한계, 감도 등 시험방법 및 결과에 대

한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5. 부지지역에서의 지체구조와 광역지체구조와의 상관성

      가. 부지지역의 단층과 광역지체구조구와의 구조적 및 성인적인 관계가 적절한 

조사를 통하여 제시되면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활동성 지체구조구 지역에서는 부지지역 단층과 지진 유발 광역단층과의 구

조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정밀지질조사 및 지구물리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 결론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현장 조사 및 분석에 의한 증거들이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6. 신기지구조단층의 특성

      가. 발전소 부지로부터 반경 40 km이내의 모든 신기지구조단층을 조사하고, 이

들 각 신기지구조단층에 대하여 기하학적 특성, 길이, 운동의 변위량, 가장 

최근 및 과거에 일어난 운동의 연대 분석자료 및 분석 측정한계가 제시되었

을 경우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바다, 강 및 호수에 인접한 모든 발전소 부지에 대해서도 상기 정밀한 조사

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부지 특성상 일부 조사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7. 제4기 변형지역에 대한 조사 및 특성

      가. 신청자가 정한 신기지구조단층에 대한 지표단층작용 영향대에 대한 제4기 

지층에 대한 조사, 단층과의 상관성 조사 등의 정밀조사가 관련 허용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를 합리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부지에 중요한 제4기 지층의 교란이나 옵셋 등을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정

밀하게 작성된 제4기 지형 및 지질도 도면이 제시되어야 한다.

   8. 부지에서의 지구조 변형 가능성 조사 및 결과

      가. 신청자는 정밀조사를 수행하여 지표변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본 

절에서 충분히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발전소 부지로부터 반경 5 km에서 약 40 km사이 지역에 신기지구조단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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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함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트렌치조사 등 제4기 지층과의 상관성 조사, 

현장지표지질조사, 물리탐사, 항공사진분석 등 정밀지질조사를 통하여 확인

된 단층의 연장성, 방향성 등을 통하여 반경 5 km이내 까지 연장되는 지의 

여부를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다. 발전소 부지로부터 반경 5 km이내에 신기지구조단층이 존재함이 확인되었을 경

우, 해당 단층에 의한 지표단층작용 영향대를 평가하여야한다. 이때, 해당 단층

과 교차하거나 인접하여 발달하는 단층에 대해서는 시공간적 상관성을 평가하

고, 연동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지표단층작용 영향대에 포함시킨다. 

      라. 원자력발전소 부지 반경 5 km 이내의 신기지구조단층(지표단층작용 영향대 포

함)이 부지를 향하거나 부지에 인접하여 통과할 경우, 해당 단층과 부지 사이

의 지역에 대하여 지구물리탐사, 시추, 트렌치 등을 포함한 정밀지표조사를 수

행한 후 해당단층과 그로인한 지표단층작용 영향대가 부지내로 연장되지 않음

을 충분한 증거자료와 함께 입증하여야 한다.

      마. 발전소 부지내(부지반경 약 1 km이내)에 지표단층작용 영향대가 일부라도 

포함될 경우, 지표변형에 따른 원자로시설물의 공학적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대체 부지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원자력발전소 부지는 지질학적으로 복잡하거나 불확실성이 큰 지역에 위치하는 것

을 피하여야 하며,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보수적으로 평

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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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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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clear Power Plants"에 제시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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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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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의 검토는 다음의 3단계로 나누어 수행된다. 첫째 단계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검토자는 제출된 안전성분석보고서가 서류의 기

술체계에 관한 요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와 보고서에 기술된 지표단층작용에 관한 자

료의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이러

한 과정에서 검토자는 장기간의 심사기간을 요할 수 있는 현안사항을 도출하며, 사전

에 관련 지역에 대한 기존문헌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수집․분석 한다  

   신청 서류의 적합성이 확인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철저한 기술내용(조사

내용, 조사범위, 조사방법 및 결과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부지에서의 지표단층작

용 영향평가 및 그에 따른 부지적합성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단층이 존재

할 경우 지표단층작용 가능성과 그것이 발전소의 안정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검토자는 해당 부지를 고려하여 부지에 적합한 시추조사, 트

랜치조사, 탄성파탐사 등 물리탐사, 지질도작성 및 지진관측과 같은 여러 가지 조사방

법을 수행하도록 신청자에게 요구한다. 검토자는 이러한 조사의 결과를 상호 대비하여 

단층의 존재와 정도 및 단층작용에 의한 피해여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지

표단층작용의 가능성이 있는 부지는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충분한 입증이 없을 

경우에는 본 부지를 포기하고 타 부지를 선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검토자의 방침임

을 신청자에게 주지시킨다.

   지표단층작용의 존재여부에 대한 문제는 부지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는 검토의 초기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하지

만 그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는 단층이 건설 중 굴착부에 나타나거나 지역 내에서 여

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견된 경우는 예외이다. 신청자는 중요한 지질구조를 가진 

굴착면을 검토자가 검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검사시기와 상기의 굴착부에 관한 조사

가 진행되는 동안 상세한 지질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를 검토자에게 사전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또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단층이 부지반경 5 km이내

에서 발견되면 신청자는 검토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부지 및 부지주변지역에서 단층이 발견될 경우 그 단층의 신기지구조단층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절대연령 측정방법(동위원소 이용방법 등), 시대가 

알려져 있는 광역지체구조활동과 단층작용과의 상호관계, 제4기 지층과의 상관성조사, 

그리고 층서 또는 지형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단층작용의 시대를 결정함으로써 이루

어질 수 있다. 연대측정법(주로 동위원소법)은 적용 가능한 여러 방법을 적용하여 가능

한 오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검토자는 굴착부의 조사와 같은 현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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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답사 및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 검토자는 연대분석을 위해서 전단대

(Shear Zone)로 부터 시료를 추출할 수 있으며, 트랜치 조사를 수행할 수도 있다.

   1. 부지 및 인접지역의 지질, 지진 및 지구물리조사 자료

     검토자는 독자적인 문헌조사 및 결과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자료와의 상

호비교를 수행함으로써 이 절을 평가한다. 이러한 비교는 신청자가 제시한 결론

이 타당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내용

과 일치하며, 검토자와 자문자가 내린 결론과 일치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신청자가 내린 결론과 가정이 기존문헌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러한 결론을 뒷받

침해 줄 수 있는 현장조사 결과자료 및 타당한 근거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한다.

   2. 지표변형에 대한 지질학적 증거

     기존 문헌조사 및 부지조사를 통하여 인지된 모든 단층의 증거가 부지조사에 고

려되었음을 먼저 확인함으로써 본 절을 평가한다. 신청자의 부지조사 결과는 변

위존재의 증거 또는 변위의 잠재성에 대한 증거가 있는 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

여 정밀하게 조사되고 상호 비교되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발견되면 옵셋

(Offset)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거나 또는 옵셋이 존재할 경우 단층의 특성을 

정의하기 위한 야외조사, 지구물리조사, 시추, 트랜치 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수행되어야 하며, 검토자는 이들 결과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신기지구조단층과 지진활동과의 상관성

     이 절은 안전심사지침 2.5.2절의 내용과 서로 연계하여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2.5.2절의 검토로부터 도출된 역사 및 계기지진 자료와 광역지체구조구상의 특성

과 비교하여 이러한 지진들이 부지지역의 지질구조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에는 지진의 진원지 계산오차에 대한 평가

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용할 수 있으면, 지진원 메카니즘을 단층의 기하학적 형

태와 관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에게 단층의 변수와 지진의 크기와

의 관계를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변수에는 단층의 변위율, 단층작용의 시

간적 재발간격, 단층의 길이 및 단층의 유형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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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장 최근에 일어난 변형운동의 시기

     검토자는 신청자가 적용한 연대측정법이 적절한 절차 및 부지조건에 적합한 지

의 여부를 검토한다. 어떤 경우는 부지에 가장 적합한 특수한 연대측정기법이 사

용되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방법들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적용방법에 대한 구

체적인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5. 부지지역에서의 지체구조와 광역지체구조와의 상관성

     검토자는 광역지체구조구에 대한 신청자의 평가내용이 기 출판된 관련문헌 내용

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신청자가 제시한 결론이 타당한 지질학적 이론에 

근거하여야 하며, 적용한 지질 및 지구물리조사 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부지로부터 반경 5 km 이내지역을 통과하는 단층과 광역단층과의 

구조적 상관관계를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밀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조사기법

의 타당성 또한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신기지구조단층에 대한 특성

     검토자는 부지 및 주변지역에 발달하고 있는 모든 신기지구조단층의 특성을 결

정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충분하게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다. 주요단층의 특성은 단층의 길이, 방향성 및 단층과 광역구조와의 관계, 단층

을 따라 발생한 변위의 특성, 양 및 지사 등이다. 부지주변에서는 감지되지 않으

나 신기지구조단층의 존재와 결부된 지표 부근의 변위로 인한 재해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넓은 지역에 걸친 조사가 정밀하게 

수행되었을 때 검토자는 만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7. 제4기 변형지역에 대한 조사 및 특성

     검토자는 단층작용에 관한 정밀조사가 요구되는 지역을 허용 기준에 따라 결정 

하였는지, 신청자의 단층조사 결과가 기존문헌과 연계하여 검토되었는지 등을 확

인한다. 기준 1단계의 일부로서 특정분야의 조사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조사결과는 단층조사에 요구되는 외곽한계가 충분히 보

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외곽 경계부를 구체화하기 위한 자료가 충분

하지 못할 때는 좀 더 보수적인 가정들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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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부지에서의 지구조 변형 가능성 조사 및 결과

     단층작용에 대한 정밀지질조사에 의하여 부지에 지표변위의 잠재성이 존재하면 

검토자는 신청자에 대하여 다른 부지를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향후 지표변위가 

발생하더라도 원전에 대한 설계 및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게 될 때는 지표단층작

용에 대한 설계기준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입증자료 제출이 요구된다.

   검토자는 부지고유의 특성, 조사 자료의 부족, 기타 자연현상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지의 안전성에 보수적인 결론을 채

택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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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발전소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검토가 완료되어, 신청자가 허용기준을 만족시

키고 있다고 판단되면,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와 수행된 조사가 타당할 경우 

제안된 원전부지는 지질 및 지진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안전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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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5.4절 지하물질과 기초의 안정성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신청자는 원자력발전소의 시설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토양과 암석의 특성 

및 안정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 자료는 정적 및 안전정지지진(SSE)을 포

함하는 동적조건을 모두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이들 물질들은 내진범주 I급 시설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의 안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이

러한 물질들의 특성 및 안정성에 관한 평가는 안전심사지침 3.7절 및 3.8절의 내용과 

부합되어야 한다. 이 절에서 검토되는 많은 자료는 타 절에서 제시될 수도 있는데 그

러한 경우 이 절에서 반복하기 보다는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검토분

야는 다음과 같다.

1. 부지인접지역내의 지질특성(2.5.4.1절)

가. 실제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표 또는 지표면 하부의 함몰, 용해, 융기 또는 

붕괴지역

나. 변질대 또는 불규칙한 풍화지층 및 지질구조적 연약대

다. 기반암내의 잔류응력과 이로 인한 포행 및 반발효과의 가능성

라. 함유하고 있는 광물학적 특성, 압밀의 부족, 함수량, 또는 지진이나 다른 현상의 

응답으로 인하여 불안정해질 수 있는 토양이나 암석

마. 기초지반 물질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배열의 절리군이 발달된 암석

바. 토양 또는 암석의 퇴적 및 침식에 관한 이력

사. 압밀 평가와 이를 평가하는데 사용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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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지하부에 놓여 있는 토양층 및 암층의 정적 및 동적 공학적 특성(2.5.4.2절)

이들 특성은 신청자가 제시한 대표적 현장 및 실내 시험자료로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3. 안전관련 시설물의 기초와 하부물질의 공학적 특성들 간의 상관성(2.5.4.3절)

이들 자료는 신청자가 제시한 도면과 단면도에 나타나야 한다.

4. 공내 및 공간 탐사를 포함하는 탄성파 반사법 탐사 및 굴절법탐사의 결과

이들 자료는 토양이나 암석의 동적특성(2.5.4.4절)과 층서를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설명, 도면, 시추 주상도, 도표 및 단면도 등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련 굴착 및 뒷채움 계획과 공학적 토구조에 대한 분석 및 기준(2.5.4.5절)

이들은 도면과 단면도상에 나타나야할 뿐만 아니라 본문 내에서 설명이 되어야 하

며 채토물질과 시험용 매립 물질에 대한 탐사 그리고 대표적인 실내시험기록에 의

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6. 기초물질의 하중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중요 지층에서의 지하수 조건 및 

피에조미터 측정결과(2.5.4.6절)

건설중 배수계획 뿐만 아니라 발전소 수명운전기간 동안의 장기적인 지하수관리에 

대한 신청자의 계획도 검토한다.

7. 동적하중에 대한 부지의 토양 또는 암석의 응답(2.5.4.7절)

   여기에는 분석에 의하여 유도된 결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실험횟수와 

정밀하게 이루어진 실내 및 현장실험 기록들과 그들의 변화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8. 모든 지하토양에 대한 액상화의 잠재성(2.5.4.8절) 및 액상화의 결과

여기에는 구조물 기초의 침하를 포함한다. 이들 분석은 최신의 실내 및 현장실험에 

의하여 얻어진 토양특성에 근거하고 결정론적 및 확률론적 평가 절차에 의해 수행

되어야 한다.

9. 지진설계기준(2.5.4.9절)

지진설계기준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2.5.2절에서 상세히 다루어진다. 이 절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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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내용을 요약하고 상호 참조한다. 이 절에는 동적상태 하에서 부지물질의 적합성

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정지지진(SSE) 및 운전기준지진(OBE)을 여타 재해(홍수 등)

와 연계하여 평가한다.

10. 정적조건에서 기초물질의 안정성, 변형 및 침하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된 조사 

및 분석 결과(2.5.4.10절)

11. 기초지반물질의 정적 및 동적(지진)분석에 사용된 기술기준, 참고문헌 및 설계방법

(2.5.4.11절)

여기에는 분석에 사용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지중매설에 작용하는 토양

하중을 설명하여야 한다.

12. 지하물질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기법 및 기술시방서(2.5.4.12절)

13. 구조물 기초에 대한 추가정보는 안전심사지침 3.8.5절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 절에 

상호 참조되어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이 절은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과 다음과 같이 연계된다.

 

1. 검토자는 지진동 환경에 대한 토양과 기초의 응답분석에 이용된 지질공학적 변수들

과 방법 등에 관한 검토결과를 안전심사지침 3장의 관련 절 검토자에게 제공하여 

지하물질의 지지능력 저하를 포함한 토양 하중과 구조적 쳐짐 현상들이 구조물 특

성에 의해서 안전하게 수용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한다. 

2.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17.1절의 검토자와 연계하여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들을 포함하는 품질보증계획에 있어 지질공학적 부분을 검토한다.

3.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16.0절(운영기술지침서)의 검토자와 연계하여 건설재료 그리

고 지하물질, 구조물 기초, 절개사면 및 제방들의 기하학적인 배열과 관련된 지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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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인 설계특성들이 질적저하 또는 변질시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한다.

 특정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참조한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이 절에 적용 가능한 법규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및 제21조, "허가기준"

-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 그리고 성능이 관련 기술기

준에 적합하여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원자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지진 및 지질공학특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지질 및 지진"

- 원자로시설은 그 설치지점 및 주변의 지표면이 붕괴하거나 함몰의 가능성이 

없고, 경사면과 지반이 안정된 곳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급경사지의 붕괴방지 등"

- 원자로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급경사지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구역이 있

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 등이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초지반의 침하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초

지반의 개량 그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2-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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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의 위치 중 지하물질과 기초의안정성과 관련하여 허용할 수 있는 외

국의 관련 준용 가능한 기술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가. 10 CFR 100, 부록 A - "원자력발전소의 지진 및 지질학적 부지선정 기준"

이 기준은 부지적합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지질 및 지진자료를 구하는데 

요구되는 조사의 성격과 원전의 부지선정 및 설계에 요구되는 지질 및 지진

요소를 명시하고 있다. 

부록 A에는 부지의 적합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지질 및 지진데이터 수집

에 요구되는 조사사항 그리고 일반대중의 보건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일이 

없이 원전이 건설되어서 운영되어질 것이라는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토록 하

는데 요구되는 조사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부록 A에 약술된 지질 및 지진학적인 데이터의 제공은 일반설계기준 2에서 

명시한 요건과 대응되는데 거기에는 안전에 중요한 원전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자연현상(지진 포함)의 영향에 대하여 의도된 안전기능 수행능력

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부

록 A, Ⅳ(4)에서는 첫째 지진발생시의 거동과 둘째 발전소 기초에서의 지진

파 전달 이 둘에 영향을 끼치는 부지하부에 놓여 있는 물질의 정적 및 동적 

공학적 특성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하의 상태와 물질에 대한 데

이터를 제공하는 지질조사지침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132에 기

술되어 있다. 토양과 암석의 특성을 정하기 위한 실내시험지침은 RG 1.138

에 기술되어 있다.

이들 요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발전소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지진발생

에 따른 영향에 견딜 수 있어서 사고를 유발시키거나 사고의 영향을 더 악

화시킬 수 있는 기능상실 가능성이 최소화됨을 보증하는 것이다.

   나. RG 1.132, "원자력발전소의 기초에 대한 부지조사"

이 지침은 10 CFR 100과 10 CFR 100, 부록 A의 요건을 따르는 데 있어, 지

진을 포함한 예상되는 하중조건에서, 구조물 기초와 토구조의 거동관점에 

따른 부지의 안전성 평가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부지조사계획에 관한 

기술기준이 제시되어있다. 이것은 부지고유 조사계획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의 일반적 지침과 권고사항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추작업과 시료 채취의 

간격, 깊이 등과 같은 지하조사를 수행하는 특정한 지침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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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RG 1.138, "원전의 공학적 분석 및 설계를 위한 토양의 실험조사"

이 지침은 10 CFR 100 및 10 CFR 100, 부록 A의 요건을 따르는 데 있어, 

원전 시설물의 기초와 토구조의 설계 및 지질공학적 분석에 요구되는 토양 

및 암석의 성분과 특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허용할 수 있는 실내조사 및 시

험 관례를 기술한 것이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7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발전용 원자로의 구조물, 계통, 기기 및 설비가 가동중에 적정하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품질보증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지하물질과 기초의 

안정성에 대한 조사와 분석에 있어 조사기기와 시험 그리고 측정장비의 관리 

등에 대해서는 이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경수로형원전 규제기준 1.6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

     이 규제기준은 원자력발전소 건설부지에 대한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의 조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다. 

   7. 경수로형원전 규제지침 1.6(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에 관한 평가)

     이 규제지침은 규제기준 1.6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에서 요구하는 원자력발전소 

부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 평가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제

지침을 제공한다. 

   8. 경수로형원전 규제지침 1.10(지질 및 지반특성의 조사 및 시험에 관한 품질보증)

     이 규제지침은 원자로시설의 부지특성 조사 시 적용되는 품질보증프로그램의 수

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원전부지 지하물질과 기초의 안정성 관련 분야에 대해 철저히 조사 평가하고 제시

된 평가 결과는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기초자료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검

토자가 독자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시되어야 한다. 부지조사

는 필요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그 범위 및 기법이 적절해야 하며, 토양 및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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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지질공학적 특성자료 값의 변화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상기에 명시된 법적 해당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특정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2.5.4.1  지질특성

   이 절은 부지에 대한 설명, 지도(Map), 단면도(Profile)를 비롯하여 층서, 암상, 구조

지질, 지사 및 지질공학 자료가 완벽하고, 지질특성의 명확한 제시를 위한 충분히 상세

한 부지조사에 의해 뒷받침되면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관련된 자료는 이 절에 제시

되거나 안전성분석보고서 2.5.1절의 해당 절과의 상호참조에 의해 검토될 수 있다. 

2.5.4.2  지하물질의 공학적 특성

   이 절은 하부물질들의 특성에 대한 설명은 부지지역에 있는 모든 기초토양과 암석

의 정적 및 동적 공학적 특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현행의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방법

이 사용되었으면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예를 들면 지질공학관련 

월간 정기간행물과 시험 및 재료에 관한 적용 가능한 기준, 관련 학회에서 발간된 문

헌, 대학교 및 산업계에서 발행한 여러 가지 조사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기초물질의 특성은 야외 및 실내의 시험기록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지하부에 놓여있는 물질의 산출 및 특성을 정의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완벽한 야외조사와 표본채취 계획이 수행된다. 중요한 시험결과를 목록화 한 요약일람

표가 제시되어야 하며 시험결과는 가능한 한 도식화되어야 한다. 또한 실험의 표본준

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실내에서의 중요한 실험에 대해 충분히 상세하

게 설명되어야 하는데 즉,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어떻게 표본의 포화상태가 결정되고 

유지되었는가 또 기공의 압력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등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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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는 부지의 모든 중요한 토양변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한 표본의 설정과 시험 

수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고도 정량적인 논의를 제시해야 한다. 포화된 토양층

과 액상화 민감성 토양이 아래에 놓여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액상화현상 또는 변형작

용에 의한 약화(Strain-Softening Phenomena)에 의해 불안정해 질 수 있는 모든 지역들

에 대하여 적절한 표본이 이루어져서 시험되어졌음을 보여야 한다.

   부지에서의 상대적인 토양밀도가 정해져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토양의 압밀거동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적 및 동적강도가 적절히 정해졌음을 보여야 한다. 도출자료가 

안전성분석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시험자료의 설계에의 도입방법, 설계포락곡선이 

보수적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분석에 사용된 변수치를 나타내는 요약일람표를 제

시하여야 한다.

 

2.5.4.3  기초와 하부물질의 공학적 특성 간의 관계

   이 절은 구조물 기초와 하부물질들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가 제시되면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1. 시추, 트랜치, 탄성파 탐사측선, 피에조미터, 지질단면도 및 안전관련 시설물이 

건설될 굴착부와 같은 모든 부지탐사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2. 모든 내진범주 I급 및 여타 안전관련 시설물의 기초와 지하물질과의 관계를 상

세히 나타내는 단면도

3. 시추코어와 시험공의 로그 기록

4. 탐사트랜치의 로그 기록과 지도(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 그리고 원전시

설물의 굴착부에 대한 지질도와 지형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

 

2.5.4.4  토양과 암석의 동적특성

   토양과 암석의 동적특성에 대한 설명은 부지에 대한 지구물리조사가 수행되고 거

기에서 얻어진 결과가 상세하게 제시되면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자료 제시의 완전

성은 신청자가 사용한 탐사기법이 분명하며 유용한 자료인가, 그러한 자료들이 현행 

기술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탐사방법을 이용하고 있는가 및 신청자가 내린 해석이 

적절한 야외기록에 의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뒷받침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평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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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지응답 거동평가에 중요한 변수들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측정된 많은 동적

특성 값을 근거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2.5.2.3절을 참조한다.

 

2.5.4.5  굴착 및 뒷채움 계획, 토구조에 대한 분석 및 기준

   굴착, 매립 및 토구조 분석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면 적합한 것으

로 평가한다.

1. 매립과 채토물질의 출처와 양이 확인되었으며, 시추조사, 시험갱도 및 실험특

성과 강도시험(동적 및 정적시험)에 의하여 적절히 조사되었음이 기술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이 절에서 해석 및 요약되어 있다.

2. 모든 내진범주 I급 굴착부, 매립지, 사면의 수평 및 수직 범위가 도면과 단면도

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3. 다짐시방서 그리고 제방 및 기초설계는 야외 및 실내시험과 제방과 기초의 안

정성 및 신뢰할 만한 작업을 확신하기 위한 분석에 의하여 그 타당성이 입증

되어 있다.

4. 다짐방법의 영향은 원전시설물의 구조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5. 품질관리방법이 설명되어 있으며 품질보증계획이 명시‧참조토록 되어 있다.

6. 굴착이 진행되는 동안 기초물질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지하수 관리가 

명시‧참조토록 되어 있다.

2.5.4.6  지하수 조건

   지하수 상태에 대한 분석은 이 절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거나 안전성분석보고서 2.4

절의 해당 분야와 상호 참조할 수 있으면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1. 안전관련 시설물에 대한 기초지반의 안정성에 관련된 지하수상태의 중요 경우

에 대한 기술

2. 건설중 배수 계획

3. 건설중 지하수의 침투 및 침투수에 의한 기초지반물질의 파이핑 가능성에 대

한 분석 및 해석

4. 야외 및 실내에서의 투수시험 결과

5. 지하수위의 변동(우물이나 피에조미터의 주기적 측정) 및 홍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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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  동적하중에 대한 흙과 토양의 응답

   토양과 암석의 동적하중에 대한 응답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면 적합한 것으

로 평가한다.

1. 부지인접지역에 분포하는 토양과 암석에 대한 과거 지진의 영향을 결정하기 위

한 조사를 수행하여 이를 설명하였다. 액상화현상에 대한 증거도 포함되어야 한

다.

2. 야외탄성파탐사(지표면 굴절법 및 반사법탐사, 공내 및 공간 탄성파탐사)가 수

행되고 그 데이터가 제시되어졌으며 P파와 S파의 속도단면을 결정하기 위한 

해석이 이루어졌다.

3. 기초의 토양과 암석에서 채취된 표본에 대하여 실내에서의 동적시험이 이루어

졌으며 그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 절은 2.5.2.5절과 상호 참조되어야 한다.

토양-구조물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이 안전심사지침 3.7.1절 및 3.7.2절에 기술

되어야 하며 이 절과 상호 참조되어져야 한다. 토양-구조물 간의 상호작용에 대

한 분석에서는 다음변수들을 검토한다.

 

2.5.4.8  액상화의 잠재성

   내진범주 I급 구조물과 시설물의 하부 및 인접하고 있는 부지에서의 지하물질이 토

양으로 포화되어 있으며 아울러 지하수면이 기반암 상부에 놓여 있다면 부지에서의 

토양액화 잠재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분석에 대한 상세의 정도는 부지층서, 중요 토양

변수 및 안전관련 구조물 기초의 위치에 따라 사안별로 결정된다. 토양의 액상화성 여

부를 알기 위해서는 부지에서 불교란시료를 채취하여 적절한 실내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결정론적 및 확률론적 방법을 사용하여 액상화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심층분석이 필요하다면, 부지의 중요 지역에서 얻어진 교란되지 않은 토양시료에 

대해 실시된 반복삼축시험(Cyclic Triaxial Test)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상

지진에 의하여 토양 내에 유도된 전단응력은 안전심사지침 2.5.2절에 부합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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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해져야 한다. 시험된 토양표본에 대해 토양 액상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

으로 하여 "액상화성"으로 정한다(기공의 압력이 처음으로 봉압과 같아질 때 한 주

기로 간주). 반복적인 하중에 따른 기공압력의 증가율을 보여주는 자료가 제시되어

야 한다.  만약 토양액화가 발생하기 전에 수% 보다도 큰 기공의 첨두치 대 첨두치 

축변형이 먼저 발생한다면, 신청자는 재해의 잠재성 평가에 있어 전체 또는 부분적 

토양 액상화에 따른 응력의 영향을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안정성과 전체 침하

에 포함시켜야 한다.

   비지진성 토양액상화(침식, 홍수, 구조물에 대한 바람의 하중 및 파도활동 등에 기

인된 토양액상화)은 현행의 기술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토질역학원리를 사용하여 분

석하여야 한다.

2.5.4.9  지진설계기준

   지진설계기준 해석은 운전기준지진(OBE)과 안전정지지진(SSE)의 유도에 대한 간략

한 요약이 제시되어 있으면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부지고유 지진동은 2.5.2.6, 특정 

토양과 암석의 증폭 특성사항은 2.5.4.2, 2.5.4.4 그리고 2.5.4.7에 기술한다.

 

2.5.4.10  정적 안정성

   지내력, 반발(Rebound), 전체 침하, 발전소 시설물 및 매립물질의 사하중 조건에서

의 부등침하, 측방 하중을 포함하는 정적 안정성 관점에서 모든 안전관련 시설물의 안

정성이 분석되면 정적 분석에 대한 설명을 만족시킨 것으로 평가한다. 분석에 사용된 

토양과 암석의 특성을 문서로 입증하기 위하여 야외 및 실내시험시의 시험절차와 결

과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지역의 토양상태와 시설물의 기능에 관해 적절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음

을 보여야 한다.

 

2.5.4.11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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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방법과 기준에 대해서는 설계에 사용된 기준과 사용된 설계방법 및 설계해석

에서 구해진 안전요소들이 기술되고 참고열람표가 제시되면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사용된 컴퓨터 해석과 참고문헌의 출처에 대한 설명 및 검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2.5.4.12  기초지반의 개량공법

   지하물질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된 모든 기법에 대한 품질관리사항과 방법 

및 이에 관한 요약설명이 기술되어 있으면 지하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기법은 적합한 것

으로 평가한다(예를 들면 그라우팅, 진동다짐공법, 치환작업, 암석볼팅 또는 앵커링 등).  

  

III. 검토절차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 2.5.1절에 기술된 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며 그것과 

부합되어야 한다. 특정 부지의 지질공학적 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검토자는 기술자

문을 받을 수 있다.

   안전성분석보고서가 채택되면 평가에 사용된 가정들의 보수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하여 부지조사에 대한 결과(예를 들면, 시추로그, 지질도, 트랜치와 갱의 로그기록, 투

수성 시험기록, 탄성파 탐사의 결과, 실내시험결과, 단면도 및 도면)를 상세하게 조사

하여 상호 점검한다. 설계기준에 대해 현행의 기술현황에 제시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검토한다. 이 단계에서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자료에 관한 논평과 

질의사항을 제1차 질의(Q-1)로 신청자에게 보낸다. 안전여유도가 주어져 있거나, 신청

자가 내진범주 I급 흙댐 또는 석질댐을 건설하겠다고 제안한 복잡한 지하상태를 가지

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검토자는 설계에 대한 독자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검토자와 

그의 자문자는 신청자의 조사와 분석이 충분히 보수적이지 못하다고 평가 내릴 수 있

다. 그때 제2차 질의(Q-2)로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다 보수적인 방법을 채택하

라고 검토자가 요구할 수 있다.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자료는 보통 초기 단계에서 완료되지 않는

다. 보통 정밀한 설계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최종 결론은 내려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질문과 답변의 교환은 Q-2단계에서 완료되지 않을 수 있다. 안전심사보고



제2.5.4절                                                     개정 4 - 2014. 12- 13 -

서의 입력자료로서 요구되는 당시에 남아 있던 2.5절의 대부분의 미해결된 문제점들은 

지질공학분야인데 이것은 부지의 실제 상태가 굴착이 시작되어 건설이 이루어질 때까

지 완전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2.5.1절 "지질 및 지진에 관한 기초자료"에 

명시된 것과 추가로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굴착부에 노출된 기초물질을 평가하기 위

하여 건설허가가 나간 이후에 추가적인 부지답사가 필요하다. 확인시험과 수정된 분석

을 포함하는 정보 및 최종설계사항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은 원전부지의 지질공학적 특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검토자가 수행하는 검토절

차를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2.5.4.1  지질특성

   독자적인 문헌조사와 여기서 얻어진 결과들을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

된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지질 특성들을 평가한다.  이 절을 검토하는데 사용되는 참고

문헌은 정부나 공기업들(예를 들면 한국자원연구소, 대한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에서 

나온 출판 또는 출판되지 않은 보고서, 지도, 지구물리자료, 건설기록 등등이다. 검토

자 및 자문자는 신청자가 수행한 지질조사를 기술문헌조사와 결부하여 검토한다. 이 

절의 말미에 명시된 참고문헌과 기타 자료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을 상

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조사자가 사용한 탐사기법이 현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는 방법 중에서 대표

적인 방법인가?  표본은 현장토양 상태를 잘 나타내는가?

2. 신청자의 조사가 해당 부지를 적절히 포함하고 있으며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지하의 상태를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가?

3. 지표면 또는 지하에서의 실제적 또는 잠재성을 지닌 침강, 융기 또는 침하, 변

형, 변질, 용해공동 또는 구조적 약대, 기반암 내에 제거되지 않은 응력을 가진 

지역 및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불안정해질 수 있는 암석이나 

토양을 가진 지역이 식별되어져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졌는가?

 

2.5.4.2  지하물질의 공학적 특성

   수행된 조사(실내 및 야외시험 포함)가 구조물 기초의 해석에 사용된 토양과 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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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부물질들의 특성을 

평가한다.

   충분한 조사가 수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자는 신청자가 개발하

여 사용한 시추조사, 시료채취 및 시험계획에 대한 기준을 자세히 검토하며 모든 중요

한 상태들이 적절히 표본화되어져서 시험되어졌음을 확신하기 위하여 부지에서의 특

정 기초지반의 상태를 나타내는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신청자가 적절한 기준

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면 검토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호(원자로시설의 위

치에 관한 기술기준)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를 이용하여 이에 해당되는 적

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충분한 조사와 시험이 실시되었는지를 결정한다. 만약 기준

이 주어져 있으면, 검토자는 그 기준을 검토하여 그 기준의 적절성 여부와 그 기준에 

따라 조사가 수행되었는지를 결정한다.

   신청자가 실시한 조사와 시험을 검토자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한다. 최종결론은 부지 지하상태의 복잡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

한 것이어야 한다. 검토자는 때때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행 기술문헌에 나타나 있

는 실험 및 야외기법과 장비 등이 지하물질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어졌음을 확

인하여야 한다.

 

2.5.4.3  기초와 하부물질의 공학적 특성간의 관계

   도면과 단면도에 대해 모든 내진범주 I급 시설물의 기초와 벽체의 위치(수평 및 수

직)를 지하물질과 비교함으로써 이를 검토한다.  충분한 탐사가 수행되었는지를 확인

하고 조사자가 내린 해석의 타당성 여부와 기초의 설계가정이 적절한 안전여유를 가

지고 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부지에서 수행된 모든 지하조사의 결과를 도

면 및 단면도를 참조하여 확인한다.

 

2.5.4.4  토양과 암석의 동특성

   검토자는 부지에서 실시된 모든 지구물리탐사의 결과를 상세하게 검토하는데, 여기

에는 탄성파 굴절법 탐사 및 반사법 탐사 그리고 공내탐사와 지자기탐사 및 중력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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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함된다.  특정기법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할 수 있다.

   시추조사, 트랜치 및 시험공의 주상도를 검토하여 이들의 결과를 탄성파탐사와 여

타 지구물리탐사에 의한 결과와 비교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서로 부합되어야 하며 그

렇지 않을시 신청자에게 가장 보수적인 값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에 이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단계에서 검토자는 

개괄 굴착부에서 도해된 상태를 부지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도출된 해석 및 가정과 비

교한다.

2.5.4.5  굴착 및 뒷채움

   굴착, 뒷채움 및 토구조에 대해 검토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시추코어와 시추공 로그를 포함한 채토물질에 대한 조사와 다짐시험 자료를 

검토하여 그들의 적합성을 판정한다.

2. 설계시방서에 포함되어 있는 표본에 대한 동적 및 정적실험 기록을 현행기술

문헌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과의 부합여부를 알기 위하여 검토한다.

3. 정적 및 동적안정성 요건에 부합되는 지를 확신하기 위하여 분석과 해석을 검

토한다.

4. 굴착과 다짐시방서 그리고 품질관리절차서 등을 현행기술문헌에서의 보수적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알기 위하여 검토한다.

 

2.5.4.6  지하수 조건

   우물조사에 의하여 파악된 부지에서의 지하수위의 장기적인 변동이력을 조사하고 

부지에서 수행된 투수시험 자료와 피에죠메타 자료를 해석함으로써 구조물 기초의 안

정성에 영향을 끼치게 될 지하수 조건을 평가한다. 건설중 및 건설후의 배수계획도 검

토하여야 한다. 부지에서의 지하수 조사결과의 상호비교 및 지하수와 토양조건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통하여 이러한 계획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일시 및 영구 구조물에 관한 

배수계획의 효과가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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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  동하중에 대한 흙과 토양의 응답

   수행된 조사와 분석결과를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동하중에 대한 토양과 암석의 응

답 및 토양-구조물 간의 상호작용을 평가한다. 특히 부지토양이나 암석에 대한 과거 

지진의 영향(안전심사지침 2.5.2절의 한 요건)을 결정한다. 시추조사, 지구물리조사 및 

불교란시료에 대해 실시한 음파시험 및 반복삼축시험과 같은 동특성 시험의 결과를 

평가한다. 설계 및 분석에 보수적인 토양 및 암석의 동특성이 사용되어졌으며, 모든 

중요 토양 및 암층이 분석에 고려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검토의 목적이다. 어떤 경우

에는 안전심사지침 2.5.2절에 명시된 것으로서 또는 2.5.4.8절에 논의된 액상화 분석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독자적인 분석과 해석을 수행한다.

 

2.5.4.8  액상화의 잠재성

   모든 부지토양의 액상화에 대한 민감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추주상도, 실내 

토성분류 자료 및 토양단면도를 포함한 지질공학 탐사결과를 조사함으로써, 액상화의 

잠재성을 검토한다. 표준관입시험과 같은 현장시험결과, 탐사 시추공에서 구한 불교란

시료의 밀도와 강도데이터를 조사하며 가능하다면 필요한 현장토양의 액상화 잠재성

과 관련시켜 조사한다. 액상화에 민감한 토양이 부지하부에 존재한다고 결정되면 신청

자의 탐사방법, 실내시험 프로그램 및 분석을 적절하고 타당성 있게 검토한다. 검토자

는 신청자가 제시한 분석을 상세히 검토하여 결정론적 및 확률론적 방법을 적절히 도

입함으로써 검토자가 내린 독자적인 조사결과와 비교한다. 검토자는 최소한 다음의 조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토양액상화의 잠재성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관입시험 결과, 여타 현장 시험데이

터 및 지하수 조건의 검토

2. 액화성을 띤 중요 지역에서 시료가 적합하게 채취되어 시험되어졌음을 확신하

기 위한 전통적인 실내시험 및 반복삼축시험 결과의 철저한 검토

3. 적정수의 시료가 적절히 시험되어졌으며 그러한 시험의 결과가 서로 다른 시

료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변화를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액상화의 

주기적 저항을 정의하고 있음을 확인

4. 제출된 시험자료의 보수적 포락곡선을 사용한 토양 액상화의 잠재성 평가

5. 토양층의 특성에 근거하여 부지에서 계산된 중요조건에서의 포락곡선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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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지진에 의하여 부지에 도달되는 유도응력계산

6. 토양 상대밀도의 보수적인 범위가 평가되었다는 보증.  분석에 의하여 구해진 

"안전계수"에 대한 신청자의 평가를 검토자가 계산한 안전여유도와 비교한다.

(굴착이나 매립, 진동다짐 또는 화학적 그라우팅을 사용함으로써 토양 액상화 

상태를 제거하려는 신청자의 계획을 2.5.4.5절 및 2.5.4.12절에서 설명된 것으로 

평가한다.)

7. 현행문헌상에 제시되어 있는 기법을 사용하여, 부분적인 토양 액상화에 기인된 

지진 발생후의 안정성 및 전체침하 평가

8. 현행문헌상에 제시되어 있는 기법에 근거한 비지진성 토양 액상화의 평가

 

2.5.4.9  지진설계기준

   운전기준지진(OBE)과 안전정지지진(SSE)에 대한 검토자의 심도있는 평가는 안전심사

지침의 2.5.2절에 포함한다. 부지하부 토양 및 암반의 증폭특성에 대한 평가는 안전심사

지침 2.5.2절과 2.5.4.2절, 2.5.4.4절 및 2.5.4.7절에서 논의된 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이절에 

이들 사항이 요약 기술되어 있는 지 검토하며, 관련 절과는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심사지침 2.5.4.9절의 검토는 여타 절과의 부합여부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타 절과의 상호참조에 의한 검토도 이루어질 수 있다.

 

2.5.4.10  정적 안정성

   뒷채움 물질, 제방 및 구조물 기초의 하중을 받고 있는 지지 토양의 지내력과 침하

에 대한 정적 분석을 전통적이며 현행기술문헌상의 방법을 참조하여 평가한다. 일반적

으로 평가절차에는 다음사항들을 포함한다.

1. 분석에 사용된 토양과 암석의 특성이 발전소 시설물 하부의 실제적 부지상태

를 나타내는 지의 여부 결정.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부지조사,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계획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부지에서의 토구조, 구조물의 기초 및 토양 조건에 적합한 분석방법의 사용 여

부 결정

3. 지내력, 전체 침하, 부등침하 및 경사에 대한 계산값을 설계기준 및 품질보증

시방서와 비교하였을 때 이러한 값들이 발전소 기초에 대해 보수적이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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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지의 여부 결정

4. 사례조사, 확증적인 측정 및 분석계획에 의해 보충되는 인정된 원리와 기법에 

근거한 특히 복잡한 경우에 대한 평가

 

2.5.4.11  설계기준

   건설관리와 감시체계를 포함하는 기술기준과 설계방법을 유사 발전소에 적용한 보

수적으로 인정된 관례에 준해서 평가한다. 부지탐사, 시료채취, 시험 및 해석은 완전

성, 취급 및 기법, 유사 사업의 수행기록, 기술지침서, 현행기술문헌 등을 토대로 판정

한다. 설계안전특성, 신청자의 확인시험 및 측정 그리고 안전관련 기초와 토구조의 거

동감시 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사안별로 평가한다.

 

2.5.4.12  지하물질의 개량공법

   그라우팅, 굴착, 뒷채움, 진동다짐, 암석볼팅 및 앵커링 작업과 같은 활동들의 수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신청자의 기술시방서와 그 기법을 검토함으로써 지하물질의 조건

을 개선하기 위한 기법을 평가한다. 확정적인 자료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하

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발전소 부지의 지질공학적 특성분야에 관한 검토자의 평가는 신청자가 관련 규제요

건과 검토자의 규제입장에 충분히 부합하다고 확인된다면 안전심사보고서의 평가 결

과는 신청자가 부지에서 수행한 조사들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관련 설계에 

요구되는 토양 및 암반의 특성자료를 규명하는 데 충분하며, 분석에는 충분한 안전여

유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기술한다. 신청자의 분석 중에서 일부 보류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자의 보류내용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술한다.

안전심사보고서에 기술하는 전형적인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지는 평균 해발고도(MSL) +120m의 산록에 위치한다. 부지의 층서를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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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탐사시추가 이루어졌고 탄성파 굴절법 및 반사법 탐사가 수행되었다.  

추가적으로, 부지 지하물질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표적 토양과 시추코어로 

부터 불교란시료가 채취되었으며 이러한 물질들의 탄성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공간 탄성파 탐사가 수행되었다. 부지에서의 지하수위는 +114m에서 +115m이다..

부지지역은 중생대 중기 이후 침식과 풍화에 노출되어 있으며 풍화의 깊이는 절

리의 위치와 발달 정도, 편리의 방향 및 모암의 성분에 따라 좌우된다.

신청자는 기초물질을 풍화의 정도에 따라 세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지역 1. 이 지역은 슬레이트가 심하게 풍화되어 형성된 잔류토양을 포함한다. 토

양은 슬레이트와 석영 파편을 포함하는 사질 및 실트질 점토이다. 또한 

심하게 풍화된 슬레이트가 존재한다. 슬레이트는 비록 연약하고 부분적으

로 파쇄가 잘 일어나지만 본래의 암석구조를 지니고 있다. 슬레이트 내의 

석영맥이 심하게 파쇄되어 있다. P파와 S파의 속도는 각각 1,200 m/sec 

및 540 m/sec 이상이다. 이 지층의 두께는 6m에서 15m에 이른다.

지역 2. 이 지역은 보통 풍화(MW)된 슬레이트로 구성되며 두께는 15m에서 18m 

정도이다. P파와 S파의 속도는 일반적으로 각각 1,950 m/sec 및 750 

m/sec를 초과한다.

지역 3. 이 지역은 약간풍화(SW)에서 풍화되지 않은 슬레이트로 구성되며 그 깊

이는 지표면 이하 18m에서 27m에 달한다.

부지지역은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119m에 달하며, 원자로 건물은 약간 풍

화된 슬레이트 또는 약간 풍화된 슬레이트 위에 콘크리트로 채운 지역에서 3m 

두께로 보강된 콘크리트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다. 원자로와 제어건물 사이에 있

는 원자로 보조건물은 약간 풍화에서 보통 풍화된 암석 위에 있는 다져진 구조적 

채움질(Structural Fill)위에 +117m의 기초 위에 건설될 것이다. 터빈건물은 +116m

의 보통 풍화된 암석 위에 있는 다져진 구조적 채움질 위에 건설될 것이다. 디젤

발전기 건물, 원전 기기냉각식 열교환기 보호시설 및 공랭식 열교환기는 보통 풍

화된 슬레이트 위에 있는 다져진 구조적 채움질 위의 +117m에 건설될 것이다. 1, 

2, 3 지역물질의 실내시험 및 야외평판시험에서 구해진 허용 지내력은 각각 40 

ton/㎡, 100 ton/㎡ 및 240 ton/㎡이다. 모든 배관은 보통에서 심하게 풍화된 슬레

이트에 매설 될 것이다.

안전관련 시설물의 침하와 부등침하가 2.5cm 이하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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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심하게 풍화된 지역 또는 연암지역은 굴착되어 무근콘크리트로 치환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절차는 또한 기초지반의 기초부 이하에 있

는 절리와 편리를 따라 확장되는 모든 심한 풍화지역에도 이루어 질것이다. 기초

저면이하에서의 이러한 풍화물질은 암반절차서에 따라 적당한 깊이까지 굴착되어 

콘크리트로 뒷채움 된다.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채움재는 콘크리트 또는 고결 입상질 채움재로 뒷채움 한

다. 입상질 채움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한 상대밀도가 85% 또는 Modified 

Proctor 시험에 의하여 결정된 최대 밀도가 95% 까지 다짐될 것이다. 이들 채움

재에 대한 기준은 기초의 토양압력과 매립된 배관에 대한 수용기준이며, 정적 및 

동적 조건 모두에 있어 적절하며 보수적이다.

제방, 댐 및 방수라이닝에 적합한 채토물질은 최종열제거용 저수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들 물질에 대한 신청자의 실시한 시험과 건설기준이 중요 토구조에서 

발생되는 누수, 파이핑 및 균열결함이 최소화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필터, 

배수, 집수정, 피에조미터 및 침하장비 및 시설들이 최종열제거용수 보유시설물이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음을 입증한다.

신청자는 견고한 암석의 안전정지지진(SSE) 가속도 값이 0.12g임을 보였다.  운전

기준지진(OBE)의 가속도 값은 0.06g로 주어졌다. 신청자는 부지증폭 영향을 평가

하기 위하여 부지 고유분석을 수행하였고 풍화암과 구조적 매립질은 암석에서의 

지진동을 증폭시킨다. 안전정지지진(SSE)에 대한 0.17g의 가속도 준위가 풍화암 

위에 놓여 있는 구조적 매립질 또는 풍화암 위에 세워진 구조물에 적용될 것이

다. 내진범주 I급 흙댐의 내진설계 및 토양액화현상의 평가를 위해 사용된 시간이

력은 부지응답스펙트럼을 내포하고 있으며 보수적인 지속시간을 갖고 있다.

신청자가 제시한 분석 및 실증을 포함하는 자료는 토양과 암석의 특성 및 안정성

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며, 원전의 안전관련 구조물에 직,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주

거나 공중에 대한 재해를 내포하고 있는 토양과 암석의 거동들은 관련된 규제요

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신청자는 다음의 지질특징들을 정의하는 데 있어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한다.

- 시추조사, 수직시험갱, Pits, 트랜치와 야외 및 실내시험을 포함하는 조사결과

에 의해 뒷받침 되는 부지하부에 놓여 있는 토양 및 암층의 정적 및 동적 공

학적 특성의 입증

- 채토물질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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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짐 및 굴착 기술시방서

- 설계기준, 방법 및 분석

- 지하수 조건 및 관리

- 토양 액상화의 잠재성 평가를 포함하는 정적 및 동적 하중에 대한 토양과 암

석의 응답

- 침하분석

- 필요시, 규제지침의 요건을 만족시키거나, 검토자가 인정할 수 있는 규제요건

에 대한 대안적 방법을 제시하여 이를 만족시키는 지하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법과 그 시방서.

신청자가 실시한 조사, 실내 및 야외시험, 분석, 그리고 설계 및 건설기준을 근거

로 검토자는 부지와 발전소의 기초는 계획된 원전을 안전하게 지지하며 또한 안

전 관련 토구조들은 기능을 만족스럽게 유지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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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5.5절 사면안정성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신청자는 분석과 실증을 포함한 자료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검토

자는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태하에서 붕괴시 발전소의 안전성

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 및 인공적(절개사면, 매립사면, 제방, 댐 등)으로 만들어

진 모든 흙사면과 암사면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자료와 기타 이용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내용

을 평가한다.

1. 사면의 특성(2.5.5.1절)

2. 설계기준 및 설계분석(2.5.5.2절)

3. 시추조사, 수직시험갱, Pits, 트랜치 및 실내시험이 포함된 조사결과(2.5.5.3절)

4. 채토물질의 특성, 다짐 및 굴착사양(2.5.5.4절)

검토연계분야

이 절은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과 다음과 같이 연계된다.

1. 이 절의 검토자는 흙 및 암반 사면의 변위 또는 붕괴가 인접 구조물 및 배관에 미

치는 악영향이 없다고 하는 검토결과를 안전심사지침 3장내 관련 절의 검토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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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1장의 검토자는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에서 지질

공학적 특성에 대한 검토는 이 절의 검토자와 함께 협의한다.

3. 이 절의 검토자는 발전소 부지의 적합성과 흙 및 암반 사면의 안정성에 관한 신청

자의 결론을 뒷받침해 주기 위하여 인용된 지질 및 지진 자료의 적합성과 발전소의 

지진설계를 위한 지진동 환경을 설정하는 데 이용된 지진 및 지질적인 조사, 부지

의 안전정지지진과 운전기준지진을 설정하는 데 있어 신청자가 이용한 절차와 분석

법 그리고 구조물 기초에 대한 지진설계기준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이 절에 적용 가능한 법규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이 기준은 건설시 필요한 허가기준으로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관련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

여 오염된 물질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을 명

시하고 있다.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이 기준은 운영시 필요한 허가기준으로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의 성능 및 운영기술지침서가 관련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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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고 있다.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원자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

질·지진 및 지질공학특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지질 및 지진"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대한 기술기준의 일부로서 ① 원자로시설은 지

진 또는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② 원자로시설은 그 설치지점 및 주변의 지표면이 붕괴하거나 함몰의 가

능성이 없고, 경사면과 지반이 안정된 곳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급경사지의 붕괴방지 등"

- 원자로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급경사지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구역이 있

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 등이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초지반의 침하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초

지반의 개량 그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하여 검토자가 허용할 수 있는 외국의 관련 준용 가능

한 기술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가. 10 CFR 100, 부록 A - "원자력발전소의 지진 및 지질학적 부지선정 기준"

이 기준은 부지적합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지질 및 지진자료를 구하는데 

요구되는 조사의 성격과 원전의 부지선정 및 설계에 요구되는 지질 및 지진

요소를 명시하고 있다. 

부록 A에는 부지의 적합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지질 및 지진데이터 수집

에 요구되는 조사사항 그리고 일반대중의 보건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일이 

없이 원전이 건설되어서 운영되어질 것이라는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토록 하

는데 요구되는 조사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부록 A에 약술된 지질 및 지진학적인 데이터의 제공은 일반설계기준 2에서 

명시한 요건과 대응되는데 거기에는 안전에 중요한 원전의 구조물, 계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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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들은 자연현상(지진 포함)의 영향에 대하여 의도된 안전기능 수행능력

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부

록 A, Ⅳ(4)에서는 첫째 지진발생시의 거동과 둘째 발전소 기초에서의 지진

파 전달 이 둘에 영향을 끼치는 부지하부에 놓여 있는 물질의 정적 및 동적 

특성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하의 상태와 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지질조사지침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132에 기술되어 

있다. 토양과 암석의 특성을 정하기 위한 실내시험지침은 RG 1.138에 기술

되어 있다.

이들 요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발전소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지진발생

에 따른 영향에 견딜 수 있어서 사고를 유발시키거나 사고의 영향을 더 악

화시킬 수 있는 기능상실 가능성이 최소화됨을 보증하는 것이다.

   나. RG 1.132, "원자력발전소의 기초에 대한 부지조사"

이 지침은 10 CFR 100과 10 CFR 100, 부록 A의 요건을 따르는 데 있어, 지

진을 포함한 예상되는 하중조건에서, 구조물 기초와 토구조의 거동관점에 

따른 부지의 안전성 평가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지질공학 분야의 부지조사

계획을 기술한 것이다. 이것은 부지고유 조사계획을 도출하는데 있어서의 

일반적 지침과 권고사항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추조사와 시료 채취의 간

격 및 깊이 등과 같은 지하조사를 수행하는 특정한 지침도 제공한다.

   다. RG 1.138, "원전의 공학적 분석 및 설계를 위한 토양의 실험조사"

이 지침은 10 CFR 100 및 10 CFR 100, 부록 A의 요건을 따르는 데 있어, 

원전 시설물의 기초와 토구조의 설계 및 공학적 분석에 요구되는 토양 및 

암석의 성분과 특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허용할 수 있는 실내조사 및 시험 

관례를 기술한 것이다.

6.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7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발전용 원자로의 구조물, 계통, 기기 및 설비가 가동중에 적정하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품질보증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지하물질과 기초의 

안정성에 대한 조사와 분석에 있어 조사기기와 시험 그리고 측정장비의 관리 

등에 대해서는 이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경수로형원전 규제기준 1.6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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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제기준은 원자력발전소 건설부지에 대한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의 조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다. 

8. 경수로형원전 규제지침 1.6(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에 관한 평가)

      이 규제지침은 규제기준 1.6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에서 요구하는 원자력발전소 

부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 평가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 규

제지침을 제공한다. 

9. 경수로형원전 규제지침 1.9(원자로시설 부지의 사면안정성 분석에 관한 조사·평

가)

      이 지침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영에 잠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공사면과 

자연사면의 안정성평가에 요구되는 조사와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10. 경수로형원전 규제지침 1.10(지질 및 지반특성의 조사 및 시험에 관한 품질보증)

      이 규제지침은 원자로시설의 부지특성 조사 시 적용되는 품질보증프로그램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제출된 자료가 붕괴시 원전의 안전관련 구조물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공중의 재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모든 사면의 정적 및 동적 안정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사면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비상냉각수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차 냉각수원은 운전기준지진(OBE) 및 설계기준홍수(DBF)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상기에 명시된 허가법규의 해당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특정 기

준들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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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2.5.5.1  사면의 특성

이 절은 사면의 특성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만족한 것으로 평

가한다.

1. 사면과 기초지반의 상태를 충분히 상세하게 나타낸 사면의 횡단면도 및 종단면도

2. 안전관련 내진범주 I급 시설물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진범

주 I급 제방과 댐의 기초, 자연 및 인공절취 사면 그리고 흙 및 암반 사면을 구

성하는 토양과 암석에 대한 정적 및 동적특성 자료의 제시. 이 자료에는 이용가

능한 야외 및 실내자료로부터 분석에 사용된 보수적인 토양특성 및 단면도(Soil 

Profile)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 절차에 관한 상세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지하수, 침출현상 및 지하수의 고·저수위 조건에 관한 자료

2.5.5.2  설계기준 및 분석

설계기준과 분석에 대한 설명은 모든 내진범주 I급 사면에 대한 안정성 기준 및 

설계기준이 기술되어 있으며, 적절한 안전여유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타당한 정적 

및 동적 분석이 제시되었으면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분석에는 문헌상에 제시된 서

로 다른 많은 방법이 사용가능하다.

이 절이 만족되기 위해서, 정적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대해 서로 다른 

가정과 분석법으로서 계산된 평가결과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면의 형태, 사면내에서의 토양의 종류별 특성과 경계, 사면에 작용하는 힘 및 

사면내부에서 작용하는 공극압을 고려한 불확실성

2. 가장 낮은 안전계수에 해당되는 붕괴면

3. 사용된 분석법 고유의 가정에 대한 영향

4. 가능최대홍수 시 고수위, 갑작스런 수위하강 또는 여러 수위에서의 지속적인 지

하수 침출현상 같은 악조건 영향. 일반적으로 사면재해와 관련된 안전계수가 필

요하다. 그러나 실제값은 분석법, 토양의 특성에 관한 가정, 건설기술 및 물질

변수의 범위에 따라 다소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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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이 만족되기 위해서, 동적 분석은 토양의 강도특성에 대한 지진의 주기적인 

운동 영향과 수평 및 수직성분 진동영향에 대한 평가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현장토

양 뿐만 아니라 댐이나 제방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용된 모든 물질들에 대한 실제적 

시험자료가 요구된다. 상술한 바 같이 기하학적인 도형, 토양의 강도, 모델링 방법(유

한요소해석법 사용시 Mesh의 위치와 수), 및 유체역학적인 힘과 간극수압에 의한 힘과 

같은 여러 요소들이 적절한 안전여유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토양 액상화가 발

생할 만한 곳에서는 주요 댐의 기초사면과 제방들이 현행기술현황에 제시되어 있는 

유한요소 분석법 또는 유한차분 해석법으로서 분석되어야 한다. 액상화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반복적인 재하로 인한 공극압력에 대한 변화가 액상화 잠재성의 평가분석 

뿐만 아니라 토양의 응력-변형 특성과 지진발생 후의 사면 안정성 평가분석에도 공극 

압력증가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2.5.5.3  야외 및 실내시험 결과

신청자는 사면안정성 조사와 댐 및 제방 분석을 위해 수행된 시추조사와 토양시험

을 기술하여야 한다. 2.5.1절과 2.5.4절에 명시된 기준에 만족하는 시험자료는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이 절과 상호 참조될 수 있다. 댐, 제방, 자연 및 인공절취사면들은 종종 

주요 발전소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절에 또한 추가적인 탐사와 시험, 그리

고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2.5.5.4  채토물질의 특성, 다짐 및 굴착사양

신청자는 모든 댐과 도랑 및 제방 사면에 계획된 굴착, 뒷채움 및 채토 물질을 기

술하여야 한다. 계획된 건설절차와 토공사의 관리가 기술되어야 한다. 이 절이 만족되

기 위해서는 2.5.4.5절에서 논의된 정보가 기술되어야 한다. 이 정보의 일부는 2.5.4.5절

에서 제시될 수 있다. 댐, 제방 및 여타 토공사는 종종 주요 내진범주 I급 구조물과 멀

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절에 이들 정보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중 

및 건설후의 품질관리기술과 요건들은 또한 토의되어야 하고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품

질보증절과 참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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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 2.5.1절과 2.5.2절 및 2.5.4절에 명시된 절차와 같은 방법

으로 수행한다. 검토자는 기초지반과 사면의 안정성분석 특히, 안전관련 내진범주 I급 

토공사와 흙 및 암석채움댐, 제방과 저수지에 관한 지질공학적 평가를 수행하는 데 있

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시된 자료가 RG 1.70에 기술된 바와 같은 완벽성 여부 결정 및 제시된 자료가 

제안된 시설물의 안정성에 관한 독자적인 심층검토와 분석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도

록 충분한 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가 

타당한 것으로 채택되면 시추조사, 지도, 트랜치 조사, 투수율 시험기록, 탄성파 탐사 

결과, 실내 시험결과, 단면도(Profiles), 도면(Plot plans) 및 안정성분석과 같은 부지조사 

결과들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설계에 사용된 가정과 분석의 보수성 여부를 결정하

기 위하여 상세하게 상호 검토되어야 한다. 요구되는 보수성의 정도는 사용된 분석의 

종류와 사면안정성 분석에 고려된 변수의 신뢰도, 시추조사의 수, 시료채취 계획, 실내

시험계획의 정도 및 결과적으로 생긴 안전계수에 의해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토양의 

강도자료는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토양단면도(Soil Profiles)와 사면의 조건중에서 가

장 보수적으로 선정된 것이어야 인정할 수 있다. 안전계수가 낮은 경우, 여러 가지 토

양단면도를 분석함으로써 토양의 특성범위가 타당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홍수상태

와 공극압의 영향, 토양의 침식 및 지진파 증폭효과와 같은 여타 요소들이 보수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사용된 기법의 적절성과 현행 기술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법의 사용 유무를 확

인하기 위하여 설계기준과 분석을 검토한다. 안전관련 토구조나 암석채움 제방들의 설

계에 대한 독자적인 분석은 검토자의 자문자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토자에 의

해 수행되어질 수 있다. 또한 자문자는 요구시 사안별로 자연사면 또는 인공절취사면

을 평가할 수 있다. 

검토가 완전히 종결되어 검토자가 내린 결론이 신청자가 내린 결론과 일치하게 되

면, 이러한 결론을 안전심사보고서에 요약 설명하거나 안전심사보고서에 추가한다. 신

청자의 조사와 설계가 충분히 보수적이지 못하다고 판정되면, 검토자의 견해를 표명하

고, 신청자에게 의문시되는 사면의 붕괴가 발전소의 안전기능에 재해를 주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실제적인 추가 조사 또는 사면의 안전성 감시를 요구하거나, 검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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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를 따르도록 요구한다.

본 절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종종 초기단계에서는 완전하지 못

하다. 그러나 제안된 사면과 이를 지지하는 기초에 대해 실제적인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야외 및 실험자료가 제시되어져서 보수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보통 

상세한 설계조사는 진행중에 있으며 최종 설계결론은 흔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안전심

사보고서의 입력자료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계속 남아있는 2.5장의 대부분의 미결 항목

들은 지질공학분야와 사면안정성 분야인데, 이것은 굴착이 완료될 때까지 실제적인 상

태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허가서가 발행된 후에도 현장방문이 필요하다.

검토자는 최소 두 번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야 하며 이중 한번은 모든 안전성 관련 

자연사면을 점검하여야 한다. 굴착사면이나 제방들은 건설허가서가 교부된 이후까지도 

보통 건설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면과 제방의 현재설치에 관한 상세한 자료뿐만 

아니라 완전한 안정성 분석 및 안전성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은 원전부지의 사면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검토자가 수행하는 검토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다.

2.5.5.1  사면의 특성

모든 안전관련 사면의 도면, 횡단면도 및 종단면도를 부지 지형과 하부물질의 물

리적 특성 관점에서 검토하여, 모든 사면의 특성과 이들 사면의 최악의 조건이 정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결과를 사면에서의 탐사기록과 비교한다. 사면과 제방 

및 댐 분석시 가정된 토양의 강도특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 토양과 암석시험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시험자료가 충분함을 확인한다. 평가는 다소 공학적 판단에 의

하여 이루어지나,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안전계수가 사면 붕괴에 따른 재해를 적절하게 

나타내지 못하거나 또는 명확하게 보수적이지 못한 토양특성과 주상도가 사용되어졌

으면, 신청자에게 그의 가정을 증명하기 위한 추가 시험 데이터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최악의 조건을 가정하더라도 적절한 안전여유가 있음을 보이도록 요구한다. 동적 분석

에 관해서는 이 절과 2.5.5.2절을 함께 검토하는데, 그 이유는 서로 다른 분석 방법은 

서로 다른 접근 방법과 가정 및 토양의 특성에 관련되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의 출처는 현행 기술문헌 뿐만 아니라 원전의 전체 지역내에 건설될 자연사면

과 굴착사면 및 댐의 설계 및 건설 자료 그리고 건설기록 등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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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  설계기준 및 분석

다음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용된 기준과 설계기법 및 분석 등을 평가한다.

1. 현행기술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합한 방법의 사용여부

2. 상기의 2.5.5.1절에 명시된 것으로서, 사면과 제방의 설계 및 분석시 토양과 암

석의 특성에 관한 보수적 가정들의 사용여부

3. 적절한 보수적 안전여유의 설계에의 포함여부

현행의 기술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법이 사용되어 졌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사용한 기준과 설계방법을 검토한다. 가장 보수적인 파괴접근이 이루어졌음

을 확인하고 사면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악 조건이 고려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

분석을 검토한다. 그러한 상태에는 안전정지지진(SSE)에 의한 지면운동, 침하, 균열, 홍

수 또는 저수위상태에서의 정상 침투수, 인접 저수지의 갑작스런 수위하강 또는 지진

과 홍수같이 동시에 발생하는 두 자연현상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상태 

등이다. 또한 2.5.5.3절에 명시된 조사에 의해 도출된 토양과 암석의 특성이 완전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보수적으로 설계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검토자와 자문자에 의해 수행된 독자적인 해석을 통하여 안전여유도가 더 필요하다고 

결론지어지면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실제적이며 보다 정밀한 분석을 요구하거나 또는 

보다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모든 안전성 평가에 있어 한 가지 분석법만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전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단 한 가지 분석법만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 신청자가 수행한 분석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식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지침서 등을 이용한다.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분석에 있어 많은 것들이 현재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

에 대해서는 가장 근접한 방법으로 다루어야 한다. 사면안정성 분석과 이에 따른 안전

계수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는 검토자의 공학적 판정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의문시되고 있는 가정을 신청자가 사용하였거나, 기준이 아닌 부적절한 어떤 분석

방법이 사용되어졌다고 판단되면 검토자나 자문자는 자료에 좀 더 부합되는 방식으로 

댐이나 사면을 모델화하여 적절한 결정론적 및 확률론적 두 방법을 사용하는 독자적

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운영허가 검토시, 설계의 적합성과 완전성을 뒷받침하는 건설 데이터와 사면의 최

종건설 단계에서의 분석, 침하기록, 피에조미터의 기록 및 침투수의 부존여부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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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든 미결 항목들을 검토한다.

2.5.5.3  야외 및 실내 시험결과

안전관련 내진범주 I급 사면 아래 놓여있는 모든 토양과 암석의 물리적 특성 및 

안전관련 댐과 매립물 및 제방건설에 사용되는 채토물질의 물리적 특성을 정하기 위

하여 신청자는 시추조사, 표본채취, 지구물리조사, 시험갱, 트랜치 및 실내와 야외조사

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부지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부지조사 프로그램에 대

해 현장 및 토구조의 토양과 암석 특성을 정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상의 조사내용을 검토한다. 부지조사 프로그램의 적합성은 안전심사지침 2.5.4

절에 논의된 방법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2.5.5.4  채토물질의 특성, 다짐 및 굴착사양

모든 설계조건들이 만족되어 졌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사양서와 건설시 사용된 

품질관리기법을 검토한다. 이 단계의 검토에서는 다음사항들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1. 자연적 또는 공학적 기초물질, 또는 구조물 기초에 재해를 주지 않음을 확신시

킬 수 있는 건설시 제안된 배수계획.

2. 구조물 기초 하부의 모든 부적절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굴착계획과 적절한 

물질을 채우는 품질관리절차.

3. 구조물 기초와 제방물질을 다지는데 사용되는 기법과 장비.

4. 다음에 대한 높은 확신을 주는 품질관리계획과 시험계획

가. 선택된 채토물질이 조사프로그램에서 예상되는 것과 같이 양질의 균질성을 

가지고 있는 지의 여부

나. 다짐기초 토양의 설계사양 만족여부

5. 배수, 그라우팅, 암석볼팅과 같은 자연사면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법

6. 시설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감지하기 위한 건설중 및 건설후의 감

시계획, 이러한 감시계획에는 사면의 주기적인 시험, 침하기록의 조사 및 국지

적인 우물과 피에조미터의 측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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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자연 및 인공적인 모든 흙사면과 암반사면의 안정성에 관하여 신청자가 제시한 지

질공학적 측면의 자료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완벽성과 정확성, 그리고 충분성에 대

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신청자가 관련 법적요건과 기술기준을 만족하다고 평가가 내려

지면 안전심사보고서의 결론을 "사면안정성과 댐 및 제방 분석을 위해 수행된 조사는  

설계에 사용된 토양과 암석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적합하며, 설계분석을 검토한 결과 

자연 및 인공사면은 안전정지지진(SSE) 상태하에서 지속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며 안전

관련 토구조는 충분한 안전여유도를 갖고 있다"고 기술한다.

   사면 안정성에 관한 검토자의 결론은 안전심사보고서 또는 안전심사보고서의 부록

에 요약된다.  다음은 하나의 예이다.

자연 및 인공절취 사면이 부지에 존재한다. 발전소 부지는 Green Valley로 부터 

수백 미터 떨어져 있으며 Jones Pond 고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부 약 85m에 위

치하고 있다. 사면은 서쪽 끝에 위치한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서쪽방향으로 약 

75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경사는 완만하다가 경사가 급해지면서 계곡바닥 

근처에서 45°이상의 경사를 이룬다. 주향과 편리, 그리고 우세한 하나의 절리계 

방향은 사면에 거의 수직으로 발달되어 있다. 

두 번째로 우세한 절리계는 강과 거의 평행하며 남서쪽으로 경사한다. 그러나 부

지 인접지역에서 계곡 벽에 명백하게 영향을 준 사면이동은 관찰되지 않는다. 또 

다른 7개 방향의 절리가 신청자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 절리들은 중간규모의 개

방형이고 불연속적이다. 신청자는 자연사면의 특성과 지하수 체계를 평가하기 위

해 수 개의 탐사공을 시추하고 코어를 채취하였다. 비록 자연사면이 안전관련 발

전소 구조물들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 사면이 붕괴되더라도 안전상 명백

한 재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청자는 안전정지지진(SSE)하에서의 이들 사

면에 대한 안정성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면의 특성과 사면구성 물질에 대한 보수

적인 값을 사용하여 계산된 최소안전계수는 1.6이다.

발전소의 안전과 관련된 인공 흙사면에는 최종열제거용 배수로 건설을 위하여 

굴착된 절개부와 최종열제거용 저장조를 위한 댐과 제방이 포함한다. 광범위한 

조사와 시험계획에 의해 절개사면과 매립제방의 모든 중요한 특징과 특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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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다. 토구조의 다짐기준, 건설관리 및 선정된 매립물질들은 양질의 물 저

장 시설물에 적합하다. 안전정지지진 조건하에서 이들 사면의 보수적인 안정성 

분석결과 1.5의 최소안전계수를 제시하였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분석 및 실증을 포함하는 자료가 붕괴시 발전소의 안

전관련 구조물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공중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사면의 동적 및 정적 안정성을 입증시키기에 충분하며 해당 법적요건

과 기술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신청자는 다음의 사면특성들을 정의하는 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한다.

- 설계기준 및 설계분석

- 시추조사, 피트, 트렌치 및 실내시험 등을 포함한 조사결과

- 채토물질의 특성

- 다짐 및 굴착 시방서(규제요건에 부합하거나 검토자가 인정할 수 있는 규제요

건에 대한 대안적 방법)

신청자의 사면 설계 및 건설을 위한 조사, 실내 및 현장시험, 분석, 그리고 설계 및 건

설기준을 근거로 검토자는 자면 및 인공절취 사면들은 안전정지지진(SSE)하에서 안정

성을 유지하며, 안전관련 토구조물들은 기능을 만족스럽게 유지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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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2.1절  내진분류

 검토주관 : 구조부지/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는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지진, 태풍, 홍수, 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 

CFR 100 Appendix A, 10 CFR 50 Appendix S는 이러한 발전소 설비의 설계에 대한 기

준이 되는 지진을 안전정지지진(SSE; safe shutdown earthquake)으로 정의한다.  안전

정지지진은 잠재적인 최대 지진에 대한 평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전에 중요한 구

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최대 지면진동을 일으키

는 지진이다.  안전정지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발전

소 시설을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에서는 내진범주 I급으로 정하고 있다.  

발전소 운전중 및 운전기준지진(OBE) 동안 기능이 요구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요건은 10 CFR 50 Appendix S에 제시되어 있다.

상세한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시 안전성에 중요하여 안전정지지진에도 기능이 상

실되지 않도록 설계되는 신청자가 정한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기초

와 지지구조물 포함)의 내진분류를 검토한다.  지진사고에 따라 기능 유지가 요구되

지 않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도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구조물, 계통 및 기

기들의 고장은 허용할 수 없는 안전 수준으로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기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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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거나, 또는 제어실 종사자에게 일을 할 수 없는 부상의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지진학적인 검증을 하여야 한다. 추가하여, 검

토자는 RG 1.143에서 명시된 내진설계를 요구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의 구조

물, 계통 및 기기들도 확인한다. 

2. 이 검토는 건설 및 운영허가를 심사할 때에 발전소 설비에 대한 각 검토주관부서들

과 협조하여 수행한다.  내진범주 I급 항목에 대하여 검토자는 다음과 같은 발전소 

시설을 검토한다. 구조물, 댐, 저수지, 냉각탑, 원자로 내부구조물, RG 1.29에서 규

정한 안전에 중요한 유체계통,  RG 1.151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련 계측신호용 

도입배관, 환기계통, 비상용 디젤발전기 보조계통, 핵연료취급 계통 및 기중기 

 

3. 신청자는 내진범주 I급으로 지정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표(table)의 형태로 작

성하여 부분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이 표(table)에서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의 품질보증 

요건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를 

만족시켜야 하는 내진범주 I급에 해당하는 발전소 설비의 안전성 관련 기능에 영향

을 주는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발전소 설비에 대한 상세한 

내진분류는 도면 계획, 일반 배치도, 배관 및 계장도면에도 나타낼 수 있다.  신청

자가 운전기준지진(OBE)의 지반운동 크기를 안전정지지진(SSE) 지반운동 크기의 1/3

로 설정할 경우, 신청자는 운전기준지진 발생 동안과 그 이후에, 일반 공중의 건강

과 안전에 과도한 위험을 주지 않고, 적용 가능한 응력, 변형률, 그리고 변형 이내

에서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지속적인 안전운전에 필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구조물과 유체계통의 일부분이 내진범주 I급인 곳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안

전에 중요한 유체계통에 대해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는 내진분류표(table)에서 

압력용기, 열 교환기, 저장 탱크, 펌프, 배관, 밸브와 같은 계통 기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내진분류표(table)는 공유(interface) 관계를 정의하는 적절한 각

주가 있어야 하며, 내진범주 I급으로 분류된 부분의 계통상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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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내진분류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심사지침 3.2.2절에 따라서 계통 기기에 대한 품질등급 분류의 타당성을 판정한

다. 위의 내용은 본 절의 내용과 반복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함께 사용될 수 있다. 

2. 내진범주 I급으로 지정된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가 안전심사지침 3.2.2절, 3.9.1

절, 3.9.2절, 3.9.3절, 그리고 3.10절, 3.11절에 참조된 RG, 산업규격 및 기준에 따라

서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3. 펌프와 밸브에 대한 가동중 시험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6절 검토주

관부서가 수행한다. 

4. 기기내진검증 평가는 안전심사지침 3.10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5.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1.2절, 

11.3절, 11.4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6. 안전관련지역에 설치된 화재방호계통의 내진설계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

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7. 설계, 건설 및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1절, 

17.2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8. 안전관련 구조물의 등급분류 및 설계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8.1절, 3.8.2절, 

3.8.3절, 3.8.4절, 3.8.5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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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 설비 각각의 안전기능에 부합하

게 내진범주 I급으로 설계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안전관련 기능에 영향을 주

는 활동에 대한 품질보증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

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 방

사성폐기물계통의 설계와 관련이 있으며, 방사능을 포함할 수 있는 계통에 대한 정

상 및 가상사고조건하에서의 적절한 안전성 보증과 관련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5. 10 CFR 100 Appendix A, 10 CFR 50 Appendix S :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정

지지진에 견디고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설계와 관련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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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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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내진설계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

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10 CFR 100 Appendix A, 10 CFR 50 Appendix S의 요

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RG 1.29(내진설계 등급분류)에 제시되어 있는 지침을 사용

하여야 한다. 이 지침(RG 1.29)은 안전정지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발

전소의 특징(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확인 및 등급분류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RG 1.151은 안전관련 계측 신호용 도입배관에 적합한 내진설계 요건 및 등급

분류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2. RG 1.143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의 구조물, 계

통 및 기기들의 설계와 관련이 있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

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

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내진설계요건 수립에 

사용할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내진설계의 중요도 정도에 따라 요

구되는 여러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확인한다. 

3. RG 1.189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화재방호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

기들의 설계와 관련이 있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화재방호요건 수립에 사용할 지

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내진설계의 중요도 정도에 따라 요구되는 화

재방호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확인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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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기능적인 면에서 경수로형 원자로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분류하고 있는 RG 

1.29는 최소한 내진범주 I급의 요건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는 안전성에 중요한 발전

소 설비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기본 문헌이다.  RG 1.151은 안전관련 계측 신호용 

도입배관의 내진분류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RG 1.29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통 이외에 가상사고시 0.005 Sv(0.5 rem) 이상의 소외 전신피폭(또는 신체의 다른 

분야와 동일함)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계통들

은 내진범주 I급으로 분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RG 1.143은 방사성폐기물 관리계

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대한 내진설계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방사성

폐기물관리계통의 내진설계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RG 1.189는 화재방호계통의 구조물, 계통, 기기들에 대한 내진설계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화재방호계통의 내진설계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명확하게 확인하여

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신청자가 RG 1.29, RG 1.143, RG 1.151, 및 RG 

1.189를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이 지침들의 내용과 다르면 그 차

이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시 내진범주 I급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확인하는 자료

가 완전한지 그리고 그 자료가 특정 기기의 등급분류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상

세한지를 검토한다.  이 검토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본문, 표, 도면 계획, 일반 배치

도, 구조도, 배관 및 계기도면의 검토도 포함될 수 있다.  계통의 일부가 내진범주 I

급으로 분류된 곳에서는 내진범주 I급 요건들에 따라 설계되는 계통 일부분의 경계

를 배관 및 계장도면상에서 검토한다.  부분적으로 내진범주 I급인 유체계통에 대해

서는, 내진범주 I급 부분이 비내진범주 부분으로부터 격리되는 격리밸브를 지나서 

첫번째 내진구속물까지 내진범주 I급으로 확대해야 한다.  내진범주 I급과 비내진범

주 사이의 경계되는 배관계통에서는, 내진범주 I급의 동적인 해석은 비내진범주의 

첫 번째 앵커부위까지 확대되거나, 내진범주 I급 해석의 정당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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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진계통의 충분한 거리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구조물의 일부가 내진범주 

I급으로 분류되는 곳에서는, 건물기초와 지지구조물중 내진범주 I급 요건에 따라 설

계되는 부분을 발전소 배치도상에서 확인한다.  그리고 내진범주 I급 요건에 따라 

설계되는 기기와 관련 지지구조물 사이 경계면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를 

한다. 

   검토자는 안전관련 계측 신호용 도입배관의 내진등급분류는 RG 1.151의 C.2 및 C.3

에 포함되어 있는 지침에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내진범주 I급으로 분류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신청자의 품질보증 계획범위 안

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 품질보증계획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의 관련 품질보

증요건을 따라야 한다.  RG 1.29에 따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의 품질보증 요건은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안전관련 기능에 영향을 주는 모든 활동에 적용되어

야 한다.  내진범주 I급인 항목중에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의 품질보증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 확인되면, 이 정보를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에 알려서 해결하도록 한

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대한 내진등급분류에 대한 검토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

한 품질보증”의 품질보증계획에 따라서 발전소 시설이 건설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검토는 일반적으로 안전심사지침 3.2.2절의 품질등급분류의 검토와 병행하여 수행한

다. 

   시설(전기시설은 제외)의 운전에 필요한 기타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내진범주 I

급 요건으로 설계할 필요가 없다.  내진범주 I급 요건으로 설계를 요구하지 않는 

이들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는 격리밸브 하류부분의 배기라인, 배출라인, 충수라

인, 시험라인과 같은 내진범주 I급 계통들의 일부분이 포함되며, 또한 안전기능수행

에 필요치 않은 내진범주 I급 계통의 일부분이 포함된다. 

4. 지진사고후 연속적인 기능은 요구되지 않으나 고장시 내진범주 I 급 시설의 기능을 

허용할 수 없는 안전수준으로 저하시키거나, 또는 제어실 근무자에게 무능력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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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확인하고, 이와 같은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정지지진의 지진부하에서 그들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분석되고 설계되

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안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내진설계가 요구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과 화재방호

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RG 1.143, RG 1.189에 명시된 계통들과 일치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SAR)를 검토한다.

5. 신청자가 RG 1.29, RG 1.143, RG 1.151 및 RG 1.189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원하면

서도 제출한 내진분류에 대한 타당한 정당성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는, 신청자가 제

안한 내진분류에 대한 타당한 허용근거를 제시해 주는 문서 또는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계통에 대한 신청자의 내진분류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검토자의 질의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으면,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RG 1.29, RG 

1.143 및 RG 1.151, RG 1.189 그리고 상기의 검토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안전에 중요하고, 안전기능의 손상없이 안전정지지진의 영향에 견디도록 설계될 것이 

요구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전기설비 제외)들은 내진범주 I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표 3.2-1과 계통 배관 및 계장도면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내진범

주 I급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고장시 내진범주 I급 설비의 기능을 허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감소시키거나 제어실 종사자를 부상당하게 할 수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는 안전정지지진에 의해 고장나지 않음을 분석결과 검토를 통해 확인하였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내진범주 I급으로 적절하게 분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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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신청자의 품질보증계획의 범위내에 있으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10 CFR 100 Appendix A, 10 CFR 50 

Appendix S의 요건을 만족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은 다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1. 신청자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의 품질보증계획에 따

라 설계, 건설 및 운전되어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

조, “안전등급 및 규격”를 만족시켰다.  

2. 신청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RG 1.29, RG 1.151, RG 1.189에 

따라 내진범주 I급으로 적절하게 분류함에 따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10 CFR 100 Appendix A, 10 CFR 50 

Appendix S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확인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다음 사항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설비들이다. (1)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건전성, (2) 원자로 정

지 및 안전정지 상태 유지능력,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9호, “방사선방

호 등에 관한 기준”의 피폭제한치에 상당하는 소외 방사능 누출을 야기시킬 수 있

는 사고의 예방 및 완화능력

3. 내진범주 1급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이들의 고장시 내진범주 I급 설비의 기능을 

허용할 수 없는 안전수준으로 저하시키거나 제어실 종사자를 무능력하게 하는 부상

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안전정지지진 기간중에 손상되지 않

음을 분석결과 검토를 통해 확인하였다. 

4. 내진설계가 요구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 및 화재방호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

기들은  RG 1.143 및 RG 1.189의 내진설계요건과 일치됨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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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2.2절  계통 품질등급 분류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안전에 중요한 원자력발전소 계통 및 기기는 수행되는 안전기능의 중요성에 비례하

는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의 본 절에서

는 계통 또는 기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중요도에 따른 적용 규격 및 기준의 확인과 

안전성의 중요도에 따른 유체계통의 등급분류에 적용 가능한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상세한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중요한 유체계통의 압력용기, 열교환기, 저장탱크, 펌프, 배관, 밸브와 같은 

압력보유 기기에 대한 신청자의 분류체계를 검토하며, 안전기능 수행이 요구되는 

계통부분에 대한 신청자의 품질등급 분류를 검토한다. 본 검토에서 제외되는 사항

은 구조물, 축, 밀봉장치, 임펠러, 팩킹, 개스킷과 같은 기계기기 내부 부품, 핵연료, 

전기 및 계측계통, 전기밸브 작동장치, 펌프모터 등이다.

2. 신청자는 안전에 중요한 압력용기, 열교환기, 저장탱크, 펌프, 배관, 밸브와 같은 계통

기기, 관련 품질등급 분류, 적용 KEPIC/ASME코드 및 코드등급, 품질보증 요건과 같은 

유체계통에 대한 자료를 표(table)의 형태로 안전성분석보고서(SAR)에 제시한다. 추가

적으로, 신청자는 계통 품질등급 분류를 해당 배관 및 계장도면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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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계통품질등급분류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계통기기에 대한 내진분류의 적합성은 안전심사지침서 3.2.1절에 따라서 검토한다. 

내진분류자료는 유사자료(예를 들면, 기기의 목록 또는 표, 계통도면 등)에 대한 반

복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안전심사지침 3.2.2절에서 검토되는 품질등급 분류

자료와 상호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함께 사용될 수 있다. 

2. 품질등급 A, B, C 또는 D로 지정된 안전에 중요한 계통과 기기들이 안전심사지침 

3.2.1절, 3.9.1절, 3.9.2절, 3.9.3절에서 참조된 Regulatory Guide(이하 “RG"), 산업기

술기준에 따라 제작되는지를 확인한다.

3. 펌프와 밸브에 대한 가동중시험계획(프로그램)의 타당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6

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4. 기기내진검증에 대한 평가는 안전심사지침 3.10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5.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계통 및 기기의 품질등급분류에 대한 검토

와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적용되는 코드 및 코드케이스에 대한 적합성 검토는 안

전심사지침 5.2.1.1절, 5.2.1.2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6. 검토자는 계통 및 기기의 안전 및 품질그룹 등급분류, 신청된 품질보증프로그램, 특

정 계통의 검토와 연계하여 안전심사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합격기준 및 방법에 따

른 코드 및 기준의 적용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7.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발전소 설비의 기능에 필요한 전기 및 계기계통에 대한 검

토를 위하여 특정 자료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8. 원자로압력경계 및 안전등급 2, 3기기(KEPIC/ASME코드 등급 2, 3 기기)에 대한 가

동중검사프로그램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5.2.4절, 6.6절 검토주관부서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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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9.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일치되게 품질보증프로그램에 제시된 모든 사항에 대한 검토

는 안전심사지침 17.1절, 17.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원자력안전위원

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10 

CFR 50.55a.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

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되어야 한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

한 규정”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관한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을 

제시하고 있다.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운영

에 관한 기술기준으로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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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및 원자력안전

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

침”/10 CFR 50.55a.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RG 1.26이 사용된다.  

1. RG 1.26, "원자력발전소의 물, 증기,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기기의 품질등

급분류와 기준"에는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중요한 물과 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기기에 대해서 품질등급분류(B, C, D)기준을 결정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10 CFR 50.55a는 경수로형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부분중에서 안전성에 

중요한 KEPIC/ASME코드 등급 1 기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기에 대한 상세한 검

토는 검토연계분야에서 기술된 안전심사지침의 관련 절에서 수행된다. RG 1.26에서

는 이러한 기기들을 품질등급 A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RG 1.26에서는 수행기능을 

근거로 하여 물과 증기를 포함하는 기기중에서 안전성에 중요한 계통기기를 품질

등급 B, C 로 규정하고 있으며, 품질등급 B, C 기기보다 안전성에 덜 중요한 계통

기기를 품질등급 D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자는 RG 1.26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급분

류체계를 사용하거나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

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의 안전등급분류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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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형 원자로냉각재계통 중에서는 RG 1.26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품질등급

분류에 대하여 검토자의 입장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안전성에 중요한 계통

들이 있으며 이들이 부록 3.2.2-1에 제시되어 있다. 

2. 안전성에 중요한 유체계통의 확인에 사용된 자료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하며, 

각 주요 기기의 품질등급분류, KEPIC/ASME코드 및 코드등급과 품질보증요건들이 

위의 허용기준을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분류된 품질등급이 각종 계통 운전모

드에 타당한지를 점검한다.

3. 신청자가 안전성에 중요한 계통에 대한 품질등급분류 경계를 상세하게 표시하고 있

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관 및 계장도면을 검토한다. 배기배관, 배수배관, 충전배

관, 시험배관, 시료채취관과 같은 주배관의 지류(branch) 배관을 포함하여 각 배관

에 대한 품질등급분류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관 및 계장도면을 점검한

다. 품질등급분류의 변경은 통상적으로 밸브위치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그 경우 밸

브는 높은 등급으로 분류된다. 밸브가 없을 경우에는 품질등급이 낮은 경계측이 고

장 나더라도 계통의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될 때에만 품질등급분

류의 변경이 허용된다.

4.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의 안전성에 중요한 다음 유체계통의 품질등급분류를 검토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비상노심냉각계통, 격납건물 살수계통,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붕소열재생계통⑴⑵, 붕소재순환계통⑴⑵, 잔열제거계통, 기기냉각수계통⑵,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⑵⑷, 시료채취계통⑶, 발전소용수계통⑵, 압축공기

계통⑴⑵⑸, 비상디젤엔진 연료유 저장 및 이송계통⑸,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 

비상디젤엔진 시동계통,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 비상디젤엔진 연소공기 흡입 및 

배기계통, 주증기계통⑶, 급수계통⑶, 보조급수계통, 증기발생기 취출계통⑶, 격납건

물 냉각계통, 격납건물 배출계통, 제어실과 공학적안전설비실 등의 지역에 대한 환

기계통⑸, 가연성기체제어계통⑴⑸, 응축수저장계통⑴, 재장전용수저장계통⑵,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⑵⑸, 격납건물 격리계통⑸, 기기냉각수 및 필수냉각수계통을 포함

한 원자로보조냉각계통⑵, 관련기기 및 차단 밸브를 포함한 가압기동력구동 압력방

출밸브⑸, 공정 및 사고후 시료채취계통⑶, 최종 열제거원 및 보조계통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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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⑴ RG 1.26의 요건에 일치하는 품질군일지라도, 발전소에 따라서는 이 계통은 안전에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⑵ 안전성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 부분

 ⑶ 격납건물 최 외곽 격리밸브까지의 계통 부분

 ⑷ 안전심사지침 9.1.3절에서 설명한 보충수계통을 포함

 ⑸ 등급분류 보조지침은 부록 3.2.2-1 참조

본 안전심사지침의 부록 3.2.2-1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시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의 품질등급분류에 대한 보조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부록 3.2.2-1에서 품질등급분

류와 계통기기의 분류에 대한 RG 1.26의 지침을 보완하는 품질등급분류 및 관련 참고

자료를 확인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에 첨부된 표 3.2.2-1에는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기기에 대한 제작규격 

및 기준에 대한 요약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 표는 RG 1.26에 있는 품질 등급분류체계를 

기초로 하였다.  부록 3.2.2-1은 계통 및 기기의 건설에 관한 보조 지침을 제시하고 있

다.

신청자가 RG 1.26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원하면서도 제출한 품질등급분류에 대한 적

절한 정당성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는, 신청자가 제안한 품질등급분류의 타당성을 제시

해 주는 문서 또는 해석을 요구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계통에 대한 신청자의 품

질등급분류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RG 1.26 또는 부록 3.2.2-1에서 확인된 지침의 품질등급분류에 대한 예외와 대안은 그 

품질수준이 동등한 것이라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허용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 RG 1.26에서 규정한 것 보다 더 높은 등급분류의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기기를 분

류했을 때 

  - 대체 설계규정이 보다 보수적인 설계를 근거로 했을 때

  - 기기에 대한 비파괴시험을 해당 코드가 요구하는 정도 이상으로 수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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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

한 품질보증”의 품질보증요건을 만족시킬 때  

검토자의 질의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으면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RG 1.26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1. 압력용기, 열교환기, 저장탱크, 펌프, 배관 및 밸브와 같은 안전에 중요한 유체계통 

압력 보유 기기들은 품질등급 A, B, C, 또는 D로 분류되었으며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표 3.2-1과 계통 배관 및 계장도면에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 기기들은 수행하

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적합한 품질기준에 따라 제작 및 설치되었다. 품질등급 A, 

B(KEPIC/ASME코드 등급 1, 등급 2)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기기에 대한 검토는 안

전심사보고서의 5.2.1.1장에서 논의된다. RG 1.26의 규제방침 C.1.a부터 규제방침 

C.1.e까지에서 규정되어 있는, 계통의 품질등급 B기기들은 KEPIC/ASME코드 등급 2

에 따라 제작된다. RG 1.26의 규제방침 C.2.a로부터 규제방침 C.2.d까지에서 규정되

어 있는 계통기기들은 품질등급 C기준인 KEPIC/ASME코드 등급 3에 따라 제작된다. 

RG 1.26의 규제방침 C.3에 규정되어 있는 계통 기기들은 KEPIC-MG 및 ANSI B31.1

과 같은 품질등급 D기준에 따라 제작된다.

2. 안전에 중요한 유체계통의 압력보유기기들이 품질등급 A, B, C 및 D로 적절히 분류

되었으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의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검토자는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신청자가 안전에 중

요한 압력보유기기들을 RG 1.26, "물, 증기, 방사능폐기물을 포함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기기의 품질등급 분류 및 기준"에 따라 품질등급 A, B, C 및 D로 적절히 분

류하였으며, 검토자가 품질등급이 규정된 압력보유기기들은 (1) 원자로냉각재압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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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오동작의 결과를 완화시키거나 방지하며, (2) 원자로를 정

지시키고 안전정지상태로 유지하며, (3) 방사성물질의 누출방지에 필요한 기기들이

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신청자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의 요건을 만족시켰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

한 규정”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

용에 관한 지침”

 4. KEPIC-MG, “일반기계”

 5. 안전심사지침 부록 3.2.2-1절, “계통 및 등급분류와 품질기준 적용을 위한 보조지

침”

 6. 10 CFR 50.55a, "Codes and Standards" 

 7.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1, "Quality Standards and    

Records."

 8. 10 CFR 50, Appendix B, "Quality Assurance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and 

Fuel Reprocessing Plants"

 9. Regulatory Guide 1.26, "Quality Group Classification and Standards for Water-, 

Steam-, and Radioactive-Waste-Containing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 

 10. Regulatory Guide 1.84, "Design, Fabrication, and Materials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Section III"

 11. ASME Sec. III, Division 1,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12. ASME Sec. VIII, Division 1, "Pressure Vessels"

 13. ANSI/ASME B16.34, "Valves-Flanged, Threaded, and Welding End"

 14. ANSI/ASME B31.1, "Power Piping"

 15. ANSI B96.1, "Specification for welded Aluminum Alloy Field - Erected Storage 

T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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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API Standard 620, Sixth Edition, "Recommended Rules for Design and         

Construction of Large, Welded, Low-Pressure Storage Tanks"

 17. API Standard 650, Sixth Edition, Revision 1, "Welded Steel Tanks for Oil        

Storage"

 18. AWWA D100-79, "AWWA Standard for Steel Tanks-Standpipes, Reservoirs,  and 

Elevated Tanks for Water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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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1  품질등급 분류체계⑵에 따른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기기에 대한 건설⑴  

            규격 및 기준의 요약

    기  기
                품 질 등 급 분 류 체 계

  품질등급 A   품질등급 B    품질등급 C    품질등급 D

  압 력 용 기

  배    관  

  펌    프  

  밸    브  

           

  대  기   

  저장탱크  

    

  0-15 psig 

  저장탱크  

  지지구조물

  금속 격납 

  용기 부품 

   노  심    

  지지구조물

  KEPIC MNB

  ASME III,   

  Div.1      

  NB-등급1기기

     ⑶⑷    

    상  동    

    

          

    상  동    

    상  동    

              

   해당없음   

              

   해당없음   

              

    MNB, MNF

   

   해당없음   

   해당없음

  KEPIC MNC

  ASME III,    

  Div.1        

  NC-등급2기기

      ⑶⑷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MNC, MNF

     

  MNC, MNE

  등급 

 

  MNC, MNG

  KEPIC MND

  ASME III,    

  Div.1         

  ND-등급3기기 

     ⑶⑷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MND, MNF

      

  해당없음 

  해당없음

 

  ASME VIII, 

  Div.1  

 ANSI B31.1

 Power Piping

 제작자 기준

 ANSI B31.1,

 ANSI B16.34

 API-650,

 AWWA D100

또는 ANSI B 96.1

 API-620 

       

 제작자 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 : 1. KEPIC 코드 MNA-1110 ASME 코드 NCA-1110에 정의된 것과 같이, 건설

(construction)은 기기의 재질, 설계, 제작, 평가(examination), 시험, 검사 및 기

기의 제작과 설치에 필요한 인증(certification)을 포함하는 사항이다.

      2. RG 1.26에 정의된 것과 같이, 품질등급 분류체계에서는 유체계통 기기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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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에 따라서 품질등급 A, B, C, D로 분류한다.

      3. 적용되는 코드 개정판(edition)과 추록(addenda)에 관한 요건인 10 CFR 50.55a

를 볼 것.

      4. ASME 코드케이스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5.2.1.2절, RG 

1.84에 언급되어 있다. 신청자가 위의 지침서와 RG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ASME 코드케이스를 사용할 경우, 코드케이스를 사용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허용할만한 품질수준 및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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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3.1절 풍하중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발전소 부지에서 규정된 설계 풍하중의 영향에 견디어야 되는 구조물의 설계와 관

련하여 다음의 분야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

한 설계기준) 등의 관련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지를 검토한다.

  1. 설계풍속 및 재현기간, 높이에 따른 속도변화, 그리고 돌풍인자(Gust Factor)는 구

조설계를 위한 풍하중의 입력변수 관점에서 검토한다.  

  2. 설계풍속을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노출표면에 작용하는 유효풍압(Equivalent 

Pressure)으로 변환시키는데 고려된 절차를 구조물의 기하학적 형태 및 물리적 

특성과 풍압분포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본 지침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전심사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기상현상에 의해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작용하는 설계 풍하중 변수

의 적절성은 안전심사지침 2.3.1절 및 2.3.2절에 따라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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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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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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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외부 인

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이하 "GDC") 2, "Design Bases 

for Protection Against Natural Phenomena"

   이 요건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그들의 안전기능 수행

능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토네이도를 포함한 자연현상으로부터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DC 2를 적용하는 것은 선택된 설계기준이 부지와 그 주

변지역에서 역사적으로 발생한 가장 중대한 자연현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신시

켜 주는 것이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관련 주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주어진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성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풍하중에 견디어야 하므로, 설계 풍하중

에 대한 구조물의 설계사항은 자연현상과 관련된 관련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에 따

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계 입력으로 고려되는 바람은 발전소 주변에서 기록된 역사기록 중에서 가장 

극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역사기록이 제한된 경우에는 충분한 여유를 두어

야 한다.  

  2. 설계기준 풍속과 재현기간, 높이에 따른 풍속변화, 돌풍인자, 그리고 부지관련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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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에 대한 허용기준은 안전심사지침 2.3.1 및 2.3.2절에 따른다. 이상에서 승인

된 변수값들이 구조설계절차의 검토와 평가의 기본적인 입력값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3. 구조물의 해석에 적용되는 설계풍속을 설계풍하중(Design Wind Load)으로 변환시

키는 절차는 ASCE/SEI 7-05 "Minimum Design Loads for Building and Other 

Structures" 및 건축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45호)을 적용하여야 

하며, 보수적인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ASCE/SEI 7-05를 따를 경우, 설계풍속 V를 지상으로 부터 z 높이에서의 속도압

(Velocity Pressure) qz로 변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만족된다. 

                    qz = 0.613KZKdtKdV
2I (N/m2)

 

            여기서, Kz : ASCE/SEI 7-05, Table 6-3에 정의된 임의 높이 z에서의 속도

압 노출계수(≥0.87), Kdt : 지형계수(= 1.0), Kd : 바람의 방향계수(= 1.0), V 

: 안전심사지침 2.3.1에 기술된 설계풍속(m/s), I : 중요도계수(= 1.15) 이다.

     각 바람 방향에 대해 고려할 경우, 바람 불어오는 쪽을 향한 노출범주는 자연지

형, 수풀 및 구축된 시설물 등 지표면의 노풍도(ground surface roughness)에 기

초하여야 한다. 노풍도 C는 일반적으로 높이 30 ft 이하에 산재한 장애물을 가진 

지형으로 정의한다. 이 범주에는 펼쳐진 평평한 지형, 초원, 그리고 태풍이 발생

하기 쉬운 지역의 모든 수면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는 비교적 장애

물이 없는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ASCE/SEI 7-05, Table 6-3의 Kz값은 노풍도 C 

중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노풍도 C의 정의는 ASCE/SEI 7-05의 6.5.6.3절에 기술되

어 있다. 이 경우, 설계풍하중은 구조물의 형상 및 설계조건에 따라 ASCE/SEI 

7-05의 6.5.12절 ～ 6.5.15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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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다음에 기술된 검토절차 중에서 신청자가 제안한 발전소 설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주안점을 두어 검토한다.

   

  1. 본 지침 I.1에 기술된 부지관련변수는 안전심사지침 2.3.1 및 2.3.2에 따라 검토되

므로 검토자는 부지관련 변수들의 값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부지관련 변수들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풍하중 설계에 대하여 구조적 관점에서 

평가를 수행한다. 설계풍속을 유효풍압으로 변환시키는데 사용한 절차를 검토하

고 본 지침 II에 기술된 허용기준과 비교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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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근거로 하여 발전소의 풍하중에 대한 설계가 관

련요건에 만족되고 있는지 결론을 내린다. 구조물의 성능이 설계풍하중에 견디기 위해

서는 관련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1. 설계입력으로 사용된 풍속은 발전소 주변에서 기록된 역사기록 중에서 충분한 여

유도가 고려된 가장 극심한 값을 사용 

  2. 자연현상의 영향을 고려하여 정상 및 사고상태 하에서의 적절한 하중조합을 선정 

  3. 안전관련 시설이 담당하는 안전기능의 중요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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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는 ASCE/SEI 7-05 및 ASCE Paper No. 3269 또는 건축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

부 고시 제2009-1245호)를 이용하여 설계함으로써 상기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그 내

용에 대하여 검토자는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이들 서류에 제시된 방법과 데이터는 풍속을 구조물에 작용하는 유효풍압으로 변

환시키는 절차와 구조물의 기하학적 및 물리적 형상에 상응하는 압력계수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신청자는 위 '1.'항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지에서 적절하게 고려된 가장 극심

한 풍하중이 작용하는 동안에도 구조적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가진 

발전소 구조물을 설계하였으며, '2.'항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내진범주 I급 구조물

의 설계에 정상 및 사고 상태에서 초래될 수 있는 하중과 가장 극심한 풍하중 상태와

의 적절한 하중조합을 포함하였다. 

   발전소 구조물에 작용하는 특정의 설계 풍하중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절차들은 이 

절차들이 구조물의 설계에 관례적으로 사용하여 왔고, 구조물이 환경적인 영향에 견디

어야 하므로 다른 공학적 설계고려에 있어서 보수적인 기준인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

문에 승인할 수 있다. 이들 절차를 사용함으로써 발전소 구조물들이 설계기준 풍속에 

대하여 설계되어 있으므로 설계기준 풍속이 작용해도 구조적 건전성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조물 내에 위치한 안전관련 계통 및 기기는 적절하게 보호되어 있으며, 

필요시 주어진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3.'항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6조 (건설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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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45호, 건축구조설계기준

 4.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2, "Design Bases for Protection 

Against Natural Phenomena"

 5. ASCE/SEI 7-05, "Minimum Design Loads for Building and Other Structures",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2006 

 6. ASCE Paper No. 3269, "Wind Force on Structures", Final Report, Task Committee 

on Wind Forces, Committee on Loads and Stresses, Structural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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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3.2절 토네이도 하중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발전소 부지에서 규정된 설계기준 토네이도 하중의 영향에 견디어야 하는 구조물

의 설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분야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

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등의 관련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1. 토네이도의 병진풍속(Translational Velocity)과 접선풍속(Tangential Velocity), 토네

이도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차이(Pressure Differential) 및 재현기간, 그리고 이들

의 특성 및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비산물을 포함하여 토네이도에 적용

되는 설계변수들을 구조설계를 위한 토네이도 하중의 입력변수 관점에서 검토한

다.  

  2. 토네이도 변수 등을 구조물에 작용하는 유효하중으로 변환시키는데 고려된 절차

를 다음 사항과 함께 검토한다.

    가. 구조물의 기하학적 형태 및 물리적 특성과 풍압분포를 고려하여 토네이도 하

중을 구조물에 작용하는 등가하중(equivalent loads)으로 변환 

    나.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되는 대기압 변화를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변환

    다. 강력한 동하중인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하는 비산물 하중을 구조물에 작용하는 등

가하중으로 변환

    라. 구조물에 가장 불리한 토네이도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상기의 개별하중을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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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토네이도 하중에 대하여 설계되지 않은 구조물이나 기기의 파손이 다른 구조물이

나 기기의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

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본 지침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전심사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기상현상에 의해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작용하는 설계 토네이도하중 

변수의 적절성은 안전심사지침 2.3.1절 및 2.3.2절에 따라 검토한다.

  2.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되는 설계기준 비산물 스펙트럼의 적절성은 안전심사지침 

3.5.1.4절에 따라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둘러싸인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토네이도에 의한 대기압 변화를 산정

하는데 사용된 절차는 사안에 따라 적합성을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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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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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

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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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이하 "GDC") 2, "Design Bases 

for Protection Against Natural Phenomena"

   이 요건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그들의 안전기능 수행

능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토네이도를 포함한 자연현상으로부터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DC 2를 적용하는 것은 선택된 설계기준이 부지와 그 주

변지역에서 역사적으로 발생한 가장 중대한 자연현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신시

켜 주는 것이다. 

3. Regulatory Guide(이하 "RG") 1.76, Rev. 1, "Design-Basis Tornado and Tornado 

Missiles for Nuclear Power Plants"

   RG 1.76에는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되는 비산물의 특성과 설계기준 토네이도 비

산물 스펙트럼이 제시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관련 주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주어진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성능이 저

해되지 않도록 발생 가능한 가장 극심한 토네이도 하중을 견디어야 하므로, 설계 토네이

도 하중과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하는 비산물의 영향을 견디어야 하는 구조물의 설계사

항은 자연현상과 관련된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에 따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계 입력으로 고려되는 토네이도와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하는 비산물은 발전소 

주변에서 기록된 역사기록 중에서 가장 극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역사기록

이 제한된 경우에는 충분한 여유를 두어야 한다.  

  2. 토네이도 풍속과 압력차이 및 재현기간, 그리고 이들 변수들에 대한 허용기준은 

안전심사지침 2.3.1 및 2.3.2절에 따른다. 그리고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비산물의 스펙트럼과 이들의 특성, 그리고 이들의 관련 변수들의 허용기준은 안

전심사지침 3.5.1.4절에 따른다. 이상에서 승인된 변수값들이 구조설계절차의 검토

와 평가의 기본적인 입력값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3. 토네이도 변수들을 구조물에 작용하는 등가하중으로 변환시키는 절차들에 대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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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토네이도 특성 및 영향 

        토네이도의 특성은 (1) 최대 풍속, (2) 병진풍속, (3) 최대회전풍속, (4) 최대회

전풍속의 반경, (5) 압력강하, (6) 압력강하속도 등에 따라 RG 1.76의 Table 1

과 같이 구분된다. 토네이도의 영향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구조물 상에 기체 흐름이 직접 작용함에 따른 토네이도 풍속 영향

        2) 토네이도가 통과하는 동안 구조물 내․외부 사이의 부등압력(differential 

pressure)에 의해 유발되는 대기압 변화 영향

        3)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되는 비산물의 충격 영향

     나. 토네이도 풍속 영향

        토네이도 풍속을 구조물에 작용하는 유효하중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ASCE/SEI 

7-05 "Minimum Design Loads for Building and Other Structures"에 나타난 기

준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이 적용된다.

        1) 최대속도압 qz는 최대토네이도 풍속 V에 기초를 두고 ASCE/SEI 7-05, 

6.5.10절에 따라 다음 식을 사용하여 구해야 한다.

                    qz = 0.613KZKdtKdV
2I (N/m2)

 

           여기서, Kz : 속도압 노출계수(= 0.87), Kdt : 지형계수(= 1.0), Kd : 바람의 방

향계수(= 1.0), V : 최대 토네이도 풍속(m/s), I : 중요도계수(= 1.15) 이고, 최

대토네이도 풍속 V는 토네이도의 최대회전풍속과 병진풍속의 합력이다.

 

        2) 토네이도 풍속은 지상 어느 높이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3) 설계 토네이도하중은 구조물의 형상 및 설계조건에 따라 ASCE/SEI 7-05의 

6.5.12절 ～ 6.5.15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다. 대기압 변화 영향

        RG 1.76에는 토네이도가 통과할 때 유발되는 압력강하와 압력강하속도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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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토네이도가 통과하는 동안 대기압 변화로 

인해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은 참고문헌 6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토네이도에 완전히 노출된 구조물은 토네이도가 통과하는 동안 구조물에 작

용하는 내․외부의 압력이 급속하게 같아진다. 그러므로 이런 구조물의 내․외부 

사이의 대기압 변화는 0이다.

        통풍구가 없이 둘러싸인 구조물에서는 토네이도가 통과하기 전에 대기압과 

같아지도록 내부에 압력이 남아 있다.  토네이도가 통과하는 동안 구조물 외

측의 대기압 변화는 구조물 내․외부 사이에 압력 차이를 유발하고, 이들 압력 

차이는 둘러싸인 구조물의 지붕 및 벽체의 바깥 방향에 하중으로 작용하게 

한다.

        통풍구가 있는 부분적으로 둘러싸인 구조물에서는 토네이도가 통과하는 동안 

대기압 변화에 따라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산정이 더욱 복잡하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대기압 변화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통풍구가 설치되는 경우에

는 사안에 따라 적합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라.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되는 비산물의 충격 영향

         RG 1.76에는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되는 비산물의 특성과 설계기준 토네이도 

비산물 스펙트럼이 제시되어 있다.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하는 비산물의 충격

을 구조물에 작용하는 등가정하중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허용기준은 안전심사

지침 3.5.3절의 Ⅱ항에 기술되어 있다.

     마. 토네이도 영향에 대한 하중조합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하는 풍속 영향 Ww, 대기압 변화 영향 Wp, 비산물 충격 

영향 Wm을 결정한 후에 구조물에 대하여 이들의 영향을 보수적으로 조합해야 

한다. 이러한 영향들을 조합하고 구조물에 작용하는 총 토네이도 하중을 산정

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Wt ＝ Wp                                      

      2)  Wt ＝ Ww ＋ 0.5 Wp ＋ Wm                    

        여기서, Wt : 총 토네이도 하중,  Ww : 토네이도 풍속에 의한 하중,

               Wp :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압 변화에 의한 하중,

               Wm :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하는 비산물 충격에 의한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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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토네이도 하중에 대하여 설계되지 않은 구조물이나 기기의 파손이 다른 구조물이

나 기기의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

기 위해 다음 사항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가. 토네이도 하중과 비산물에 대하여 설계되지 않은 구조물과 기기의 붕괴나 구

조적 파손은 안전관련 구조물이나 기기에 대한 구조적 손상 또는 다른 손상

을 가져오지 않는다.

     나. 안전관련 구조물은 토네이도 하중에 대하여 설계되지 않은 구조물과 기기로 

부터 가정된 구조적 파손, 붕괴, 또는 비산물의 발생 등에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편,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다음에 기술된 검토절차 중에서 신청자가 제안한 발전소 설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주안점을 두어 검토한다.

  1. 검토연계분야에서 기술한 것처럼 부지관련 변수는 안전심사지침 2.3.1절 및 2.3.2

절에 따라 검토하고, 토네이도 비산물의 특성 및 스펙트럼은 안전심사지침 3.5.1.4

절에 따라 검토되므로 검토자는 이들 값들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검토연

계분야에서 기술한 부분적으로 둘러싸인 구조물에 대한 대기압 변화 영향은 사안

에 따라 적합성을 검토한다.

  2. 부지관련 변수들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검토자는 토네이도 하중 설계에 대하여 

구조적 관점에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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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청자가 토네이도 풍속을 구조물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으로 변환시키는데 사

용한 절차를 검토하고, ASCE/SEI 7-05에 기술된 절차 및 본 지침 II.3의 나.항

에 기술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나. 신청자가 대기압 변화의 영향을 완전 노출 및 통풍구가 없이 둘러싸인 구조

물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으로 변환시키는데 사용된 절차를 검토하고, 본 지침 

II.3의 다.항에 기술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신청자가 대기

압 변화의 영향을 통풍구가 있는 부분적으로 둘러싸인 구조물에 작용하는 설

계하중으로 변환시키는데 사용된  절차는 사안에 따라 적합성을 검토한다. 

     다.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하는 비산물의 평가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3.5.1.4절

에 기술되어 있고, 비산물에 대한 방호설계에 대한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 

3.5.3절에 기술되어 있다.

     라. 각각의 토네이도에 의한 영향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한 후, 이러한 영

향이 토네이도에 대하여 가장 불리한 영향이 되도록 조합되었는지 검토하고, 

Ⅱ.3의 마.항에 기술한 허용기준과 비교한다. 특정 구조물의 기하학적 및 물

리적 형상에 따라 제안된 별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검토한다.

  3. 토네이도 하중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구조물이나 기기의 파손이 다른 구조물이

나 기기의 주어진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검토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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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하고, 발전소의 토네이도 하중에 대한 설계가 관련 요건에 만족되고 있는지 

결론을 내린다.

   구조물의 성능이 설계기준 토네이도의 풍속에 의한 영향,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되는 

대기압의 변화에 의한 영향, 그리고 토네이도에 의한 비산물의 충격 영향에 견디기 위

해서는 관련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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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계입력으로 사용된 토네이도는 발전소 주변에서 기록된 역사기록 중에서 충분

한 여유도가 고려된 가장 극심한 값을 사용 

  2. 자연현상의 영향을 감안하여 정상 및 사고상태 하에서 적절한 하중조합을 선정 

  3. 안전관련 시설이 수행해야 할 안전기능의 중요도 고려

    

   신청자는 위 '1.'항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지에서 적절하게 고려된 가장 극심

한 토네이도 하중이 작용하는 동안에도 구조적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가진 발전소 구조물을 설계하였으며, '2.'항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내진범주 I급 구

조물의 설계에 정상 및 사고 조건에서 초래될 수 있는 하중과 가장 극심한 토네이도 

하중조건과의 적절한 하중조합을 포함하였다. 

   발전소 구조물에 작용하는 특정의 설계기준 토네이도 하중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절차들은 이 절차들이 구조물의 설계에 관례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구조물이 환경적인 

영향에 견디어야 하므로 다른 공학적 설계고려에 있어서 보수적인 기준인 것이 입증

되었기 때문에 승인할 수 있다. 

   이들 절차의 사용은 발전소 구조물들이 설계기준 토네이도에 대하여 설계되어 있

으므로 설계기준 토네이도가 작용해도 구조적 건전성이 손상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이 구조물 내에 위치한 안전관련 계통 및 기기는 적절하게 보호되어 있으며, 필요시 

주어진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으므로 '3.'항의 요건을 만족하

고 있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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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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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4.1절  부지 내 장비 파괴에 따른 내부홍수 방호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의 검토 목적은 안전정지기능의 상실이나 심각한 방사능 누출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발전소 내부홍수 방호에 대한 것을 확

인하는 것이다. 사업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 내에 제시된 시설 설계와 설비 배치가 내

부(예, 배관 파단, 탱크 파괴) 및 외부(외부 탱크 파괴) 원인으로 인한 홍수 방호 모두

에 대해서 검토된다. 자연 현상(예, 가능최대홍수, 지진해일 등)에 기인한 외부 홍수 방

호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연계분야에 나열된 검토 항목에서 수행된다. 

  

  특정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외부 및 내부 원인에 의한 홍수에 대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안전관련 구조

물, 계통 및 기기 확인

  2. 그리고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격납하는 다양한 건물, 격실 및 구내에

서의 내부 홍수위에 대한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위치 확인

  3. 비안전관련 구역에서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격납하는 건물, 격실 및 

구내로의 내부 연결에 의해 발생 가능한 유동경로(예, 내부 연결된 출입구를 통한 

누출)

  4. 여분의 계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내부 홍수원인 비안전성 계통으로부터 안전

관련 계통과 기기에 대한 격리의 적절성 

  5. 내부 홍수위 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비기계적 틈과 구조물 내 외부 구멍 및 관통

부와 같이 발생 가능한 내부 누출원에 대한 방호 설비

  6. 내부 홍수의 잠재 발생원이 될 수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예, 배관 파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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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탱크 및 용기 파단, 배수설비를 통한 역류)

  7. 내부 홍수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설계 특성(예, 적합한 배수, 배수조 펌프 등)

  8. 영구배수계통 방법에 의해 지하 지하수 유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안전관련 

구조물

검토연계분야

   이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2.4.1에서부터 2.4.14에 따라 자연현상에 의한 외부 홍수의 

잠재 원인과 홍수 방호에 대해 적절한 기술을 평가한다. 

  2.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2.4에 따라 가정된 부지 홍수 인자를 평가한다. 

  3.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3.4.2에 따라 설계기준 홍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

의 설계에 대해 사용된 허용기준을 평가한다. 

  4.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2.4.14에 따라 저수위 조건과 관계되는 운영기술지침의 타

당함을 평가하고, 안전심사지침 16.0에 따라서 전체적인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5. 검토자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파손이 발전소 안전정지를 저해할 수 있는 항

목들에 대한 적합성을 안전심사지침 3.2.1과 3.2.1에 따라 평가한다. 

  6.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19.0을 따라 내부 및 외부 홍수 분석을 포함하여 사업자

의 발전소 및/혹은 부지 고유의 확률론적 위해도 평가의 타당함을 평가한다. 

  7.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3.6.1에 따라 안전관련 계통 상 배관 파열의 환경적 영향

을 평가한다. 

  8.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3.11에 따라 기계 및 전기 장비의 환경 조건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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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3.6.2에 따라 배관 파단의 동적 영향(예, 배관 휩, 분출 충격)

과 정상 발전소 운전 동안 고-중 에너지 계통 내 발생 가능한 파단 위치를 평가한

다. 

  10.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7.5에 따라 다른 안전관련 기계 및 전기 장비에 대한 홍

수 영향과 구조물 내 수위 상승을 탐지하기 위한 필요한 검출기와 경보기의 타당

성을 포함하여 홍수 방호에 대해 요구되는 기계를 평가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 및 교육과학기술부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0조, “건설허가”

  2.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운영허가”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표준설계인가신청 등”

  5.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 “표준설계인가 첨부서류의 작성”

  6.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운영기술지침서 등의 기재사항”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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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

부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

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

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시험, 검사되어야 한다. 안전등급 및 등

급별 규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규격외의 것은 

그 적용성·적합성 및 충분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로

시설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규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9.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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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10.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2) ‘1)’항의 환경조건에 의한 경년열화 현상을 고려할 것

      3) 원자로 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 움직

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

호되도록 할 것.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

의 파단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

련된 동적 영향은 설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핵연료집합체, 감속재, 반사체 및 이들을 지지하는 구조물과 열차폐체 및 1차 

냉각계통의 시설에 속하는 용기, 배관, 펌프 및 밸브는 1차 냉각재 또는 2차 

냉각재의 순환, 비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진동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

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0호 (원자로.30),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

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1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

별 규격에 관한 규정”

 1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3호 (원자로.21),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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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14에서 20을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법규에 

대한 규제입장 및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평가에 대해 제안된 입력자료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

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의 내진설

계와 등급 분류에 대해 수용 가능한 지침은 안전 및 비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규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원자

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와 원자력안전위원

회고시 제2012-13호(원자로.21)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

에 관한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안전심사지침 3.6.1과 3.6.2에서 가정한 고-중 에너지 배관 파단에 기인한 배출수 

영향을 조절하기 위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설계되었다면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과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에 부합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특별한 경우에 충분하게 아래에 기술된 검토절차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

정한다. 

   검토절차는 관계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기초한다. 이들 허용기준에서 벗어

나는 경우, 검토자는 허용기준에서 확인된 관련요건에 부응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의 

수용 가능한지에 대한 사업자의 평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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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관련 인지와 홍수 조건 혹

은 홍수에 대해 보호되어야하는지를 평가

  2. 안전관련 계통 혹은 기기의 홍수 방호를 위해 사용되는 외부방벽, 펌프계통, 배

수, 내부억제와 방수문과 같은 기술의 타당함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되는 발전소 

배치도면, 설계도면 및 다른 수용 가능한 방법을 평가. 외부 홍수에 대한 방호 방

법은 안전심사지침 2.4.1부터 2.4.14의 검토 담당부서에 의해 검토된 것과 일치하

여야 한다. 

  3. 지진과 비산물에 대해 보호되지 않는 배관, 탱크 및 용기와 마찬가지로 안전심사

지침 3.6.2에 따라 화재방호계통의 운영과 배관의 예상 파단에 기인한 안전에 중

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잠재 홍수 평가. 홍수 분석 목적에 대해 검토자는 

각각의 분석 영역에 대해 단일, 최악의 경우로서 배관(혹은 비내진 탱크/용기) 파

단을 가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중에너지 배관은 단순한 균열이 아니라 완전한 원형 

파단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단지 균열들을 고려할 경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안전심사지침 3.6.2

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운전 조건 동안에 적용되고, 지진 현상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평가는 배수로와 집수조 펌프와 같은 안전관련 계통에 대한 잠재 내부 홍수

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내진 설계가 고려되지 않은 

계통에서 파단이 발생한다면 내진 설계된 계통들이 분석된 파단(지진이 파단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배관 파단의 환경 영향은 안전심사지침 3.6.1에 따라 평가되고, 기계적 파단 위치

의 결정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동적영향 평가는 안전심사지침 3.6.2에 따라 수행

된다. 

  4. 외부 및 내부 홍수에 대한 사업자 위해성평가를 검토하는 것은 정지 조건 동안의 

홍수 분석을 포함하여 홍수에 대한 잠재적으로 중요한 취약성을 확인하기 위한 

확률론적 위해성 평가의 검토 담당부서의 자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 설

비에 인접해 있는 액체수송계통 등의 파손으로 부터 발생되는 홍수로 인하여 안

전관련 계통의 성능 저해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파괴모드와 홍수에 대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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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다.

  5. 부분적 또는 완전히 범람되었을 경우에도 안전관련 계통 또는 기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 분석보고서를 검토

  6. 안전관련 설비 및 기기가 홍수시 방어벽으로 작용할 개개의 격실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 또는 방어벽이나 물리적으로 분리시키기 위한 기타 수단이 여분의 안전관

련 계열 사이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전소 배치도면 및 설계도면을 

검토. 검토는 또한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격납하는 방과 상호 연결된 

비안전관련 구역 사이의 잠재 유동 경로를 확인하여야 한다.(예, 연결 출입구를 

통한 누출)

  7. 만약 설계특성(예, 충분한 배수계획, 집수조 펌프 등)이 안전 정지를 수행하기 위

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관련이라면 내부홍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된 설계특성을 검토. 내진 설계된 계통이 비내진 계통에 의한 홍수 영

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8. 지표하 지하수 침투에 의한 안전관련 구조물의 내부홍수를 방호하기 위해 영구배

수계통을 이용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발전소 구조물 설계도면을 검토. 만약 그

렇다면 배수계통은 안전관련 계통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단일고장기준 의건에 부

합하여야 한다. 덧붙여서 액체폐기물의 사고시 지하수로의 누출 검토는 안전심사

지침 2.4.13에 따라 수행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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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이들 결론에 대한 기준을 기술한다. 

   내부홍수방호에 대한 검토는 손상이 발생했을 때 발전소 안전정지기능 및 그것의 

유지 관리를 저해하거나 방사능 물질의 누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계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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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에 대해 수행된다. 

 외부 및 내부 원인으로 인한 홍수 발생시에 발전소 안전정지에 필요한 안전관련 구

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를 위해 신청자가 제시한 설계기준, 설계근거 및 안전등급

의 검토를 통해서 검토자는 홍수방호를 위한 시설물의 설계사항이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원

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3호(원자로.21),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의 관련 요건을 만족시키는지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 사항이 외부 및 내부 홍수로 부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홍수방호와 관련하여 상기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만족하도록 사

업자가 제시하였는지에 기초한다.

  1. 안전심사지침 3.6.1과 3.6.2에서 가정한 모든 배관 파단, 내진설계되지 않은 중에

너지 배관의 완전한 원형 파단, 내진설계되지 않은 내부 및 외부 탱크와 용기의 

파괴, 그리고 화재방호계통의 운영을 포함하는 모든 내부 홍수 잠재원을 확인

  2. 외부 및 내부요인에 의한 홍수로 부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방

호를 위해 검토자에 의해 검토된 방법과 수용 가능한 기준. 설계는 안전관련 구

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예비 계통 분리, 필요시 방호벽과 방호체의 이용, 내부 

홍수위 상부에 필수 구조물, 계통 및 기기 설치, 침수되더라도 홍수에 대비한 안

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그 기능을 유지함을 나타내는 분석을 포함한다. 

  3.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안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배수계통을 이용

하는 경우, 단일고장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관련 배수계통을 이용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10조, “건설허가”

  2.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운영허가”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표준설계인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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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 “표준설계인가 첨부서류의 작성”

  6.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운영기술지침서 등의 기재사항”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9.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10.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1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0호(원자로.30),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

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1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1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3호(원자로.21),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14.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a 2, "Design Bases for Pro- 

tection Against Natural Phenomena"

 15.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a 4, “Environmental and 

Dynamic Effects Design Bases."

 16. 10 CFR 100 Appendix A, "Seismic and Geologic Siting Criteria for NPPs"

 17. Regulatory Guide 1.59, "Design Bases Floods for NPPs"

 18. Regulatory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19. Regulatory Guide 1.102, "Floods Protections for NPPs"

 20. Generic Letter 89-22, "Potential for Increased Roof and Plant Area Flood Runoff 

Depth at Licensed Npps due to Recent Change in 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Criteria Developed by the National Weather Service", October 19,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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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4.2절  수리학적 하중 해석절차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발전소에 대해 규정된 최대홍수위나 최대지하수위의 영향을 견뎌야 하는 내진범주 I

급 구조물의 설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를 검토한다. 이 분야는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및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

계기준”에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된다. 

  

  특정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최대홍수위 및 지하수위 자료. 홍수와 지하수에 의해 하중을 내진범주 I급 구조물

에 반영하는 것을 확인한다. 홍수위가 발전소 건물주변 지표면보다 높은 경우, 조

류, 홍수파(Flood Waves), 그리고 이들의 동수력학적 영향과 같은 홍수와 관계되

는 동적현상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수들의 근거는 안전심사지침 

2.4.3과 2.4.12에서 검토된다. 

  2. 최대홍수위와 최대지하수위의 동적 및 정적 영향을 내진범주 I급 구조물에 작용

하는 유효하중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분석절차를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이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 부지 정지고보다 높게 홍수가 발생하는 발전소 구조물에 대한 동적영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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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기준 홍수를 결정하기 위한 홍수 관련 자료는 안전심사지침 2.4.3에 따라 검

토된다. 

  2. 최대지하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지하수 관련 자료는 안전심사지침 2.4.12에 따라 

검토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0조, “건설허가”

  2.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운영허가”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

부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

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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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0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8에서 12를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법규에 

대한 규제입장 및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평가에 대해 제안된 입력자료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

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구조물의 설계시에는 최대홍수위 및 최대지하수위의 영향에 견딜 수 있도록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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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계에 이용된 최대홍수위와 최대지하수위,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정적 및 동적 영

향은 부지 및 주변 지역에서의 기록 중에서 가장 극심한 값을 사용해야 하며, 자

료 누적에 있어서 정확성, 수량 그리고 기간의 제약에 대해 충분한 여유를 고려

하여야 한다. 

  2. 대개의 경우 홍수위는 제시된 발전소 지표면보다 낮으며, 이 경우에는 정수력 효

과만 고려하면 된다.

  3. 대개의 경우 홍수위는 제시된 발전소 지표면보다 낮으며, 이 경우에는 정수력 효

과만 고려하면 된다. 만일 최대홍수위 및 최대지하수위와 관련한 정수력 수두가 

구조물 기초 주변의 배수계통이나 양수계통을 이용함에 의해 경감되지 않는다면 

그 수두의 영향은 건물의 기초슬래브와 벽에 작용하는 구조하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구조물의 들림 또는 유동현상 발생을 고려하는 경우, 총부력은 파동효과를 

제외하고 최대홍수위 혹은 최대지하수위에 근거한다. 그러나 파동효과는 구조물

의 측면 및 전도 이동에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4. 홍수위가 제시된 발전소 지표면보다 높은 곳에서는 파동효과의 동적하중을 고려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용하는 분석절차는 참고문헌 9, 10, 및 11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거나 적용하면 승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특별한 경우에 충분하게 아래에 기술된 검토절차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

정한다. 

   검토절차는 관계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기초한다. 이들 허용기준에서 벗어

나는 경우, 검토자는 허용기준에서 확인된 관련요건에 부응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의 

수용 가능한지에 대한 사업자의 평가를 검토한다. 

   본 절의 II. 5에 기술된 부지관련 및 동수력학적 변수는 안전심사지침 2.4.3과 2.4.12

에 따라 담당자에 의해 검토된다. 

   부지관련 및 동수력학적 변수의 수용성을 확인한 후 검토자는 홍수 및 지하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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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구조적 관점에서 검토를 수행한다. 유효 홍수하중 및 지하수 하중을 결정하기 위

해 사업자가 이용한 절차는 본 절의 허용기준에 따라 구조물에 대한 검토 책임자에 

의해 검토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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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이들 결론에 대한 기준을 기술한다. 

   검토자는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발전소의 설계가 허용가능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과 관련요건을 만족시키

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  

   신청자는 홍수위나 최대지하수위의 영향을 견디기 위한 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

에 관한 설계기준”과 관련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1. 부지 주변에서 기록된 가장 극심한 홍수에 대해 충분한 여유고를 고려하여 설계

   2.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영향의 적절한 조합

   3. 중요한 안전기능의 유지 

  참고문헌 9, 10, 및 11에 따라 신청자는 구조물 설계에 대해 적절한 동적 영향을 이

용하고, 부지에서의 가장 극심한 홍수위와 지하수위에 대해 구조적 손상을 입지 않도

록 충분한 안전율을 갖고 설계하여 1.항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덧붙여서 2.항에서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같이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설계는 정상 및 사고상태

의 하중과 가장 극심한 홍수위와 지하수위와 관계하는 하중에 대한 조합을 적용하여

야 한다. 

  발전소 부지에 대한 최대 설계 홍수위 와 최대 지하수위로 인해 내진범주 I급 구조

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절차는 수용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들 절

차들은 전통적인 구조물 설계에 사용되어져 왔고, 구조물이 위의 환경에 대해 견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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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다른 공학적 설계 고려사항과 함께 적당한 기준들을 제공한다

는 것이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의 사용으로 인해 홍수나 최대 지하수위가 발생할 때에도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구조적 건전성에 손상을 주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이 구조물 내에 위치한 

안전관련 계통 및 기기가 충분히 보호되며 필요한 안전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되

므로 상기 3.항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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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5.1.1절 소내비산물(격납건물 외부)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를 만족하기 위하여 격납건물 외부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소내비산물로부터 보

호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기의 과속 파손(overspeed failure), 고에너지 유체

계통의 손상 및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내비산물에 대하여 검토한다.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모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작동 및 성능 요건을 확인하

여 원자로 시설의 안전 정지에 필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그리고 파손될 경우 심

각한 방사성물질을 방출시킬 수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선정한다. 또한, 필수 구

조물, 계통 및 기기(사고 결말을 완화하거나 원자로를 안전정지하고, 안전정지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소내비산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

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각 세부 검토분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소내비산물(격납건물 외부)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또는 계통의 일부 

와 기기를 확인하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확인한다.

 2. 가압기기 및 계통, 고속회전기기의 비산물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격납건물 외부

에 위치한 가압기기 및 계통, 고속회전기기들은 다음과 같은 비산물을 발생시킬 

수 있다.

- 가압 계통 및 기기 : 밸브 본넷(bonnet), 고정볼트(hardware-retaining bolt), 방출

밸브 부품, 계기설치구(instrument wel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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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회전기기 : 터빈 날개, 펌프 자체 또는 펌프 부품, 임펠러 및 팬 날개 등과 

같은 회전 부품 등

 3.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비안전 관련 구조물, 계

통 및 기기를 확인하고, 소내비산물(격납건물 외부)로 인한 비안전 관련 구조물, 계

통 및 기기의 파손이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4. 1차 비산물(primary missiles)의 타격으로 인한 2차 비산물(secondary missiles)의 발

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소내비산물(격납건물 외부)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소내비산물로부터 필수 계통 및 안전 관련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 또는 보

호벽에 대한 해석 절차 및 기준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3절 검토주관부

서가 수행한다. 

 2. 가상배관파손으로 인한 동적영향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2절 검토주관부

서가 수행한다. 안전심사지침 3.6.2절은 고에너지 배관의 공간 분리 분석(spatial 

separation analysis)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고 있다. 검토자는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를 소내비산물(격납건물 외부) 방호 검토에 활용할 수 있다.

 3. 터빈 발전기 비산물 발생 확률 평가 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3절 검

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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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하여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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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신청자는 확률론적 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비산물의 통계적 중요도(Statistical 

significance)를 평가할 수 있다. 비산물의 통계적 중요도는 비산물 발생 확률을 계

산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가. 비산물 발생 확률()이  년 미만일 경우, 비산물은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나. 비산물 발생 확률()이  년을 초과할 경우, 다음을 계산하여 평가한다.

- 비산물이 필수계통 및 기기를 타격할 확률() 계산

- 비산물 발생 확률과 필수계통 및 기기 타격 확률을 곱한 값(×)이  년
미만일 경우, 비산물은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비산물 발생 확률과 필수계통 및 기기 타격 확률의 곱(×)이  년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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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할 경우,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한다.

- 비산물 발생 확률, 필수계통 및 기기 타격 확률, 그리고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확률의 곱(××)이  년 미만일 경우, 비산물은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비산물 발생 확률, 필수계통 및 기기 타격 확률, 그리고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확률의 곱(××)이  년을 초과할 경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이들의 안전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비산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보호방법은 

본 안전심사지침 II절 2항에 따른다.

 2. 비산물로부터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

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가. 계통 또는 기기를 비산물 방호 구조물 내부에 설치

나. 다중 계통 및 기기를 비산물의 경로 또는 범위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

다. 국부적인 차폐물 또는 보호벽의 설치

라. 가장 심각한 비산물의 타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기기를 설계

마. 비산물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설계 채택

바. 비산물이 안전에 중요한 기기를 타격하지 않도록 비산물 발생원의 위치를 선정

  Regulatory Guide(이하 “RG) 1.117, "Tornado Design Classification“의 

Appendix에는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예가 제시되어 있다.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소내비산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벽(barrier)을 설치

하였을 경우, 보호벽은 RG 1.115, “Protection Against Turbine Missiles"의 C.3를 만

족하면 허용가능하다. 다중 계열(redundant train)로 구성된 계통 중 한 계열 내의 기

기는 동일 계열에서 발생하는 비산물로부터 보호될 필요는 없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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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소내비산물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안전심사지침 3.5.3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검토한다. 소내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검토하는 주요 

목적은 안전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기기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구조물 및 계통의 

전체가 안전 관련으로 설계된 경우가 있는 반면, 구조물 및 계통의 일부만 안전 

관련 부분으로 설계된 경우도 있다.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을 평가하여 원자

로 안전정지상태 확보, 심각한 방사능 유출 방지, 사고 방지 혹은 사고 후속 결과 

완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안전 범주(Safety category)로 분

류한다. 검토자는 본 검토를 완수하기 위하여 이러한 입력자료들을 평가해야 한다. 

다양한 발전소 설계에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수행하는 안전기능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위치 및 배치와 방법은 발전소별로 다양하다. 

검토자는 발전소 설계의 차이점을 각 발전소 별로 평가해야 한다. 안전기능을 수

행하거나, 손상시 안전기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소내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지침은 RG 1.115의 C.1을 참조한다.

 2. 안전성분석보고서(SAR) 심사시, 다음의 자료를 검토하여 잠재적인 비산물 발생원 

및 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확인한다.

가.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 근거(bases) 및 기준(criteria)

나. 계통 설명 및 안전성 평가

다. 배관 및 계장도(P&ID)

라. 발전소 배치 도면

마. 계통·기기 특성 및 등급 분류표(classification table)

검토자는 소내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확인, 비산물 

발생원 확인 및 보호방법의 적합성 평가시, 고장 모드(failure mode) 및 영향 분석 

결과와 타 검토분야의 검토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3. 비산물이 타격하였을 때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해로운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비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확인하고, 이러한 비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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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비산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4. 검토자는 신청자의 절차, 해석 및 상세 설계에 대한 내용이 가압 가스 용기

(pressurized gas bottle)의 비산물화 방지(즉, 가압 가스 용기가 비산물이 되어 안전

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함)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결

정한다. 발생 가능한 안전 재해와 관련하여,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의 압축 가스 저

장 및 취급에 대한 연구 결과는 NUREG/CR-3551, "Safety Implications Associated 

with In-Plant Pressurized Gas Storage and Distribution Systems in Nuclear Power 

Plants."에 제시되어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소내비산물(격납건물 외부)의 영향에 대한 검토에는 파손시 발전소 안전정지를 방

해하거나 심각한 방사능 유출을 초래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포함된다. 검토자는 

다음에 근거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신청자의 설계 근거 및 

기준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

준”를 만족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1. 터빈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선별 및 보

호방법이 RG 1.115의 C.1 및 C.3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침을 만족한다. 

 2. 잠재적인 소내비산물 발생원 확인 및 보호방법의 적절성 입증시, 규제기관에서 인

정한 방법(이전의 검토 및 금번 검토를 통해 규제기관에서 타당한 것으로 인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3. 계통 또는 기기를 비산물 방호 구조물 내부에 설치, 다중계통 또는 계통 내 기기

의 물리적 분리, 국부적 방호 차폐벽 또는 보호벽 설치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이 격납건물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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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2. Regulatory Guide 1.115, "Protection Against Turbine Missiles"

 3. Regulatory Guide 1.117, "Tornado Design Classification"

 4. NUREG/CR-3551, "Safety Implications Associated with In-Plant Pressurized Gas 

Storage and Distribution Systems in Nuclear Power Plants."

 5. Standard Review Plan Section 3.5.1.1, "Internally Generated Missiles (Outside 

Con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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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5.1.2절 소내비산물(격납건물 내부)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를 만족하기 위하여 격납건물 내부의 모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소내비산물로부

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소내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는 격납건물 내부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뿐 아니라 격납건물 자체도 포함

된다. 기기의 과속 파손(overspeed failure), 고에너지 유체계통의 손상 및 중력의 영향

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내비산물에 대하여 검토한다.  

   격납건물 내부에 위치한 모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작동 및 성능 요건을 확인하

여 원자로 시설의 안전 정지에 필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그리고 파손될 경우 심

각한 방사성물질을 방출시킬 수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선정한다. 또한, 필수 구

조물, 계통 및 기기(사고 결말을 완화하거나 원자로를 안전정지하고, 안전정지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소내비산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

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각 세부 검토분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소내비산물(격납건물 내부)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또는 계통의 일부  

와 기기를 확인하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확인한다.

 2. 가압기기 및 계통, 고속회전기기의 비산물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격납건물 내부

에 위치한 가압기기 및 계통, 고속회전기기들은 다음과 같은 비산물을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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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 계통 및 기기 : 밸브 본넷(bonnet), 고정볼트(hardware-retaining bolt), 방출

밸브 부품, 계기설치구(instrument well), 원자로 용기 밀봉링 등

- 고속회전기기 : 펌프 자체 또는 펌프 부품, 임펠러 및 팬 날개 등과 같은 회전 

부품 등

 3.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비안전 관련 구조물, 계

통 및 기기를 확인하고, 소내비산물(격납건물 내부)로 인한 비안전 관련 구조물, 계

통 및 기기의 파손이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4. 1차 비산물(primary missiles)의 타격으로 인한 2차 비산물(secondary missiles)의 발

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소내비산물(격납건물 내부)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심사지침 3.5.3절 검토주관부서는 소내비산물로부터 격납건물 구조 및 라이너

(Liner), 필수 계통 및 안전 관련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 또는 보호벽에 대한 

해석 절차 및 기준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자는 안전심사지

침 3.5.3절에 따른 검토 결과를 소내비산물(격납건물 내부) 방호 검토에 활용할 수 

있다.

 2. 격납건물 내부 가상배관파손으로 인한 동적영향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2

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안전심사지침 3.6.2절은 고에너지 배관의 공간 분리 

분석(spatial separation analysis)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고 있다. 검토자는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소내비산물(격납건물 내부) 방호 검토에 활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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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하여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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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신청자는 확률론적 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비산물의 통계적 중요도(Statistical 

significance)를 평가할 수 있다. 비산물의 통계적 중요도는 비산물 발생 확률을 계

산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가. 비산물 발생 확률()이  년 미만일 경우, 비산물은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나. 비산물 발생 확률()이  년을 초과할 경우, 다음을 계산하여 평가한다.

- 비산물이 필수계통 및 기기를 타격할 확률() 계산

- 비산물 발생 확률과 필수계통 및 기기 타격 확률을 곱한 값(×)이  년
미만일 경우, 비산물은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비산물 발생 확률과 필수계통 및 기기 타격 확률의 곱(×)이  년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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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할 경우,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한다.

- 비산물 발생 확률, 필수계통 및 기기 타격 확률, 그리고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확률의 곱(××)이  년 미만일 경우, 비산물은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비산물 발생 확률, 필수계통 및 기기 타격 확률, 그리고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확률의 곱(××)이  년을 초과할 경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이들의 안전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비산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보호방법은 

본 안전심사지침 II절 2항에 따른다.

 2. 비산물로부터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

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가. 계통 또는 기기를 비산물 방호 구조물 내부에 설치

나. 다중 계통 및 기기를 비산물의 경로 또는 범위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

다. 국부적인 차폐물 또는 보호벽의 설치

라. 가장 심각한 비산물의 타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기기를 설계

마. 비산물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설계 채택

바. 비산물이 안전에 중요한 기기를 타격하지 않도록 비산물 발생원의 위치를 선정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

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

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소내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검토하는 주요 목적은 

안전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기기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구조물 및 계통의 전체가 

안전 관련으로 설계된 경우가 있는 반면, 구조물 및 계통의 일부만 안전 관련 부

분으로 설계된 경우도 있다.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을 평가하여 원자로 안전

정지상태 확보, 심각한 방사능 유출 방지, 사고 방지 혹은 사고 후속 결과 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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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안전 범주(Safety category)로 분류한다. 

검토자는 본 검토를 완수하기 위하여 이러한 입력자료들을 평가해야 한다. 격납건

물 내부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 중 안전기능을 수행하거나, 손상시 안전기능에 해

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소내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보

호되어야 한다. 

 2. 안전성분석보고서(SAR) 심사시, 다음의 자료를 검토한다. 

가.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근거 및 기준

나. 발생 가능한 1차 및 2차 비산물의 목록

다. 비산물 타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손상 또는 파손과 비산물 방호 능력

검토자는 소내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확인, 비산물 

발생원 확인 및 보호방법의 적합성 평가시, 고장 모드(failure mode) 및 영향 분석 

결과와 타 검토분야의 검토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3. 검토자는 고정되지 않은 유지보수 장비(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고 있거나 유지보

수에 필요한 장비)가 비산물이 되지 않도록, 원자로 가동 이전에 유지보수 장비를 

격납건물로부터 제거하여 안전한 장소(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영향

을 미칠 수 없는 장소)로 옮기거나, 지진 등에 대비하여 구속시키는 등의 적절한 

관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4. 검토자는 공간 분리 분석(spatial separation analysis)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격납건물 내부 소내비산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인지를 결

정한다. 이 때, 안전심사지침 3.6.2절에서 검토된 고에너지 배관 분리 분석 결과를 

활용해야 한다. 신청자가 격납건물 내부의 비산물에 대한 방호방법으로 공간 분리

를 사용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평가는 고에너지 배관 파단에 대한 공간 분리 방

법과 일치해야 한다. 만약 다중 계열로 설계된 안전 관련 계통의 한 부분(division)

에서만 손상이 발생한다면, 다중 설계된 기기의 분리 설치 요건을 만족한다. 만약 

고에너지 배관 파단에 의해 한 부분(division) 이상이 손상된다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벽, 차폐벽 및 보호덮개(enclosures) 

등을 활용해야 한다.



제3.5.1.2절                                                     개정 4 - 2014. 12- 6 -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소내비산물(격납건물 내부)의 영향에 대한 검토에는 파손시 발전소 안전 정지를 방

해하거나 심각한 방사능 유출을 초래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포함한다. 검토자는 

다음에 근거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신청자의 설계 근거 및 

기준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

준”를 만족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1. 잠재적인 소내비산물 발생원 확인 및 보호방법의 적절성 입증시, 규제기관에서 인

정한 방법(이전의 검토 및 금번 검토를 통해 규제기관에서 타당한 것으로 인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2. 계통 또는 기기를 비산물 방호 구조물 내부에 설치, 다중계통 또는 계통 내 기기

의 물리적 분리, 국부적 방호 차폐벽 또는 보호벽 설치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이 격납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내비

산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3. 격납건물 내부의 유지보수 장비(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고 있거나, 유지보수에 필

요한 장비)가 비산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없도록 적절한 관리 절

차를 제시하였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2. Standard Review Plan Section 3.5.1.2, "Internally-Generated Missiles (Inside 

Con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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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5.1.3절 터빈비산물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에 따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

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적 영향에는 비산물의 영향도 포함된다.

   대형 증기 터빈은 큰 중량의 회전자(rotor)를 가지고 있으며 발전소 정상운전기간 

동안 고속으로 회전한다. 이러한 회전자의 파손은 고에너지 비산물을 생성시켜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에너지 터빈비산물의 영향으로

부터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발전소 설계를 검토한다. 주 검토분야는 터빈비산물 발생 확률 평가이다.

검토연계분야

   터빈비산물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강철 및 콘크리트 보호벽(barrier)에 대한 터빈비산물 타격 영향(예를 들면, 관통 

깊이, 콘크리트 후면 파쇄, 구조물 응답 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터빈 회전자 파손 해석, 파괴 인성치, 터빈 기동 절차 및 가동중검사에 대한 검토

는 안전심사지침 10.2.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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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과속감지(overspeed sensing) 및 과속 방지(tripping)를 포함한 터빈 과속도 보호와 

터빈 기동 절차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0.2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터

빈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2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4.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 프로그램의 적절성은 안전심사지침 3.9.6절 검토주관부

서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하여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대형증기터빈의 손상은 고에너지 비산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본 검토의 주요 목적은 터빈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안전 관련 구

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터빈비산물 발생 확률을 

낮추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

계기준”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건전성(Integrity of the reactor coolant pressure 

boundary)

나.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

다. 소외피폭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 여기서, 소외

피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9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



제3.5.1.3절                                                     개정 4 - 2014. 12- 3 -

16조(환경상의 위해방지)에서 규정하는 피폭선량의 상당한 양에 해당하는 값

임.

 

  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예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117, “Tornado Design Classification"의 Appendix를 참조한

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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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터빈비산물로 야기되는, 허용 불가한 손상의 발생 확률()은 다음 세 확률값의 곱

으로 표현된다. 즉,    × × 이다.

가.  : 터빈 파손 확률. 즉, 터빈 파손으로 인해 터빈 회전자(또는 내부의 구조

물)의 파편이 터빈케이싱을 관통하여 방출될 확률

나.  : 비산물이 보호벽을 관통하여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타격할 

확률

다.  : 비산물 타격으로 인해 구조물, 계통 혹은 기기가 안전기능을 상실할 확

률.

  안전심사지침 2.2.3절 및 RG 1.115에 제시된 지침에 따라 터빈비산물로 인한 허

용 불가한 손상의 발생 확률()은 각 발전소당 연간   이하이어야 한다. (즉, 

‘ ≤ 
 /년/발전소’ 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타격 확률()의 계산은 어렵지 않으나(즉, 간단한 탄도 해석을 통해 

계산할 수 있음), 실제 계산과정에서는 비산물의 물성, 비산물과 보호벽/장애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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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 보호벽 타격 및 보호벽 관통 후 비산물의 궤도, 안전 관련 표적물

(target)의 식별 및 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 수많은 근사 및 단순 가정이 필요하

다. 특정한 근사 및 가정 방법은  계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안전기능 상실 확률() 계산과정에서도 안전 관련 계통의 안전기

능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 요구되는 비산물 타격 에너지 결정과 터빈 파손(비산물 

발생) 이후의 사고 발생 순서 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정확한  계산

이 어렵다. 

  타격 확률  및 안전기능 상실 확률 의 계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와 같은 해석은 차수(order of magnitude)계산에 불과하다. 다양한 발전소 배치

별 평가에 근거하여 타격 및 안전기능 상실 확률의 곱( ×)은 터빈 배치 특성

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 터빈 배치가 유리한 방향일 경우 :   ∼  년발전소
○ 터빈 배치가 불리한 방향일 경우 :   ∼  년발전소 

  여기서, ‘터빈 배치가 유리한 방향이다.’라는 것은 격납건물 및 격납건물 외부

에 위치한 모든(또는 거의 모든)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저탄도 터빈비

산물의 타격 영역을 벗어나도록 배치되어 있을 경우를 의미한다. 저탄도 터빈비산

물 타격 영역은 RG 1.115에 제시되어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확률 계산에는 가정 및 모델링의 어려움이 존재하

므로 신청자에게 복잡한 확률계산을 통해  , 값 또는  ×값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보다 신청자가 다음의 값을 제시하면 타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값

은 NUREG-1048, Supplement No. 6 및 NUREG-0887, Supplement No. 3의 계산결

과에 근거한다.

○ 터빈 배치가 유리한 방향일 경우 :  ×  
 년발전소

○ 터빈 배치가 불리한 방향일 경우 :  ×  
 년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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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전경험에 따르면, 터빈 회전자 균열[7, 13, 14], 터빈 정지밸브 및 제어밸브 파손

[12, 14], 터빈 날개 파손 및 터빈 회전자 파손(rupture) 등이 고에너지 비산물을 발

생시킬 수 있다 [11, 14]. 주기적인 가동중검사 및 시험은 이러한 비산물 발생 확률

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터빈 회전자 파손(failure)의 두 가지 형태가 터빈비산물

을 발생시킬 수 있다. 

가. 터빈 설계속도에서의 파손 : 터빈 설계속도(보통 정상운전속도의 120%) 근처 

또는 이하에서 발생하는 회전자의 파손은 회전자에 존재할 수 있는 작은 결함 

및 균열이 임계크기까지 진전하였을 때 발생한다. 

나. 터빈 최대과속도에서의 파손 : 터빈 최대과속도(Destructive overspeed, 정상운

전속도의 180~190%)에서 발생하는 회전자의 파손은 터빈 과속보호계통의 고장

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터빈 케이싱은 비산물을 구속하는 역할을 수행하나, 파손될 경우에는 2차 비산

물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터빈 케이싱의 재료물성도 관심 대상이 된다.

  설계속도에서의 비산물 발생 확률은 터빈 회전자 설계 변수, 재료물성 및 터빈 

디스크의 검사 주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최대과속도에서의 비산물 발생 확률은 터빈 조속기(governor)와 과속보호계통의 

속도 감지(speed sensing) 및 과속 방지 특성, 주증기 제어밸브와 정지밸브의 설계 

및 배열, 재열증기 차단밸브와 정지밸브의 설계 및 배열, 그리고 계통내 기기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 및 검사 주기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한, 운전 환경에서

의 터빈 케이싱의 파괴인성을 평가해야 한다. 터빈 발전기 기기에 대한 검사 및 

시험에 관한 추가적 지침은 안전심사지침 10.2절을 참고한다. 터빈 비산물 발생 기

구(mechanism) 및 확률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참고문헌 5, 14를 참고한다.

 3. 터빈비산물로부터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신뢰성이 높은 방법은 주기적인 시험 및 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터빈비산물 발생 

확률()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터빈비산물에 대한 규제기관의 안전 

목표(즉, 즉, ‘ ≤ 
 /년/발전소’)는 비산물 발생 확률()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criteria)으로 표현될 수 있다. 신청자는 터빈 배치 방향에 따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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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1에 제시된 운전 기준을 따라야 한다. 두 가지 기준 중 한 가지는 터빈 배

치가 유리한 방향일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며, 나머지 한 가지는 터빈 배치가 불리

한 방향일 경우에 적용해야 한다. 

  신청자에게는 터빈비산물 발생 확률이 낮은 수준임을 입증 및 유지해야할 책임

이 있다. 따라서 신청자는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적절한 가동중검사 및 시험을 수

행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터빈 회전자 및 축 검사에 적합한 비파괴검사(육안검

사, 표면검사 및 체적(UT)검사) 수행 능력을 입증해야 하고, 규제기관의 검토와 승

인을 위해 터빈비산물 발생 확률 결정 방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터빈 제작사가 규제기관이 기승인한 방법(터빈비산물 발생 확률 계산 방법 및 절

차)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동 터빈 제작사로부터 터빈을 구입한 신청자는 표 

3.5.1.3-1에 제시된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터빈 제작사는 각 터빈에 대한 

터빈비산물 발생확률을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때, 터빈비산물 발생 확률은 

가동중검사 주기(설계속도 파손의 경우, 회전자에 대한 가동중 육안검사, 표면검사 

및 체적검사 주기)와 가동중시험 주기(최대과속도 파손의 경우, 밸브 가동중시험 

주기)에 따른 시간의 함수로 제시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규제기관의 안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터빈 제작사가 제공한 터빈비산물 발생 확률을 검사 및 시험 계

획 수립에 사용해야 한다.

 5. 터빈 제작사가 터빈비산물 발생 확률 계산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제기관의 승인

을 받지 못한 경우, 동 터빈 제작사로부터 터빈을 구입한 신청자는 다음 프로그램

을 수행해야 한다.

가. 터빈 설계속도 이하에서 취성 파괴를 야기할 수 있는 터빈 회전자 혹은 디스

크의 결함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가동중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터빈 회전자는 디

스크를 축에서 분해하지 않고도 디스크 보어(bores) 및 홈(keyway)을 포함한 

고응력부(high-stress region)를 검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터빈 회전

자 조립체에 대한 체적검사의 주기는 다음 사항에 따라 선정한다.

 1) 신규 회전자 또는 디스크의 최초 검사(initial Inspection)는 계산결과에 근거

하여 가상 결함이 임계 결함 깊이의 1/2 이상으로 성장하기 전에 수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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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최초 검사 시기가 첫 번째 핵연료 재장전 기간보다 빠르게 계산되

었을 경우, 신청자는 최초 검사를 첫 번째 핵연료 재장전 기간까지 연기하

기 위해 따라야 할 지침을 터빈 제작사에게 요청해야 한다. 최초 검사 시기

가 첫 번째 핵연료 재장전 기간 이후로 계산되었을 경우, 신청자는 최초 검

사를 차기 핵연료 재장전 기간까지 연기하기 위해 따라야 할 지침을 터빈 

제작사에게 요청해야 한다. 

 2) 검사결과,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발견된 결함을 모두 제거·보수한 터

빈 디스크는 상기 1)항의 기준에 따라 재검사되어야 한다. 이 때, 균열 성장

은 마지막 검사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3) 발견된 균열을 제거하지 않고 운전중인 터빈 디스크는 균열이 임계 깊이의 

1/2까지 성장하는 것으로 계산된 시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재검사되어야 

한다. 검사 시기는 계산된 검사 주기에 근거하여 상기 1)항에 따라 결정한

다.

 4) 저압터빈 디스크의 체적 검사 주기는 3년 또는 두 번의 핵연료 주기(fuel 

cycle) 중 더 긴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터빈 가동중검사 프로그램은 제작사 절차서에 따라 커플링, 커플링 볼트, 저압

터빈 축, 블레이드와 디스크, 그리고 고압터빈 회전자 등과 같은 터빈 부품을 

검사하기 위한 육안검사, 표면검사 및 체적검사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임계 

결함 깊이의 1/2 가량에 해당하는 깊이의 균열을 가진 축 및 디스크는 보수되

거나 교체되어야 한다. 균열이 발견된 커플링 및 커플링 볼트는 모두 교체되어

야 한다.

다. 파손시, 설계과속도를 초과하는 과속도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계통 및 기기

(과속도 감지 및 정지 부속계통, 주증기 제어밸브 및 정지밸브, 재열 증기 인터

셉트(intercept) 밸브 및 정지밸브, 추기 역류 방지밸브 등)의 결함 및 손상 등

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하여 터빈 조속기 및 과속보호계통에 대한 가동중검사 

및 시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야 한다. 조속기 및 과속도보호계통의 운전가능성

(Operability)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동중검사 프로그램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핵연료 재장전 기간 혹은 보수정지기간에는 약 3년 주기로, 최소한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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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에 대한 분해·점검이 수행되어야 한다. 

o 주증기 제어밸브 1개소

o 주증기 정지밸브 1개소

o 재열 증기 인터셉트밸브 1개소

o 재열 증기 정지밸브 1개소

o 증기 추기밸브의 경우 각 종류별로 1개소

    상기 밸브의 시트, 디스크 및 스템에 대한 육안검사와 표면검사가 수행되어

야 한다. 밸브 붓싱(bushing)에 대한 검사와 청소가 수행되어야 하고, 밸브 

보어(bore) 직경이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결함, 과도

한 부식, 또는 부적절한 간격 등이 발견된 밸브는 보수되거나 교체되어야 

하며, 같은 종류의 밸브 전체를 해체하여 검사를 수행한다. 

 2) 정상 가동중,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증기 제어밸브 및 정지밸브, 재열 

증기 인터셉트밸브 및 정지밸브, 추기 역류 방지밸브의 밸브닫힘 시험을 수

행하여 밸브들이 원활이 동작하고, 완전히 닫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정상 가동중, 최소한 한달에 한 번씩, 전기 유압식 제어 계통(제어밸브 및 

인터셉트밸브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의 각 기기 뿐 아니라 1차 및 보조 

과속도 트립 장치(주증기 제어밸브 및 정지밸브와 재열 증기 인터셉트밸브 

및 정지밸브를 트립시키는 장치)에 대한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이 부계통 중 어느 하나라도 시험에 실패할 경우에는 72 시간내에 문제가 발생

한 기기를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72 시간내에 보수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터빈에 대한 증기공급을 중단해야 한다. 터빈 발전기 

부품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안전심사지침 10.2절을 참고한다.

라. 터빈 설계, 검사 및 운전 조건은 터빈비산물 발생 확률이 표 3.5.1.3-1의 기준

을 만족할 수 있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6. 신청자는 터빈 파손사건 발생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비산물로 인한 파손이나 

허용불가한 손상에 특별히 취약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호벽(barrier)을 추가 설치하

거나, 기존 구조물 또는 설비 등을 보호벽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이와 같

은 보호벽의 필요성을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터빈비산물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해 보호벽의 설계를 제안하거나 보호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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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였을 경우, 보호벽은 안전심사지침 3.5.3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추

가적인 설계 지침은 참고문헌 8에 제시되어 있다.

분  류
연간 확률 

신청자 조치사항
유리한 터빈 배치 불리한 터빈 배치

A   
   



이 조건은 터빈을 가동하고 계통을 정상상태

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신뢰도 요구

값을 나타낸다.

B     
     



만약 가동중에 이 조건에 도달한다면, 터빈

은 차기 계획예방정비시까지 운전 상태를 유

지할 수도 있다. 신청자는 계획예방정비기간

동안  값이 분류 A의 해당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터빈 재가동 이전까지 필요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C     
     



만약 가동중에 이 조건에 도달한다면, 신청

자는 60일 이내에 터빈을 증기공급으로부터 

고립시키고, 값이 분류 A의 해당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터빈 재가동 이전까지 필

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D      

만약 가동중에 이 조건에 도달한다면, 신청

자는 6일 이내에 터빈을 증기공급으로부터 

고립시키고, 값이 분류 A의 해당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터빈 재가동 이전까지 필

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표 3.5.1.3-1 터빈 배치 방향에 따른 터빈비산물 발생 확률과 신청자 조치 사항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

자가 제안한 대안이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

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발전소 배치도를 검토하여 터빈 발전기에 대한 격납건물 및 안전에 중요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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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계통 및 기기의 상대적인 배치를 확인한다. 터빈의 배치가 유리한 방향인지 혹

은 불리한 방향인지를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허용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비산물 

타격() 및 안전기능 상실 확률()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하

는지 확인한다.

 2. 신청자의 입력자료에 근거하여 신청자의 터빈비산물 발생 확률을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허용기준과 비교하고, 터빈비산물 발생 확률을 결정하기 위한 신청자의 방

법 및 해석이 허용가능한지를 검토한다. 터빈비산물 발생 확률을 결정하기 위해 

규제기관이 제시한 검사 프로그램의 허용기준과 신청자의 검사 프로그램을 비교한

다. 신청자 약속사항의 수준이 허용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신청자의 검사 프로

그램을 검토한다. 

 3. 신청자가 보호벽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물 혹은 설비를 보호벽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벽 설치 사유 및 터빈비산물에 대한 보호벽의 배치를 검토한다.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5.3절의 절차에 따라 보호벽이 터빈비산

물을 견디기에 충분한 구조 건전성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1. 신청자가 터빈비산물로 인한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손상 확률이 충분

이 낮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므로 발전소 설계에 대한 터빈비산물의 리스크(risk)는 

허용가능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

한 설계기준”의 규정을 만족한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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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5.1.4절 자연현상으로 인한 비산물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발전소 부지에서 규정된 토네이도, 태풍, 돌풍 및 기타 강풍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된 비산물의 영향에 견디어야 하는 구조물의 설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

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및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원자력안전

위원회고시 제2012-29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등의 관련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지를 검토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3.5절에서 확인된 토네이도, 태풍, 돌풍 및 기타 강풍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된 비산물에 의한 재해가능성에 대해 설계기준 비산물이 적절

히 선정되고 규명되었음을 확인한다. 또한 이들 비산물에 의해 야기된 영향에 대한 평

가결과가 허용가능한지 신청자의 평가내용을 검토한다. 현재에는 설계기준 토네이도에 

의한 비산물에 대해서만 발전소 설계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다. 태풍, 돌풍 및 기타 강

풍에 의한 비산물은 그것이 확인될 때에만 사안별로 설계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다.

검토연계분야

 본 지침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전심사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비산물에 대한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심사지

침 3.5.2절에 따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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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네이도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 및 비산물 

방호체들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된 해석․설계, 절차 및 기술기준의 적절성

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3.5.3절에 따라 검토한다.

3. 최대풍속과 같은 설계기준 토네이도 변수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2.3.1절에 따라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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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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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외부 인

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각각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과 그로 인

한 영향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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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환경 및 동적영향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9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방사선 선량한도와 같은 방사선 방호관련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다. 자연현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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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발생된 비산물로부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보호한다

는 것은 심각한 동적조건에서 안전관련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일반대

중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9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피

폭지침을 초과할 잠재성을 지닌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5.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이하 “GDC”) 2, "Design 

Bases for Protection Against Natural Phenomena"

   이 요건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그들의 안전기능 수행

능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토네이도를 포함한 자연현상으로부터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DC 2를 적용하는 것은 선택된 설계기준이 부지와 그 주

변지역에서 역사적으로 발생한 가장 중대한 자연현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신시

켜 주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는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토네이

도 발생조건에서도 안전하게 그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Regulatory Guide(이하 

“RG”) 1.76에 기술된 설계기준 토네이도에 의한 최대 풍속 및 비산물에 견딜 

수 있도록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한다는 것은 가장 심각한 토네이도 발생사건 시 

일반대중의 보건과 안전에 위험을 내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이다. 

신형원전은 RG 1.76에 규정된 것처럼 타격확률 10-7/년에 상응하는 풍속에 근거

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6. 10 CFR 50, Appendix A, GDC 4, "Environmental and Dynamic Effects Design Basis" 

   이 요건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외부에서의 사건과 상황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산물의 영향을 포함하는 동적영향으로부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

기가 적절하게 방호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토네이도와 같은 자연현상은 발

전소의 외부에서 생겨나는 동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기준은 동적사건으로부터 

생겨나는 모든 비산물을 평가하는데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7. RG 1.76, Rev. 1, "Design-Basis Tornado and Tornado Missiles for Nuclear Power 

Plants"

   RG 1.76에는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되는 비산물의 특성과 설계기준 토네이도 비

산물 스펙트럼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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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발전소 부지에서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된 비산물의 평가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

준 등) 및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등의 관련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허

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기 관련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RG 1.76은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를 위하여 허용할 수 있는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

된 비산물의 스펙트럼을 기술하고 있다. 

  2.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된 설계기준 비산물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안전심사

지침 2.2.3절의 외적 요인에 의한 잠재적 사고를 평가하는데 정해진 허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기타 신청자가 적용한 기타 방법론의 적절성은 사안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한편,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검토절차에 따라 신청자가 제안한 발전소 설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어 검토한다. 이들 검토절차는 Ⅱ의 허용기준에 근거를 두

고 있으며, Ⅱ에서 확인된 허용기준과 차이가 있으면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평가

방법이 허용가능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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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산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설계기준 자연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안전성

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가상적인 비산물의 특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2. Ⅱ절에 기술된 것처럼 설계기준 토네이도에 대한 정의와 특성화에 대해서는  

RG 1.76을 따른다.

3. 부지에 대한 설계기준 자연현상은 잠재적인 비산물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검토

한다. 설계기준 토네이도 보다 큰 비산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 비산물(즉, 안전

에 중요한 모든 주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대한 년 발생 손상확률이 10-7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계기준 비산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4. 모든 발전소는 해당 발전소의 설계기준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비산

물로부터 안전관련 기기들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적어도 3가지 형태의 가상 비산물을 고려하였는지를 검증하여야 한

다. 즉, (1) 충격시에 변형을 유발시킬 수 있는 큰 운동에너지를 가진 대규모 

비산물, (2) 국부적인 손상(관통, 파쇄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강체 비산물, (3) 

방호 구조물의 개구부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소규모 강체 비산물 등의 3가

지 가상 비산물을 고려하여야 한다. 허용 가능한 비산물과 그들의 특성은 RG 

1.76, Table 2에 규정되어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검토시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청자가 관련 일반설계기준, 규제 지침 및 국

가 기준에 따라 자연현상에 대한 설계 및 설계 기준의 준수 여부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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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토자는 설계기준 토네이도, 태풍 및 기타 강풍에 의해 발생되는 비산물로 인한 

재해가능성 평가가 토네이도 발생 비산물에 관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및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허용 가능하다

는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신청자가 RG 1.76의 지침을 만족함으로써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를 만족시키고 있다

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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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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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9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6.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2, "Design Bases for Pro- 

tection Against Natural Phenomena" 

7.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4, "Environmental and Dyna- 

mic Effects Design Basis"

8. Regulatory Guide 1.76, "Design Basis Tornado for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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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5.1.5절 부지인접 비산물(항공기 제외)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발전소 부지 외부에서의 소외 활동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발생된 비산물의 영향에 견

디어야 하는 구조물의 설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9호(방사선방

호 등에 관한 기준) 등의 관련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2.2.1 및 2.2.2절에서 확인된 부지 외부에서의 소외 활동의 

특성과 범위를 검토하여 항공기 운항을 제외한 기타 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비산물들

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 유무를 결정한다(항

공기에 의한 재해는 안전심사지침 3.5.1.6절에서 별개로 검토함).  

   만약 소외 활동으로 인하여 비산물이 가능성이 있는 사고(즉, 폭발 등)를 확인하고, 

이것이 안전심사지침 2.2.3절에 따른 설계기준 사고로 결정되면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

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발전소가 가상적인 비산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본 지침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전심사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비산물에 대한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심사지

침 3.5.2절에 따라 검토한다. 



제3.5.1.5절                                              개정 4 - 2014. 12- 2 -

2. 토네이도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 및 비산물 

방호체들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된 해석․설계, 절차 및 기술기준의 적절성

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3.5.3절에 따라 검토한다.

3. 부지인접 비산물의 확인 및 특성은 안전심사지침 2.2.1절, 2.2.2절 및 2.2.3절에 

따라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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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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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외부 인

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각각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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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환경 및 동적영향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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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9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방사선 선량한도와 같은 방사선 방호관련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다. 

5. 10 CFR Part 100, "Reactor Site Criteria"

   10 CFR Part 100, 10 CFR 100.10 및 10 CFR 100.20은 일반대중의 피폭위험이 

낮도록 확신할 수 있는 기타 설계특성과 결부된 부지 요건을 설정한 것이다. 

10-7/년 미만이라는 확률은 10 CFR 100의 요건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검토자가 

설정한 것이다. 폭발에 의해 생긴 비산물의 경우, Regulatory Guide(이하 "RG") 

1.91에 따르면 폭발확률이 10-7/년 미만이라면 폭발에 의한 손상위험이 충분히 낮

다고 본다. 부지인접 비산물의 출처와는 상관없이 상당량의 방사성 핵분열 물질

을 방출시키는 소내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일반대중의 피폭위험을 내포하게 될 

잠재성을 지닌 비산물 재해는 발생확률이 충분히 낮아야 한다. 부지인접 비산물

에 관한 확률목표와 10 CFR 100의 조사선량지침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것은 일

반 개개인이 과다한 방사선 피폭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6. 10 CFR 50, Appendix A, GDC 4, "Environmental and Dynamic Effects Design 

Basis" 

   GDC 4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각각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

과 환경 및 동적영향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설계기준사건으로 결정된 소외활동, 즉 폭발과 같은 사건은 비산물을 발생시

킬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소외에서 발생된 비산물은 동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 이들 비산물로 인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동적영향이 

평가되어야 한다. 소외에서 발생된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 계통 및 기기들이 방호되도록 하는 것은 원자로의 안전정지를 위해 필요한 

계통들을 손상으로부터 방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10 CFR 100의 지침을 초과

하는 피폭을 받을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것이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부지인접 비산물의 평가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

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및 제15조(환경영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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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설계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9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등의 

관련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들 허용기준 이외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 신청자는 그 시설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법 및 평가절차와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 사이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방

법을 제시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을 대신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의 적절성을 입증

해야 한다.   

  상기 관련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부지인접 비산물이 발전소에 충격을 가해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10-7/년 이내이어야 한다(안전심사지침 2.2.3절 참조). 만일 이 허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2의 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2. 발전소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요건을 만

족해야 하고, 아울러 부지인접 비산물로 인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

기들이 안전정지능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9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방사성물질의 누출이 없이 견딜 수 있도록 적절

하게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검토절차에 따라 신청자가 제안한 발전소 설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어 검토한다. 이들 검토절차는 Ⅱ의 허용기준에 근거를 두

고 있으며, Ⅱ에서 확인된 허용기준과 차이가 있으면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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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허용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1. 비산물이 발생 가능한 사건의 유형과 유형별 기술은 안전심사지침 2.2.1절, 2.2.2

절 및 2.2.3절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검토결과에 기초를 두고 평가한다.  

2. 안전심사지침 3.5.2절에서 확인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대해 

비산물로 인한 취약성을 검토한다. 과거 유사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비산물에 의한 영향에 대한 검토로부터 얻은 경험과 보수적 가정을 적용

하여 비산물로 인한 손상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발전소의 주요 부분을 결정한

다. 모든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예상되는 비산물의 영향에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면 검토는 종결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설계기준 고려 사항의 

항목을 기술한다(안전심사지침 Ⅱ.2절 참조).  

3. 발전소의 주요 취약지역에 비산물이 충돌할 전체 확률을 평가한다. 연간 전체 확

률(PT)은 다음과 같은 식을 적용하여 평가된다.

                PT = PE × PMR × PSC × PP × N

    여기서,

PE : 안전심사지침 2.2.3절의 검토에 의해 얻어진 년간 설계기준사고 확률

PMR : 비산물이 발전소에 도달할 확률

PSC : 발전소 주요 취약지역에 비산물이 충돌할 확률

PP : 주요 지역에 침투하는데 요구되는 에너지를 초과하는 확률(즉, 토네이도 

비산물을 위해 마련된 벽 두께에 기초) 또는 중요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

는 2차적인 비산물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

N : 설계기준사건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산물의 수

 PP 값은 분석의 첫 단계에서는 1로 가정한다. 만약 PT가 10-7/년 보다 클 경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비산물 영향을 구조부지분야 담당

부서가 평가하며, 비산물 크기, 형태, 무게, 에너지, 물질의 특성, 비행궤도를 포

함한 비산물의 특성이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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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방호가 적절하고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외부에서 발

생한 비산물로부터 방호되어야 하는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 비산물을 확인하여 이들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비산물

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9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 명시한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 조사선량으로부터 적절히 방호될 수 있

다는 결론에 근거하고 있다.

2.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와 검토자가 검토한 자료를 통하여 외부에서 발생한 비산

물로부터의 방호여부를 상세히 평가해야 하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비산물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어떤 구

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9호(방사선방호 등에 관

한 기준)에서 규정한 방사선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요구사항에 따라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충분한 방호벽을 가지고 있다. 기타 안전성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등도 비록 비산물에 의한 잠재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중

피폭 위험도가 낮고 10 CFR 100.10의 규정을 만족할 정도로 피해가 매우 낮은 

확률(안전심사지침 2.2.3절에 규정한 기준 이내)을 가지고 있거나, 충분히 격리 

및 다중 방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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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5.1.6절 항공기 재해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항공기 재해에 대한 신청자의 평가를 검토한다. 검토의 목적은 항공기 재해로 인한 

위험이 충분히 낮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항공기 재해가 설계기준으로서 고려되어져야 

할 사항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는 확률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 밖에 설계기준 항

공기 충돌과 이에 따른 화재로 인한 잠재적 영향으로부터 발전소가 방호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의 발전소 설계를 평가한다.

검토주관부서는 발전소의 항공기 재해에 대한 신청자의 평가를 검토하여 발전소의 

설계기준에 항공기 재해가 고려되어져야 하는 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항공기 재해

가 발전소의 설계기준에 고려되었다면 검토주관부서는 항공기의 무게, 속도 및 여타 

관련특성의 관점에서 설계기준 항공기를 식별하여 평가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항공기 재해와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

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항공기 충돌에 따른 화재방호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9.5.1절을 검토하며, 발전

소의 안전성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항공기 충돌로 인한 보호요건에 대해 

안전심사지침 3.5.2절을 검토한다. 또한 항공기 충돌 통계와 항공기 충돌로 인한 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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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영향지역(안전심사지침 3.5.3절)에 대해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

어지도록 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및 관련 기술기준에 명시된 규제요건

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및 제21조 (허가 기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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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이 위험물의 생산 또는 이를 취급하는 산업시설‧수송수단 등에 의하여 

안전에 장애받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원자로시설의 위치선정을 위한 인위적인 사건의 조사‧평가 지침과 관련된 준용 기

술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4.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49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방사선 선량한도와 같은 방사선 방호관련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다.

  5. 10 CFR 100.10 및 10 CFR 100.20, “부지평가시 고려하여야 할 인자”

    10 CFR 100.10, 10 CFR 100.20에는 일반대중의 피폭이 최소화되도록 확인하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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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설계특성과 결부된 부지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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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부지평가시 고려하여야 할 인자와 관련하여, 10-7/년 미만의 사고발생확률은 10 CFR 

100의 요건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설정한 기준으로 공항 인근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에서의 항공기 충돌확률에 관한 평가가 수행되었다. 거리와 운항수의 제한에 대한 

기술적 기준은 항공기 충돌확률에 대한 상한값을 보수적으로 확인한 것이며 따라

서 10 CFR 100의 피폭지침을 초과할 전체 확률을 10-7/년 미만으로 제한하게 하는 

것이다. 상당량의 방사성핵종 물질들을 방출시키는 소내 사고를 일으킬 잠재성을 

지닌 항공기 재해는 일반대중의 피폭위험을 내포하게 되므로 사고발생 확률이 상

당히 낮음을 보여야만 한다. 항공기 재해에 관한 사고발생확률과 거리 및 운항요건 

및 10 CFR 100의 피폭지침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개개의 일반인들이 과다한 방사선 

피폭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만약 10 CFR 100의 피폭지

침보다 큰 방사능의 누출을 야기할 항공기 사건의 확률이 약 10-7/년 보다 적으면 

이 요건은 만족된다. 발전소로부터의 거리가 다음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이러한 확률은 약 10-7/년 이하로 평가한다.

가. 발전소와 공항간의 거리 D가 8.05～16.1 ㎞(법정거리 5～10마일) 이내에 있고, 

계획된 연간 운항수가 193D2(500D2) 미만이거나, 발전소와 공항간의 거리 D가 

법정거리 16.1 ㎞(10마일) 이상이며 계획된 연간 운항수가 386D2 (1,000D2) 미

만일 때  

나. 연간 1,000대 이상 운항되는 훈련항로는 제외하고, 발전소가 저공 훈련항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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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군사훈련항로의 최 외곽으로부터 또는 비정상적인 긴장상태를 유발

시킬 수 있는 폭격 훈련과 같은 활동이 있는 장소로부터 최소 8.05 ㎞(법정거

리 5마일) 밖에 위치할 때  

다. 발전소가 국영 항로, 대기경로 또는 접근경로상의 가장 가까운 외곽지로부터 

최소 3.22㎞(2마일) 떨어져 있을 때

상기의 접근기준이 만족되지 않거나 재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군사활동이 명확히 

확인되면(상기의 나. 항 참조), 항공기 재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수행한다. 10-7/

년 이상의 발생확률이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49호 (방사선방호 등

에 관한 기준)에 명시된 피폭지침을 초과하는 방사능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항

공기 사건에 대해서는 발전소의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검토결과가 항공기 활동에 기인된 위험이 허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낮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의 일반설계기준 3 및 4에 기술된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2. 일반설계기준 3, "화재방호“

이 기준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화재의 영향으로 부터 적절

히 방호되어져야 함을 요구한다. 즉,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화

재 및 폭발에 관한 확률과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된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항공기 재해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항공기 충돌로 

인하여 발생된 화재 및 폭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영향도 포함하고 있다. 

화재 및 폭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결

정하는데 있어 검토자가 적용될 수 있는 기술기준이 Regulatory Guide(이하 

“RG") 1.117에 기술되어 있다. 화재 및 폭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안전에 중

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10 CFR 100에 명시된 소외 피폭지침을 초과하는 

소외 피폭을 허용하지 않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피폭한계를 설정한 것은 설계기

준사고와 같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발생확률이 높은 사건에 대해 확실하게 보호하

는데 있다. 항공기 재해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

기들을 보호하는 것은 원자로를 정지하는 능력, 정지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

는 능력 및 10 CFR 100의 피폭지침을 초과할 수 있는 잠재적 방사성물질의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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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예방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3. 일반설계기준 4, "환경 및 동적영향에 대한 설계기준"

이 기준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원전외부의 사건과 상황으로 

부터 일어날 수 있는 비산물의 영향에 대해 적절히 보호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

다. 즉,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동적 영향으로부터의 방호능력

에 관한 요건을 설정하고 있는데, 동적 영향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외부에서 발생

하는 사건과 상황에 의해 발생되는 비산물의 영향도 포함하고 있다. 항공기 재해

는 비산물의 발생 잠재성을 지닐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외부에서의 사건을 말한

다. 항공기 충돌로 인하여 외부에서 발생된 비산물의 기동이 동적 영향이며 이러

한 비산물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끼칠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들 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

을 결정하는 데 있어 허용가능한 방법이 RG 1.117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에 중요

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항공기 재해로 인하여 발전소 외부에서 생성된 비

산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원자로의 안전정지에 요구되는 안전관련 계통들의 

고장을 방지하는 것이며 또한 10 CFR 100의 피폭지침을 초과할 잠재성을 지닌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만약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발전소 안전정지 능력의 상실이 없

고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49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 명시된 

피폭지침을 초과하는 방사능 누출이 없이 항공기 충돌과 화재의 영향으로 부터 견딜 

수 있다면, 발전소는 일반설계기준 3과 4의 해당요건을 만족하며, 발전소는 설계기준

인 항공기 충돌과 화재로 부터 적절히 방호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상기의 적용기준에 관하여 고려되어져야 하는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RG 1.117, "토네이도로 부터 방호되어져야 하는 경수로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부

록에 명시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등이 포함된다. RG 1.117에 포함되지 않는 여타 안

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이들의 방호에 대한 검토책임을 지닌 해당 부서들의 

적용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한다.

III.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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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본 안전심사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중 특별한 경우에 적용 가능한 분

야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검토시 주의 및 강조가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판

정은 타 발전소에 대해 최근에 검토된 사안과의 유사 여부 확인과 특별히 안전에 중

요한 항목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제출자료에 대한 검출

을 통해 결정한다.

검토자는 다음의 단계에 따라 항공기 재해 평가를 수행한다.

  1. 항공이용

제안된 부지 인접 영공에서의 항공이용을 나타낸 자료를 안전성분석보고서의 

2.2.1-2.2.2절로부터 구하는데 여기에는 공항 및 이들의 접근경로, 국영항로, 국영

항공 행정제한구역 및 군사적 이용을 포함한다. 여러 경우에 있어서는, 이전에 수

행된 분석과의 비교를 통해 확률이 충분히 낮다고 판정될 경우 상세한 분석을 필

요하지 않게 된다. 일반적으로 관심이 있는 항공시설물이 모두 고려되었다는 것

을 검증하기 위해 민간 및 군사지도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게 된다. 검토과정에서 

검토자는 항공기 재해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를 도출해야 한다. 항공기 운전 및 

항공기 운전자료의 평가에 대한 책임있는 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항공로 

국영 항로 또는 항공 회랑로가 부지 인접지역을 통과하는 상황에서는 항공기가 

발전소와 충돌할 연간확률(PFA)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확률은 고도, 비행주

기, 회랑로의 폭 및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대응분포와 같은 여러 요소들에 의해 

좌우된다. 다음의 공식은 PFA를 계산하는 한 방식이다.

                   PFA  ＝  C × N × A/w

          C  : 항공로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당 추락 비율(마일당 추락 비율)

          w  : ㎞(마일)로 나타낸 항로 폭(부지가 항로 밖에 있을 때면 항로 최외곽

               으로부터 부지까지의 거리의 두 배를 더한다)

          N  : 항공로를 지나가는 연간 비행수

          A  : ㎢(mile2)으로 나타낸 발전소 유효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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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의 변수들에 대해 보수적인 값들이 적용될 경우, 상기 공식은 항공기 충돌에 

대한 보수적인 상한선을 나타내게 된다. 상업용 항공기에 관한 C값은 항공 ㎞당 

6×10-10 (항공마일당 4.0×10-10(1))을 사용한다. 이 C값은 University of California  

Lawrence Radiation Laboratory (UCRL)(2) 표 2.7에 인용된 값과 비슷하며, 미국 에

너지부의 문서에 제시된 정보(3)와 일치한다. 이 정보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자문

위원회에 보내진 직원편지(staff letter)에 기술되어 있다(4). 매일 100편 이상 운행

되는 복잡한 항공회랑로의 경우 적절한 변수 값을 구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분석

이 요구된다.

(1) 참고문헌 16

(2) 참고문헌 17

(3) 참고문헌 18

(4) 참고문헌 19

  3. 민간 및 군사공항과 헬기착륙장

II. 1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허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항

공기가 부지로 추락할 확률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가 부지로 추락할 

확률(PA)은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M  : 공항을 이용하는 서로 다른 항공기 유형(기종)수

           L  : 부지에 영향을 미치는 비행궤도 수

            : j번째 항공기에 대한 항공기 운행당 1 ㎢당(mile2당) 추락확률

           : i번째 비행경로를 운항하는 j번째 항공기에 의한 년간 운항수

            : j번째 항공기에 대한 발전소의 영향 영역(㎢ (mile2))

상기 공식에 있는 개개의 변수를 해석하는 방법은 사안별로 서로 다를 수 있는

데, 이것은 각 경우에서의 특수한 상황과 항공기 사고에 대한 통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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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되고 있는  값은 다음의 표에 제시된 자료로부터 구한다.

항공로 최외곽 
으로부터의 

거리, ㎞(마일)

항공기 운항당, 평방 ㎞(마일)당 추락확률(×10-8)

U.S. Air Carrier1) General Aviation2) USN/USM1) USAF1)

0-1.6(0-1)
1.6-3.2(1-2)
3.2-4.8(2-3)
4.8-6.4(3-4)
6.4-8.0(4-5)
8.0-9.6(5-6)
9.6-11.3(6-7)
11.3-12.9(7-8)
12.9-14.5(8-9)
14.5-16.1(9-10)

6.45 (16.7)
1.54 (4.0)
0.371 (0.96)
0.262 (0.68)
0.104 (0.27)

0 (0)
0 (0)
0 (0)

0.054 (0.14)
0.046 (0.12)

32.4 (84)
5.8 (15)
2.39 (6.2)
1.47 (3.8)
0.46 (1.2)

NA3)

NA
NA
NA
NA

3.20 (8.3)
0.42 (1.1)
0.127 (0.33)
0.120 (0.31)
0.077 (0.20)

NA
NA
NA
NA
NA

2.20 (5.7)
0.89 (2.3)
0.42 (1.1)
0.162 (0.42)
0.154 (0.40)

NA
NA
NA
NA
NA

    1) 참고문헌 8

    2) 참고문헌 10

    3) NA는 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임.

  4. 지정영공

군사용 또는 상업용 이용과 관련된 지정영공의 경우에는 모든 운전에 대해서 정

량적인 모델에 대한 상세한 검증이 수행되어야 한다. 모델의 결과는 제안된 부지 

인접지역에서 단위 면적과 단위 시간당 전체적인 항공기 추락 확률(C)로 나타내

게 된다. 고려되는 시설물에서 운전에 기인된 부지에 잠재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연간추락확률(PM)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된다.

                             PM ＝ C × A

          C : 고려중인 공항에 의해 부지 인접지역에 영향을 주는 평방 Km(마일)당,

              매년당 전체 항공기 추락확률

          A : 발전소의 한 기당 유효영역(평방 Km, (평방마일))

군사항공활동에 대하여 계산된 위험도가 허용할 수 없도록 높으면, 적절한 영공 

또는 항로가 다시 선정되어야 한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군 당국은 원전부

지와 인접한 영역에서의 군사작전을 변경하거나 훈련항로를 바꾸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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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기경로

대기경로란 항공기가 공항으로 착륙하기 전에 기다리는 동안 선회(Circle)를 하거

나 항로를 따라 계속 운항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무선항공물과 관련된 특정 

고도의 운항경로를 말한다. 발전소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진 대기경로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상기의 II 참조) 그렇지 않을 경우, 대기경로에 대한 항공교통은 발

전소에 대한 관점에서의 방향성들을 포함하는 대기경로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항로로 바꾸어져야 한다. 상기의 III. 2의 자료를 이러한 평가에 이용한다.

6. 부지에서의 전체항공기 재해확률은 앞서 논의된 절차에서 구해진 개개 확률들의 

합과 같다.

  7. 계산에 사용된 발전소의 유효영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여러 종류의 항공기에 대한 추락 가정 각도와 파괴모드에 근거한 발전소 고

도의 수평면상에 있어서의 암영지역(Shadow Area).

나. 고려된 항공기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 발전소 주변의 활주지역. 이 지역을 결

정하는 데는 인공 둑이나 여타 인위적 및 자연적 방벽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항공기 추락의 결과로 발생한 충격이나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안

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있는 지역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관한 항공기 재해를 평가하는데 사용된 절

차를 기술하여 검토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문장으로 초안을 작성한다. 검토자는 부지 

위치는 허용가능하며 10 CFR 100.10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지를 확인한다.

   상기의 결과에 대한 근거는 발전소내로의 잠재적 항공기 추락에 대한 확률의 관점

에서 명확하게 될 수 있다. 만약 발전소 내의 시설물에 적용 가능한 항공기 추락 통계

가 발전소의 설계특성에 대한 별도의 고려없이 안전심사지침 2.2.3절에 명시된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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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시킨다면 검토자는 안전심사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형태의 결론을 포함시켜야 한

다.

   검토자는 OO 인접지역에서의 OO 발전소의 운영은 항공기 재해에 기인된 공중의 

보건과 안전에 위험을 끼치지 않으며 10 CFR 100.10 또는 10 CFR 100.20의 요건을 만

족시키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결론은 항공기 재해에 대한 신청자의 평가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49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피폭지침보다 더 

심한 방사능 누출을 가진 사건이 10-7/년 이하의 확률을 가진다는 검토자의 독자적인 

검증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서 같은 항공교통을 가진 과거에 검토된 발전소 

부지가, 세심한 조사를 거친 후, 해당 발전소의 안전운영에 끼칠 수 있는 위험이 존재

치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검토자는 현재 고려중인 발전소 부

지는 항공기 재해로 인한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검토자가 항공기 재해를 검토하여 항공기 재해가 상기에 명시된 기준, 즉 안전심사

지침 2.2.3절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릴 경우 일반설계기준 3과 4의 

기준으로부터 허용기준을 도출한다. 항공기 충돌과 이로 말미암은 화재로부터의 방호

조치가 발전소의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일반설계기준 3과 4의 기준에 명

시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49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요건들도 만족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검토자는 안전심사보고서

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검토자는 OO 인접지역에서의 OO 발전소의 운영은 항공기 재해에 기인된 일반대중

의 보건과 안전에 위험을 끼치지 않으며 일반설계기준 3과 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킨

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결론은 부지에서의 항공기 화재와 충돌을 포함한 항공기 

재해에 대한 신청자의 평가가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설계기준 항공기로 

선정된 항공기에 견딜 수 있는 지의 여부에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49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피폭지침을 초과하는 항공기의 충돌확률이 10-7/년 이

하라는 것을 검토자가 독자적으로 검증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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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5.2절 소외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소외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 검토분야에는 원자로 시설

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발전소 내의 모든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예를 들

면, 1차기기 냉각해수 흡입구, 1차기기 냉각해수 배관 및 저장 탱크와 같은 매설 기기)

가 포함된다. 

상세 검토분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및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규정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상 작동요건과 성능요건을 검토하고, 원자로 시설

을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고장이 나면 심각한 

방사능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확인한다.  

 2. 소외비산물 타격을 가정하였을 때,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정상 또는 

사고조건동안 원자로의 안전정지 확보 및 안전정지상태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사고 발생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3. 터빈 배치가 불리한 방향일 경우,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터빈비산물로부터 적절

히 보호되는지를 검토한다. 안전과의 연관성에 기초하여, 비산물이 구조물,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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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기의 안전기능 수행을 방해하거나, 비산물의 타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손상이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 

수행을 방해할 경우, 구조물이나 구조물의 일부 영역, 계통이나 계통의 일부,  그

리고 기기들은 소외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비산물 발생근원 및 비산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4, 

3.5.1.5 및 3.5.1.6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소외비산물을 방호하기 위하여 설계된 보호벽(barrier) 및 구조물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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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외부 인위

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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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하여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

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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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계통 및 구조물의 설계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13의 지침을 만족해야 한다. RG 1.13은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계통 및 구조물을 

소외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과 소외비산물이 수조 내의 사용후 핵연

료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facility)을 설계함으로써 사용후 핵연료의 

기계적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사용후 핵연료의 기계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계통 및 구조물은 소외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최종 열제거원(Ultimate heat sink) 및 연결도관(connecting conduit)의 설계는    

RG 1.27의 지침을 만족해야 한다. RG 1.27은 최종 열제거원 및 연결도관을 소외비

산물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최종 열제거원은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작동, 정지, 냉각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급수원이다. 최종 열제거원은 안

전에 중요하므로, 최종 열제거원과 관련된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확인

하고, 이들의 안전기능을 보호해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최종 열제거원 구조물, 계

통 및 기기를 소외비산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안전기능 수행을 보장할 수 

있다.

 3. 터빈비산물로부터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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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의 지침을 만족해야 한다. RG 1.115는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확

인하고, 이들을 터빈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4. 토네이도, 태풍 및 기타 강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

조물, 계통 및 기기는 RG 1.117의 지침을 만족해야 한다. RG 1.117은 토네이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외비산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제시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식별 내용을 확인하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전체가 안전 관련 인지 혹은 일부분이 안전 관련인지를 확인한다.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을 평가하여 원자로 안전 정지 상태 확보 및 유지, 사고 방지 또는 사

고 후속 결과 완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안전 범주(Safety 

category)로 분류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 

근거(design bases), 설계 기준(design criteria) 및 상세 설명을 검토하고, 기기특성

표 및 안전등급 분류표와 함께 안전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구조물, 계통 및 기기

의 안전기능을 확인한다. 다양한 발전소 설계에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수행하

는 안전기능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위치 또는 배치와 방

법은 설계자별로 다양하다.

 2. 소외비산물로부터 보호해야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또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일부를 결정한다. 소외비산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 선정시, 검

토자는 고장 모드 및 영향 분석 결과와 공학적 판단, 그리고 특정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타 안전심사지침의 검토결과를 활용한다. 대부분의 안전 관련 계통은 

비산물 방호 목적으로 설계된 구조물 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비산물 방호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으나 소외비산물을 방어할 수 있는 구조물(예 : 격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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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내에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조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계통 및 기기들은 

소외비산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검토자는 이러한 구조

물 외부에 설치된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이들의 관통부(penetration) 

및 출입구(opening access)에 대해 집중 검토한다. 1차기기 냉각해수 배관 및 기기, 

저장 탱크 및 최종 열제거원 기기들이 비산물 방호 구조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들의 대표적 예이다. 소외비산물의 특성 및 발생 원인에 따라 각 개별 기기에 

대한 비산물 보호벽 설치, 독립적 다중 보조계통(Independent redundant 

subsystem)을 비산물 방호 구조물 내의 격실에 설치, 또는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비산물을 방호하기에 충분한 깊이의 지반(subgrade location)에 설치하는 

등의 보호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중으로 설계된  안전 관련 계통 및 기기를 물

리적으로 분리시키는 방법 자체만으로는 비산물로부터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보

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용불가능하다. 

  

 3. 비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일지라도 비산물로 인하여 손상될 경우 안전 관

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 수행을 방해하게 된다면 이러한 비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도 소외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소외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검토는 원자로 시설

을 지원하는 모든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포함한다. 원자로 안전정지에 필

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신청자가 제안한 설계 기준, 설계 근거 및 안전 

등급분류를 검토하고, 소외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및 제15

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를 만족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와 같은 결론은 

다음 사항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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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G 1.13의 C.2에 따라 토네이도, 태풍 또는 기타 강풍으로 인해 생성된 비산물이 

핵연료 저장조 수조(pool)의 밀봉(watertight) 건전성을 심각하게 상실시키지 않고, 

수조 내의 핵연료를 타격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2. RG 1.27의 C.2 및 C.3에 따라 최종 열제거원이 자연현상으로 인해 생성된 소외비

산물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3. RG 1.115의 C.2에 따라 터빈을 유리한 방향으로 배치하거나 비산물 보호벽을 설치

하여 필수 계통이 저탄도 터빈비산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RG 1.117의 C.1, C.2, C.3 및 Appendix에 따라 각 개별 기기에 대한 비산물 보호벽 

설치, 독립적 다중 계통 및 기기를 비산물 방호 구조물 내에 설치, 또는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비산물을 방호하기에 충분한 깊이의 지반(subgrade 

location)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설계 기준 토네이도, 태풍 또는 강풍으

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물로부터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였다.

 

 5. 비산물에 의해 파손될 경우,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비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포함하여 소외비산물의 영향

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모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확인하였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3. Regulatory Guide 1.13, "Spent Fuel Storage Facility Design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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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Regulatory Guide 1.115, "Protection Against Turbine Missiles."

 6. Regulatory Guide 1.117, "Tornado Design Classification." 

 7. Standard Review Plan Section 3.5.2, "Structures, Systems, And Components to be 

protected from Externally-Generated Miss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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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5.3절 방호체 설계절차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이 검토분야는 비산물 충돌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범주 I급 구조물,  차폐물 및 방

호벽의 설계에 사용된 절차와 관련된 것이다. 이 분야에서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및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등의 관련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

토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충돌부위 국부손상을 예측하는 절차

    관통깊이 추정방법을 검토하고 콘크리트 방호체일 경우에는 전면파쇄(spalling)     

   또는 후면파쇄(scabbing) 영향에 의한 2차 비산물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2. 비산물 충돌에 의한 방호체의 전반적인 응답을 예측하는 절차

탄소성 거동을 나타내는 연성비에 대한 가정과 비산물의 충돌에 의해 방호체 내

에 발생하는 힘, 모멘트 및 전단력을 추정하는 절차를 검토한다.  

  3. 발전소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비산물의 영향에 대해 

적절하다는 신청자의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언급된 비산물 변수들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구조해석의 종합적인 부분으로서 비산물 변수들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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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본 지침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전심사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가 비산물의 영향에 대해 적절하다는 신청자의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언급된 비산물 변수들의 적절성은 안전심사지침 3.5.1.1절, 3.5.1.2절 및 3.5.1.4

절～3.5.1.6절에 따라 검토한다. 

2. 발전소가 터빈 비산물의 영향에 대해 적절하다는 신청자의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언급된 터빈비산물 변수들의 적절성은 안전심사지침 3.5.1.3절에 따라 검토

한다. 

3. 모든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부지인접 외부에서 발생된 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2절에 따라 검토

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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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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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외부 인

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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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각각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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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환경 및 동적영향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이하 "GDC") 2, "Design Bases 

for Protection Against Natural Phenomena"

   이 요건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그들의 안전기능 수행

능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토네이도를 포함한 자연현상으로부터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대한 설계기준

은 주어진 안전기능에 중요한 고려사항과 사고조건과 자연현상의 영향이 포함되

어야 한다.

     비산물 방호체 설계에 대한 검토자의 허용기준은 자연현상 및 기타 사건에 의해 발

생된 비산물로부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이 허용기준은 사고조건과 동시에 발생하는 자연현상을 고려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된 비산물 및 사고로부터 

보호되므로 주어진 안전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것이다.

5. 10 CFR 50, Appendix A, GDC 4, "Environmental and Dynamic Effects Design 

Basis"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각각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과 환경 및 

동적영향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기의 

파손 및 발전소 외부의 사건 및 조건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휩(whipping), 및 방출되는 유체의 영향에 대해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3.5.3절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산물, 배관의 휩 및 방출되는 유체에 저항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체 설계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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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토자의 허용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허용기준은 충분한 공학적 원리, 경

험 및 시험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 

     GDC 4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비산물, 

배관의 휩 및 방출되는 유체로부터 보호되므로 주어진 안전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것이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구조물, 차폐물 및 방호벽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및 제15조(환경영

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등의 관련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들 허용기준 이외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 신청자는 그 시설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법 및 평가절차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 사이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관련 규

정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을 대신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의 적절성을 입증해야 한다. 

   상기 관련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부적인 손상예측

     가. 콘크리트

         비산물 충돌시 방호벽에 관통, 전면파쇄, 혹은 후면파쇄가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두께가 충분해야 한다. 참고문헌 5의 수정 NDRC (National Defense 

Research Council) 공식과 같은 여러 경험공식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내의 관

입깊이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식을 이용하여 방호벽 두께를 결정하

여야 한다. 계산으로부터 결정된 두께는 토네이도, 태풍에 의한 비산물을 방

호하는데 필요한 최소두께를 규정한 표 1의 값보다 커야 한다.  

         표 1의 방호체의 최소두께에 관한 요건은 US NRC의 Regulatory Guide(이하 

“RG") 1.76의 Table 2에 나타낸 토네이도 스펙트럼에 대한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된 비산물에 대하여 국부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콘크리트 방호체의 

최소두께에 관한 요건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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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에 제시된 값보다 방호체 두께가 작은 경우에도 시험결과를 포함해 충

분한 정당성이 제시된다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들 정당성은 사안에 따라 검

토될 것이다. 

         터빈비산물에 대한 방호체의 경우, 관입 및 후면파쇄 예측은 수정 NDRC공식

과 같은 경험공식이나 타당성 있는 시험결과에 따라야 한다.

     나. 강재

강판에 대한 비산물의 관입에 대해 SRI (Stanford Research Institute)에서 수행

된 시험결과를 W.B. Cottrell과 A.W. Savolainen이 "U.S. Reactor Contain 

-ment Technology"에 요약하였는데, 여기에 제시된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참

고문헌 6). 참고문헌 7에 기술된 BRI(Ballistic Research Laboratory)의 공식을 

포함한 기타 공식들은 그 결과가 상기에 제시된 공식에 의한 결과와 대등한 

결과를 얻거나, 관입시험에 의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용될 수 있다.

     다. 복합단면(composite sections)

복합 또는 다중(multi-element) 방호체일 경우 국부손상 예측절차는 첫번째  

요소를 관통한 비산물의 잔여속도가 다음 요소에 대한 타격속도로 간주되면 

허용될 수 있다. 이 잔여속도를 구할 때는 다중 비산물 방호체의 첫번째 방호

체가 강재일 때 참고문헌 8의 Recht와 Ipson에 의해 제시된 공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첫 번째 방호체가 콘크리트일 경우는 사안에 따라 사용된 절차를 검

토한다.

표 1. 방호체의 최소두께에 관한 요건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된 비산물에 의한 국부적인 손상을 예측할 경우)

지역* 콘크리트 강도
MPa (psi)

벽체 두께
cm (in.)

지붕 두께
cm (in.)

Ⅰ
20.7 (3,000)
27.6 (4,000)
34.5 (5,000)

46.2 (18.2)
42.9 (16.9)
40.6 (16.0)

33.5 (13.2)
31.2 (12.3)
29.7 (11.7)

Ⅱ
20.7 (3,000)
27.6 (4,000)
34.5 (5,000)

39.1 (15.4)
36.3 (14.3)
34.5 (13.6)

28.4 (11.2)
26.4 (10.4)
25.1 (9.9)

Ⅲ
20.7 (3,000)
27.6 (4,000)
34.5 (5,000)

30.2 (11.9)
28.2 (11.1)
26.7 (10.5)

22.1 (8.7)
20.6 (8.1)
19.6 (7.7)

       [Note] * Reg. Guide 1.76에 언급된 지역 Ⅰ, Ⅱ, Ⅲ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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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반적인 손상예측

비산물 충돌에 대한 구조물 또는 방호체의 응답은 주로 충돌위치(슬래브의 중간, 

또는 지지점 부근 등), 표적과 비산물의 동적특성 및 비산물의 운동에너지에 의

존한다. 소성충돌로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 비산물

의 초기 운동량 전부가 표적에 전달되며 이 운동에너지의 단지 일부만이 표적내

의 변형에너지로 흡수되는 것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탄성충돌이 예상될 경우 비

산물의 되튐(rebound)에 의해 표적에 전달되는 추가 운동량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비산물이 방호벽에 관입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충돌면적에 집중     

된 등가정적하중을 결정하고 기타 설계하중을 고려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설계방

법을 적용해 구조적 응답을 평가할 수 있다. 소성충돌을 가정할 경우 그러한 해

석에 대한 허용가능한 절차가 참고문헌 9의 William과 Alvy의 논문에 기술되어 

있다. 기타 절차도 그 결과가 상기에 예시된 방법에 의한 결과에 필적할 만한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다. 

      상기의 해석에 있어 강재 및 철근콘크리트 방호체에 대한 최대 연성비는 각각 

참고문헌 11의 ANSI/AISC N690-1994(2004년판 추록 포함) 및 참고문헌 12의 RG 

1.142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검토절차에 따라 신청자가 제안한 발전소 설계에 관련된 부

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어 검토한다. 이들 검토절차는 Ⅱ의 허용기준에 근거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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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Ⅱ에서 확인된 허용기준과 차이가 있으면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평가방법

이 허용가능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1. 국부손상 예측과 관련하여 비산물 관입추정을 위해 신청자가 제시한 공식을 다음

과 같이 검토한다.

가. 콘크리트에 대한 비산물 관입에 대해서 검토자는 신청자가 수정 NDRC공식과 

같은 경험공식 또는 타당한 시험결과를 이용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검토자

는 또한 신청자가 전면파쇄나 또는 후면파쇄에 대한 방호가 필요할 경우 이

를 적절히 방지하고 관통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방호체 두께를 제공

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나. 강재에 대한 비산물 관입과 관련하여 검토자는 신청자가 Ⅱ.1.나.항에 기술된 

SRI 공식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다른 공식이 선정되었을 경우 

그 공식의 적용성과 타당성에 대해 그 결과가 SRI 공식에 의한 결과보다 보

수적인가를 확인함으로써 타당성을 검토한다.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검토 초기에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한다. 

다. 복합 또는 다중 방호벽에서의 관입과 관련하여 검토자는 신청자가 II.1.다.항에 

기술된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에 다른 기준이 선정되었을 

경우 그 공식이 상기에 언급된 결과보다 보수적인가를 확인함으로써 타당성

을 검토한다.

   2. 방호체의 전반적인 손상과 응답을 예측하는 것과 관련하여 검토자는 신청자가 

II.2항에 기술된 기준을 만족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다른 기준이 선정되었

을 경우 그 결과가 적어도 II.2항에 기술된 결과보다 보수적인가를 확인함으로써 

타당성을 검토한다.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검토 초기에 신청자에

게 추가 자료를 요구한다.

   3. 터빈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추가

적인 정보는 안전심사지침 3.5.1.3절, “터빈 비산물”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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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방호벽 설계가 적합하고, 토네이도와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과 비산물, 배

관의 휩 및 방출된 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환경영향에 견뎌야만 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 차폐물 및 방호체의 성능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

계기준 등) 및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등의 관련 요건을 만족한다고 결

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에 근거한다.  

   선정된 설계기준 비산물에 의해 내진범주 I급 구조물, 차폐물 및 방호체에 미치는 

영향과 하중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절차들은 구조물 또는 방호체가 비산물의 영향

으로부터 충분히 저항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보수적인 설계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으므로 이 절차들은 허용가능하다.

   이러한 절차를 사용함으로써 설계기준 비산물이 내진범주 I급 구조물 또는 차폐물 

및 방호체를 강타할 경우라도 구조물, 차폐물 및 방호체의 구조적 건전성이 요구되는 

방호수준을 상실하는 정도로 손상을 받지 않는 것을 보장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구

조물에 의해 방호되는 내진범주 I급 계통 및 기기가 적절히 보호되고 필요시 그들의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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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6.1절 격납건물 외부유체계통의 가상 배관파손으로부터 발전소 

보호 설계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격납건물 외부의 배관 파손시, 그 파손으로 인해 안전 관련 계통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음을 보장하고, 또한 그러한 파손 사고시 발전소가 안전하게 정지될 수 있음을 보장

하기 위하여, 배관파손에 대한 발전소 보호 설계내용을 검토한다. 격납건물 외부에 위

치한 고▪중에너지 유체계통 배관에 대하여 검토한다. 만일 그 계통이 격납건물을 관통

한다면(보조급수계통은 제외), 격납건물 외부의 첫 번째 격리밸브부터 검토한다. 보조급

수계통에 대한 검토범위는 증기발생기까지 이거나 급수계통 배관(또는 주증기 배관)까

지이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및 제15조(환경 등에 관한 설계기준) 요건을 만족하는 지를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1.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 II.1의 발전소 배치기준에 따라 고▪중에너지 배관계

통의 전반적인 배치상태를 검토한다. 다음 세 가지 배치상태가 검토대상이며, 한 

발전소(한 호기)에 세 가지의 경우가 모두 적용될 수도 있다.

  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중에너지 계통을 필수 계통이나 기

기로부터 격리시키는 배치

  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중에너지 계통이나 안전 관련 계통

을 보호 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배치

  다. 격리시키거나 보호 구조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에 관련된 부분의 운전

을 보장해주는 특별한 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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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격납건물 격리밸브 사이의 고▪중에너지 유체계통 배관부분을 부록 3.6.1-1의 

II.2.나에 따라 확인한다.

   3.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3.가에 따라 고▪중에너지 유체계통의 가상 배관

파손 해석 및 가상 배관파손에 의한 환경영향을 검토한다. 

   4. 다음 사항의 해석에 사용되는 가정들을 검토한다.  

가. 소외전원의 이용가능성

나. 배관파손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계통에서의 단일 능동기기 고장

다. 이중목적을 갖는 계통에 적용되는 특별 설비

라. 배관파손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계통의 이용

   5. 가상 배관파손이 제어실의 거주성과 사고후 운전의 안전한 안전제어에 중요한 

구역에의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6. 내진범주 I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계통에서의 배관파손이 필수 계통 및 기기에 미

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격납건물 외부유체계통의 가상 배관파손으로부터 발전소 보호설계와 관련한 검토

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내진등급 분류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 및 3.2.2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

행한다. 

  2. 보호구조물에 대한 설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내진범주 I급에 해당하는 구조

물의 검토와 연계하여 안전심사지침 3.8.4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3. 배관파손 위치와 유형의 적절성, 배관구속물 및 그 밖의 보호수단에 대한 설계, 

파손으로 인한 동적영향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2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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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전소내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으로부터 가상 배관파단의 동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파단전 누설(Leak-Before-Break, LBB) 해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3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5. 배관파손시 발생되는 내부 침수에 대한 방호설계의 적절성은 안전심사지침 3.4.1

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6. 필수 전기기기, 계측제어장치 및 기기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온도, 습도, 그리고 

살수로 인한 습윤도(Spray-wetting)와 같은 배관파손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검

토는 안전심사지침 3.11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7. 격납건물 격리밸브 사이의 보호 구조물 또는 가드배관 내에 위치한 배관의 가동

중 검사 사항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6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8. 격납건물내 배관파손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2.1절 및 

3.11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에 

따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

다. 동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에 따른 고에너지 배관의 손상

의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비내진범주 중에너지배관의 원주방향 완전파

단으로 인한 환경영향도 고려한다. 관련 설계에 대한 승인 여부는 관련 설계가 본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요건을 만족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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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

적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의 파단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배관파단과 관련된 

동적 영향은 설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 및 동적영향에 

대한 방호 설계의 승인 여부는 관련 설계가 본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요건

을 만족함에 따라 결정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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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고▪중에너지 유체계통이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붙임 2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필수 계통 및 기기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2. 고▪중에너지 유체계통이나 그 일부가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1.가.2)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필수 계통이나 기기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구조물이나 격리벽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

3. 물리적 격리 또는 보호용 격실을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사항들을 

검토한다.

     1) 신청자가 보호수단으로서 물리적 격리나 계통격실을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

고 판단한 이유가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1.3절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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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중성 설계특성이나 추가적인 보호가 고려되어 있어 요구되는 계통에 단일능

동고장이 가정되었을 때 다중설계방안이나 추가방호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모

든 경우의 손상에 대한 파손유형 및 영향 분석(FMEA)을 통해 안전성과 관련

된 기능이 유지됨을 입증한다. 이 해석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3절

에 제시된 기준과 가정 조건으로 수행된다.  

  

4. 설계특성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2절에 제시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5. 필수기기에 미치는 가상 배관파손의 영향과 발전소의 안전정지능력은 안전심사

지침 부록 3.6.1-1의 II.3절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분석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에 따른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본 안전심사지침과 관련된 계통의 정상운전 및 사고방지 또는 완화를 위한 설계에 

대하여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에서 검토된다. 본 안전심사지침에서는 각 계통이 설

계에 따라 작동함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들은 검토하지 않는다. 본 안전심사

지침의 목적은 주변의 배관이 파손되는 사고시에도 각 계통이 의도된 대로 작동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를 고려하는데 있다.

 1. 모든 고▪중에너지 유체계통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자료

를 검토한다. 각 계통의 온도와 압력을 검증함으로써, 고▪중에너지 유체계통이 정

확히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고▪중에너지 배관의 계통특성, 계통배치, 

그리고 배관배치도면을 검토하여 그 발전소의 배치방법이 고에너지 계통 및 비내

진범주 중에너지계통의 배관파단과 내진설계된 중에너지 계통의 누설균열의 영향

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지를 조사한다.  다음 방법들이 이러한 보호를 위해 사용

되었는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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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중에너지 유체계통이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붙임 2에서 기술되어 있

는 바와 같이 필수 계통 및 기기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부록 3.6.1-1의 붙임 2

의 만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전소 배치도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한다. 

   나. 고▪중에너지 유체계통이나 그 일부가 필수 계통이나 기기를 보호하도록 설계

된 구조물이나 격리벽 내부에 설치되어 있거나, 필수 계통 또는 기기가 보호 

구조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  발전소 배치도면에서 고▪중에너지 배관으로 

분류된 계통을 따라가면서 신청자가 제시한 가상 파단위치를 확인하고, 파단과 

누설이 안전관련 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를 정한다.  그리고 이 위치

에 안전관련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격실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파단위치와 관

련된 질의 및 논의사항은 적절한 위치 결정여부의 확인을 위해 안전심사지침 

3.6.2절의 검토주관부서에 전달한다. 

   다. 물리적 격리 또는 보호용 격실을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사항들을 

검토한다.

      1) 신청자가 보호수단으로서 물리적 격리나 계통격실을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

고 판단한 이유가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1.3)절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2) 요구되는 계통에 단일능동고장이 가정되었을 때 다중설계방안이나 추가방호

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모든 경우의 손상에 대한 파손유형 및 영향 분석

(FMEA)을 통해 안전성과 관련된 기능이 유지됨을 입증한다. 이 해석은 안전

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3절에 제시된 기준과 가정 조건으로 수행된다.  

추가적인 보호를 위한 특별장치들은 사안별로 필요한 다른 부서의 협조하에 

검토한다.    

 2. 안전성분석보고서(SAR)에 제시된 주요 설계특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다. 설계기

준에 대한 자료가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2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한

다. 각 설계내용을 비교함으로써 필요한 사항들이 적용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조

사한다.  

   가.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2.나절에 기술된 기준에 따라 보호 구조물 또는 

격실, 그리고 그 밖의 보호장비들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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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어진 설계내용과 설계기준들을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에 주어진 내용

과 비교 검토한다. 비교 검토시 설계 목적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전소 배치도면을 검토할 수 있다. 설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제시

하는 SAR 기술사항 및 도면은 대부분 승인되나, 구조물 및 기기가 배관파손에 

의한 영향을 견딜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토자의 공학적 판단이나 독립

적인 검증계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  

   나. 격납건물 격리밸브 사이의 유체계통 배관이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2.

다.의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이 있는 안전성분석보고

서의 자료 및 도면을 검토한다. 격실 보호구조물이 있는 단수 또는 복수 방호 

격납건물 사이의 배관 관통부도 검토한다. 검토는 주로 비교 관점에서 수행한

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에 따라 설계한계, 파단위치, 그리고 동적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배관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3. 고▪중에너지 배관계통에서의 가상 배관파손의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결과를 검토

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에 따라 고▪중에너지 계통에서의 가상 배관파손

의 유형과 위치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

한다. 그러나, 비내진 중에너지 배관의 원주방향 완전파단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에 가정된 파단이외에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3에 따라 필수기기와 발전소의 안전정지능력에 미치는 가상 배관파손

의 영향을 검토한다.  

    신청자의 평가내용에서 다음 사항들이 적절하게 고려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

요하다면 단일 고장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가. 가상 배관파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필수계통과 기기들이 고려되고 있

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전소 배치 및 설계특성을 검토한다.  

    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주어진 가상 배관파손의 영향을 검토한다.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3.나에 주어진 고려사항을 포함한 파손

유형 및 영향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평가 결과를 확인한다.  

       1) 소외전원의 이용가능성

       2) 가상 배관파단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계통에서의 단일 능동기기 

고장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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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중기능을 갖는 중에너지계통에 대해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3.

나.3)에 따라 상기 2)항을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 

       4) 배관파손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계통을 선택할 때 요구되는 사항  

    다. 배치도면을 검토하여 가상 배관파손의 결과로 제어실의 거주성 보장과 필요한 

주변의 지역에로의 접근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다.  

    라. SAR 자료와 설계 도면을 활용하여 파손유형 및 영향 분석(FMEA)을 수행하여, 

비내진 범주 배관계통의 가상파손 해석을 평가한다.  

 4.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붙임 1에서 정의한 필수계통들은 원자로를 정지시키

거나 주어진 가상 배관파손의 영향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계통들이다. 그러나, 가

상 배관파손의 유형이나 위치에 따라 어떤 안전관련 기기는 특정사고시 필수적인 

것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다(예를 들어, 비상전력 계통). 한편 어떤 안전관련 

기기는 거의 모든 경우에 대해 필수적인 것이 될 수 있다(예를 들어, 최종 열제거

원의 용수).  표 3.6.1-1에는 후자 범주에 속하는 일반적인 필수 계통들이 표시되

어 있다.  표 3.6.1-2에는 1차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고에너지 또는 중에너지계

통들이 표시되어 있다.

표 3.6.1-1 

안전 정지를 위해 필요한 계통

용수계통                          보조급수계통

체적제어계통                      붕괴열제거계통

기기 냉각수계통

표 3.6.1-2 

대표적인 격납건물 외부 고에너지 계통

주증기계통                         주급수계통 

보조급수계통                       체적제어계통           

공정시료채취계통                   응축수계통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대표적인 격납건물 외부 중에너지 계통



제3.6.1절                                                     개정 4 - 2014. 12- 9 -

용수계통                           화재방호계통

붕괴열제거계통(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외부)

기기 냉각수계통                    순환수계통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모든 고▪중에너지 배관계통에서의 가상 배관파손에 대한 

보호가 발전소설계에서 적절히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고▪
중에너지 계통의 평가를 위해, 배치도면, 배관 및 계장도 그리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

하였다. 

검토자의 평가결과, 신청자의 격납용기 외부에서의 가상 배관파손에 대비한 설계는 적

절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

준” 및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한다. 신청자는 비내

진 배관의 파손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고려하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요건을 만족하고,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 기준을 만족함으로써 가상 배관파손과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요건을 만족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3. 10 CFR Part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4, "Environmental and 

Dynamic Effects Design Bases."

 4. 10 CFR Part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2, “"Design Bas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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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Against Natural Phenomena.”" 3.6.1-12 Revision 3 - March 2007

 5. Branch Technical Position 3-3, "Protection Against Postulated Piping Failures in 

Fluid Systems Outside Containment."

 6. Branch Technical Position 3-4, "Postulated Rupture Locations in Fluid System 

Piping Inside and Outside Con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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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6.2절 가상 배관파손의 파손위치 및 동적 영향의 결정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는 안전성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가상 배관파손사고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가상 배관파손으로 인한 동적 영향 및 환경 영향으

로부터 적절하게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첫째, 파손 및 균열위치에 대한 기준과 둘째, 격납

건물 내부 및 외부에서 현장설치(field run) 배관을 포함한 고▪중에너지 배관의 가상

파손과 균열에 의한 동적 영향을 평가하는 해석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자로의 안

전정지를 보장하고, 가상 배관파손의 영향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

기들에 대한 요건들이 만족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한다.

  

건설허가 검토단계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검토한다.

1. 파단과 균열 위치 및 형상을 정의할 때 사용된 기준  

2. 가상 배관파손이나 균열위치에서의 분출추력 반력과, 인접해 있는 안전성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걸리는 분사충격하중을 고려하여 하중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된 해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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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 배관파손 하중하에서 기기, 기기 지지물, 배관계통, 구속장치, 그리고 다른 

보호장치들의 건전성과 운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사용된 동적 해석방법 

운영허가 검토단계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검토한다.  

1. 배관파손과 균열의 위치 및 형상을 정의할 때 사용된 기준의 적용  

2. 각 배관계통에서의 파단위치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형상(configuration), 위치, 방

향을 나타내 주는 도표, 추가된 가동중검사 계획, 그리고 배관 휩 구속물과 같은 

특별 보호장치의 사용과 관련된 기준의 이행  

3. 분출추력 및 충격하중함수와 배관 휩 동적 영향과 같은 해석결과의 승인 가능성  

4. 배관 휩이나 분사충격하중에 의해, 건전성 및 운전성의 관점에서 설계시 의도된 

기능이 허용할 수 없을 정도

검토연계분야

   가상 배관파손의 파손위치 및 동적 영향의 결정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격납건물 외부의 필수 계통과 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중에너지 계통을 분리

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위치를 발전소 배치도에서 검토하는 것은 안전심사지침 

3.6.1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또한 격납건물 외부의 고▪중에너지 계통을 

확인하며, 이 고▪중에너지 계통중에서 가상 배관파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

수 계통과 기기를 확인한다.  

  2. 신청자가 발전소내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기준에서 가상 배관파단의 동적 

영향을 제외시키는 파단전누설 기술의 사용을 제안해 왔을 때 제출한 설계와 해

석 내용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3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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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필수 계통과 기기를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보호구조물이나 격실의 하중조합 및 다

른 설계사항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8.3절 및 3.8.4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

행한다.  

  4. 필수 전기기기 및 계측제어장치 및 기기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온도, 습도, 그리

고 살수습기와 같은 배관파손의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1절 검

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5. 파단면제 영역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고▪중 에너지계통의 가동중검사와 이

와 관련된 설계내용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5.2.4절과 6.6절 검토주관부서에

서 수행한다. 

  6.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격납건물 벽을 관통하는 배관계통이 허용

격리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2.4절 검토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7. 비상노심냉각계통과 같은 고▪중에너지 계통에서의 가상 배관파손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하는 필수계통 및 기기들에 대한 확인은 안전심사지침 6.3절 검토주관부

서에서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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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하여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

의 파단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련된 동

적 영향은 설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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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위의 규제요건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격납건물 내부에서의 가상 배관파손 위치 : 격납건물 내부에서의 가상 배관파손 

위치와 형상을 정의하는 허용기준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에 제시되어 있다.  

2. 격납건물 외부에서의 가상 배관파손 위치 : 격납건물 외부에서의 가상배관 파손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 배관파손 위치와 발전소 배치를 정의하는 허용

기준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에 제시되어 있다.  

3. 해석방법 : 분출추력 및 분사충격 하중함수의 결정을 포함한 배관 휩의 동적해석

에 대한 허용기준은 본 안전심사지침 III. 검토절차에 나타나 있다. 이 해석에 대

한 일반적인 기본 사항과 가정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의 II.3를 따른다.

III.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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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고에너지 배관에서의 파단위치 및 형상, 중에너지 배관에서의 누설균열을 검토한다.  

가. 건설허가 검토단계에서는 파단 및 균열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신청자가 제시한 

기준을 II.허용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가상 배관파손 위치와 형상에 대한 기준과 관련하여 신청자가 제시한 예외 사

항들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근거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정당성

이 분명히 입증되어야 한다.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해 승인된 기준과 제출된 입

증자료의 차이를 검토한다.  

나. 운영허가 검토단계에서는 배관파단 기준이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다음 사항들을 검토한다.  

   1) 길이방향 파단과 원주방향 파단, 구속물의 위치, 그리고 각 구속물의 구속방향

등의 확인을 포함한 가상 배관파손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2) 가상 배관파단 위치를 선정하여 각 위치에서의 응력강도, 피로누적계수, 1차  

및 2차 응력범위(참고문헌 [4], [5],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 참조)의 계산결

과가 포함된 자료의 요약.  

 2. 가상 배관파단의 동적 영향에 의한 배관거동에 대한 해석내용을 검토한다. 여기서

는 안전성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필수기능에 손상을 입히거나 방해

가 될 정도의 허용불가능한 충격이나 과다한 응력을 받지 않도록 배관이 거동하고 

있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용된 해석방법은 배관 휩에 의한 충격(만약 구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안전성에 중요한 보호벽이나 기기에 가해지는 충격)에 의해 발

생한 운동에너지나 모멘텀(Momentum)의 관점에서 하중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 방법으로 파손된 배관의 충격이나 반발에 의해 야기되는 구속물의 동적 

반응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석이나 실험으로 예측된 충격에너지를 받더라도, 파단없이 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이 입증된 위치를 제외하고는, 구속되지 않은 배관 휩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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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배관이 충격을 받는 경우에는 원주방향 파단과 길이방향 파단이 발생할 가

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2) 벽두께는 더 작고, 크기는 더 크거나 같은 배관의 

경우에는 관통균열로 진전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건설허가 검토단계에서는 동적해석에서 사용되거나 제안된 기준, 방법, 그리고 과

정을 다음 기준과 비교한다. 운영허가 검토단계에서는 그 해석결과가 이 기준을 만족

시키는지를 검토한다.  

가. 동적해석의 기준 : 배관의 동적반응에 대한 해석은 각각 길이방향 가상 배관파

단과 원주방향 가상 배관파단에 대해 수행되어야 한다.  

    내압, 온도, 그리고 관성효과의 합으로 표시된 가상파단전의 하중조건이 가상파

단의 평가시 사용되어야 한다. 출력운전중의 가압된 배관에 대한 초기조건은 고

온대기조건 또는 102% 출력조건에서 포함하고 있는 에너지중에서 큰 쪽을 선정

해야 한다. 원주방향 파손의 경우, 배관 휩에 대한 동적해석의 필요성은 유효 

분출 에너지의 고려에 따라 좌우된다.  

    가상파손에 의해 발생하는 분출 추력에 의한 배관 및 구속물의 반응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동적해석 방법에는 다음 효과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계통의 질

량관성과 강성의 특성, (2) 충격과 반발, (3) 배관과 구속물의 탄성변형 및 비탄

성변형, (4) 지지구조물 경계조건

    만일 하니컴(Honeycomb) 구조와 같은 압축재질이 사용된다면 압축재질의 허용

용량은 특정 설계부하율의 50% 이내의 부하율을 가진 동적실험을 통해 결정된 

정격 에너지소산용량 (rated  energy dissipating capacity)의 80% 까지 제한되어

야 한다. 정격 에너지 소산용량은 그림 3.6.2-1에 표시된 하중-변위 곡선 아래 

면적보다 작게 잡아야 한다. 하중변위 값이 기본적으로 수평에서 벗어나는 부분

의 곡선은 사용할 수 없다. 순수인장 부분은 최대 균일변형율(ultimate uniform 

strain) 값(Xm)의 50% 허용변형율까지 제한된다(그림 3.6.2-2(1) 참조).  또는 허

용변형율은 특정 설계부하율의 50% 이내의 부하율의 동적 실험을 통해 결정된 

최대균일에너지 흡수용량의 50%에 대응하는 변형율로 대치될 수도 있다(그림 

3.6.2-2(2) 참조). 여기서 사용된 동적해석 방법은 이러한 설계 제한치 범위내에

서 배관 및 구속물 계통의 비탄성 거동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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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특정 설계항복강도(Sy)를 10% 증가시키는 방법이 변형율 효과를 규명하는 

해석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  

    동적해석 방법 및 절차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관계통과 구속물계통의 대표적인 수학 모델 

    2) 선택된 해(Solutions)의 해석방법  

    3) 해석된 배관파단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반응에 대한 해  

    4) 증명할 수 있는 정밀도나 입증된 보수성을 가진 해

  

   수학적 모델링과 해석의 범위는 선택된 해석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배관계통에 대한 동적해석 모델  

   유체의 동적하중에 의한 배관 휩 구속물계통의 반응과 가상 배관파단에 대한 해

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KEPIC 코드등급 1, 2 및 3 배관계통과 다른 비안전성 고에너지 배관계통의 해석

시, 다음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다.  

   1) 집중 매개변수 해석모델 : 집중질량점(lumped mass point)은 계통의 관성과 강

성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스프링으로 연결된다. 반응의 시간에 따른 이력은 

구속물에서의 간격과 비탄성효과를 고려하면서 수치적분으로 계산된다. 계산

시 최대허용 초기간격이 배관 휩의 최악의 동적 영향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

용되어야 한다.  

   2) 에너지균형 해석모델 : 파단배관의 첫 1/4 주기 운동동안 형성된 운동에너지

와, 충격을 통해 배관과 구속물 계통에 전달된 운동에너지는 상응하는 변형율

에너지(Strain Energy)로 바뀐다. 계산시 구속물에서의 최대 허용 초기간격이 

배관 휩의 최악의 동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배관과 구속물의 변형은 흡수된 에너지의 수준과 일치해야 한다. 배관변형에 

의해 흡수된 에너지는 계통에 전달된 총 에너지에서 공제될 수 있다. 배관 반

발이 구속물에 충격을 주는 경우, 반응의 첫 1/4 주기 이후에 구속물의 최대

반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중함수의 크기를 설정할 때 증폭계수(amplification 

factor) 1.1이 사용되어야 한다. 더 상세한 동적해석에 의해 그 타당성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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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1.1이 아닌 다른 증폭계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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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중

                                                 이 범위는

                                                 사용하지

                                                 말 것 

                                            변 위

그림 3.6.2-1 정격 에너지 소산 용량

응력                                  저항

                                                                   

                                                                    이 

                                                                    범위는

                                                                    사용  

                                                                    하지

                                                                    말 것

                           

               변형율    Xm    ↑                              변위

                             이 값은 사용  

                 (1)          하지 말 것                   (2)

그림 3.6.2-2 순수 인장 성분에 대한 제한

   

   3) 정적 해석모델 : 분출추력은 보수적으로 증가된 정하중으로 표현되고 파단된 

계통은 정적 조건으로 해석된다. 증폭계수가 하중함수의 크기를 정하는데 사

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계수는 유사계통에서 수행된 상세 동적해석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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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된 계수들과 비교하여 얻어진 보수적인 값에 근거해야 한다.  

   4) 다른 모델도 타당성이 입증되면 사용할 수 있다.  

  

다. 입증된 분출추력에 대한 동적해석모델  

   1) 가상배관파단 및 균열로부터의 분출유동에 의한 추력을 나타내는 시간종속 함

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조합된 효과를 포함해야 한다. (1) 배관파손이 일어

나는 순간 갑작스런 압력저하에 의한 추력파동(thrust pulse), (2) 파동전파와 

반사에 의한 추력 천이상태(Thrust Transient), (3)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분출

(steady jet)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용량을 가진 유체에너지 저장조가 있

다면, 방출 유량의 증가에 기인한 취출추력(이때의 방출유량은 정상상태에 도

달할 수도 있다). 대체방안으로서 아래의 III.2.다.4)에 나타나 있는 정상상태 분

출추력함수가 사용될 수 있다.  

   2) 균열전파시간과 파손열림시간의 합이 0.001초 보다 크다는 것이 실험이나 동

적 구조반응에 근거한 이론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초기파동에 대해서는 

0.001초 이내의 상승시간 (rise time)이 사용되어야 한다.  

   3) 분출추력 하중함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압력, 엔탈피, 상류측 저장조에서의 

유체체적, 그리고 상당기간동안 파단부위에 고에너지 유동흐름을 공급하는 저

장조 용량과 관련되어야 한다. 천이함수의 형태는 파단부위와 계통 유동조건, 

배관마찰손실, 유동방향 변화, 그리고 유량제한장치의 사용 등을 고려하여 수

정될 수 있다.  

   4) 만일 에너지균형모델이나 정적모델이 배관거동해석에 사용된다면, 분출추력은 

정상상태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양쪽의 경우 III.2.나.2)항 또는 3)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증가된 계단함수(step function)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 함수

는 다음 값보다 작은 값이어서는 안된다.

 

          T = K x p x A 

   여기서,   p = 배관파단전의 계통압력  

             A = 배관파단면적  

             K = 추력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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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기, 포화상태의 물, 그리고 증기-물 혼합체에 대해 K는 1.26보다 커야 하고, 

과냉각되거나 순간 기화되지 않은 물에 대해 K는 2보다 커야 한다.

 3. 분사충격력 모델에서 가정은 ANSI/ANS 58.2-1998의 지침과 일치하여야 한다. 동 

기준은 미국 규제기관으로부터 사용이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에서는 분사확장 모델(Jet Expansion Modelling)과 관련된 일부 가정이 주변의 구조

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가상배관파단으로 인한 분사충격 하중을 비보수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본 안전심사지침과 ANSI/ANS 58.2

에 제시된 분사추력 및 분사충격 하중을 위한 동적해석 모델과 관련된 사항의 기

술적 타당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분사충격력에 대한 해석에 의해 분사충격하중이 가까이 있는 안전성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필수적인 기능을 저해하거나 방해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분

사충격력을 모델링할 때 허용되는 가정은 다음과 같다.

    가. 분사부위는 10도를 넘지 않는 반각(Half Angle)에서 균일하게 벌어져야 한다.  

나. 충격 분사(impinging jet)는 직선으로 분출된다.  

다. 분사에 의해 어떤 단면적에 미치는 총 충격력은 시간과 거리에 따라 변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III.2.다.4)항에서 정의된 분사추력에 상응하는 총 크기를 가

져야 한다.

라. 충격력은 분사 단면적에 대해 균일하게 분포되고, 표적에 의해 가로막힌 부분

만이 고려된다.  

마. 파단열림은 유효유동 파단면적과 같은 면적을 갖는 원형 오리피스로 가정될 

수 있다.  

바. 파단점에서 배관직경 5배 범위내의 분사확장은 타당한 해석 또는 실험(F. J 

Moody)의 확장모델에 의해 입증된다면 허용된다. 그러나 분사확장은 증기나 

물-증기 혼합체에만 적용할 수 있고, 포화된 물이나 과냉각된 물의 취출에는 

적용할 수 없다.  

 4. 기계 기기와 지지물에 미치는 배관파손의 동적 영향에 대한 해석은 내부 원자로 

압력용기 비대칭압력하중과 확장 비대칭 가압하중(참고문헌, NUREG-0609)의 영향

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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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검토자의 평가결과, 신청자는 배관파손을 적절히 가정하였으며, 구조물, 계통, 기기

를 배관파손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이 결

론은 다음에 근거한다.

 1. 신청자가 제안한 배관파손위치는 적절하게 명시되고, 가정되었다. 배관 휩과 분사

충격의 동적 영향에 대비한 배관구속물 및 보호수단의 설계는 안전성과 관련된 구

조물, 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과 기능유지를 위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한다.  

 2. 격납건물 내부의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배관 파손과 유체누설로 인한 동적 영향

에 대한 보호설비는 첫째,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가 안전성관련 배관의 연속적

인 손상에 의해 악화되지 않음과 둘째, 비상노심냉각계통의 기능이 이 동적 영향

에 의해 저하되지 않음을 적절하게 보장한다.  

 3. 신청자가 제안한 배관 및 구속물의 배치,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를 포함한 격납건

물 내, 외부의 고▪중에너지 유체계통에 대해 적용한 설계는 가상 배관파손 부위

에 아주 접근되어 있는 안전성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그리고 기기가 보호될 수 

있음을 보장한다. 그 설계는 격납건물 내, 외부의 고▪중에너지 배관계통의 가상파

손사고시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지되거나, 안전정지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관

파손의 영향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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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6.3절 파단전 누설 평가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는 안전심사지침 3.6.2절에서 가정된 배관파손의 동적영향을 설계에서 배제하기 위해

서 규제기관에서 검토, 승인한 방법의 사용을 허용한다. 검토자는 동적영향을 배제하

기 위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발전소별, 배관계통별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파단전누설(Leak-Before- Break, LBB) 평가가 승인되면, 배관 휩 구속물, 분

사충격 방호벽과 같은 보호수단이 사안별 제거가 허용되며, 기기, 기기 지지구조물, 기

기 내장품과 연결된 배관의 재설계와, 운전중인 발전소의 관련사항 변경이 허가된다. 

건설중인 발전소나 앞으로 설계될 발전소에 대한 요건들도 마찬가지로 완화된다. 검토

자는 직접 및 간접 배관파손기구나 배관건전성에 관련된 다른 손상원인들이 적절하게 

고려되었는지 확인한다. 검토분야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1. 발전소의 전 수명기간에 대한 다음 사항들의 평가

   가. 수격현상

   나. 크립 손상

   다. 침식

   라. 부식

   마. 피로

   바. 환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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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정론적 파괴역학과 누설율의 평가 

   배관의 초기 품질이 기여하는 인자와 이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한다. 

또한, 결정론적 파괴역학 평가에 사용되는 가상 관통균열에 대한 적절한 감지여유

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누설감지 방법을 조사한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배관파손을 일으킬 수 있는 간접 파손기구를 조사한

다. 이는 지진사건, 인적 실수, 화재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계통의 과압, 또는 전기 

및 기계 제어계통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홍수 등이 포함된다. 기기에서의 비

산물, 움직이는 장비로 인한 손상, 배관 근처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파손 등도 

조사한다. 그러나 본 안전심사지침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 미리 수행

된 해석 결과는 간접 배관파손의 잠재적 원인에 적용될 수 있다.

 

검토연계분야

   파단전 누설 평가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LBB가 고려되는 배관의 응력해석에 대한 검토는 KEPIC-MN과 안전심사지침 3.9.3

절 만족여부에 대해 안전심사지침 3.9.3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2. 격납건물내 원자로 압력경계 누설감지 계통의 감지능력, 신뢰도, 민감도에 대한 

검토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45 및 안전심사지침 5.2.5절의 만족여부에 

대해 안전심사지침 5.2.5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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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는 안전심사지침 3.6.2절의 가상 배관파손에 의한 동적영향의 배제와 관련된 허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배관에 대한 설계기준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명시된 

조건이며, 그 설계기준에는 원자력안전법령, 본 안전심사지침의 적용가능한 부분, 

RG, 그리고 KEPIC과 같은 산업기술기준을 포함할 수도 있다. 

 2. LBB는 KEPIC 코드 등급 1, 2 배관이나 이에 상응하는 배관에만 적용할 수 있다. 

다른 고에너지배관에 대한 적용은 KEPIC 코드 등급 1, 2의 요건에 제시된 설계 및 

가동중검사 요건과 비교하여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고려된다. 

 3. 가상 배관파손으로 인한 동적 영향의 배제 여부는 각 원자력발전소의 특정 배관계

통에 대해 개별적으로 승인된다. 파단전누설은 개별적인 용접결합부나 기타 불연

속적인 위치에는 적용할 수 없다. 파단전누설은 전 배관계통이나 해석가능한 부분

에만 적용할 수 있다. 해석가능한 부분이란 앵커점 사이에 위치한 부분이다. 파단

전누설개념을 적용할 때, 모든 가능한 배관파손 위치를 조사한다. 이 조사는 본 안

전심사지침 3.6.2절에서 결정된 가상 배관파손 위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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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

준”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

의 동적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

절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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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계통 및 기기가 배관파손의 영향으로 보호되며, 의도된 안전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음을 보증한다. 

2. LBB 해석은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의 파단가능성

이 극히 낮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파손에 대한 충분한 여유도를 입증하는 

결정론적 평가와, 적절한 가동중검사 계획과 함께 입증된 설계 및 제작방법을 포

함하는 결정론적 평가는 배관의 파손가능성이 극히 낮아야 한다는 기준을 만족

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파단전누설 평가시에는 설계기준 하중을 사용하고, 만일 배관형상이 설계도면과 

다를 때에는 건설후의 형상을 따른다. 지지구조물의 위치와 그 특성(예를 들어 

간극)을 확인하고, 밸브와 같은 기기의 중량과 위치도 확인한다. 방진기의 파손

은 파괴역학 평가시에 사용되는 응력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방진기의 신뢰도

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방진기 파손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운영기술지침서 또는 관련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준수함으로써 인정될 

수 있다. 

  2. 비정상적인 유체조건과 수화학 특성에 의한 침식, 침식/부식, 그리고 침식/공동현

상에 의한 배관 품질저하를 조사한다. 특정 배관계통에 대한 운전경험이 이 배관 

품질저하 기구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추가로 엘보우(elbow)와 다른 

피팅(fitting)의 제작시 벽두께 감소에 대한 평가를 코드상의 최소 벽두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이때, 이 기구가 배관파단의 잠재적 원

인이 아닌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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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토자는 응력부식균열에 의한 열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재질의 부식에 

대한 민감도, 높은 잔류응력 가능성, 환경조건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경수로형 

원전 Alloy 600/82/182의 1차응력부식균열(PWSCC)는 활성화된(Active) 열화기구로 

고려되어야 한다. Alloy 690/52/152의 경우에는 현재 LBB 적용의 목적으로는 

PWSCC에 민감하다고 고려하지 않는다. 특정 배관계통의 산업계 경험은 이러한 

열화기구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규 원전에는 Alloy 82/182의 재질

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고된다. 만약, Alloy 82/182의 재질을 사용할 경우, 신

청자는 PWSCC 완화조치에 사용되는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PWSCC가 배관파손의 잠재적인 원인이 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4. 검토자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누설감지계통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한다. 가압된 

배관 계통의 누설을 결정할 때, 여러 원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여유

도가 주어져야 한다. 불확실성의 원인으로는 특수한 재질을 사용하여 누설균열에 

대한 막음(plugging), 누설예측, 측정 기술 및 요원(Personnel), 그리고 기록주기 

등이 있다. 결정론적 파괴역학 평가에서 사용되는 관통균열에 대해 미확인 누설

을 감지할 여유도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누설감지계통의 신뢰도, 여유도, 그

리고 민감도를 검토한다. RG 1.45에 따른 누설감지계통이 격납건물 내부의 배관 

평가시 요구된다. 격납건물 외부의 배관계통에 LBB 적용은 활용가능한 누설감지

계통이 동등한 신뢰성, 다중성, 민감도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미 승인된 누설

감지방법에는 육안검사 또는 누설감지 계측기 사용과 같은 국부 누설감지방법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원인의 영향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누설예측

시 누설크기결함을 결정하는데 10배의 여유도가 주어져야 한다. 방사능 감지를 

통한 누설감지가 어려운 2차 계통의 경우, 별도의 신뢰성 있는 누설감지계통이 

설치되어야 한다. 2차 계통 누설감지를 위한 누설감지계통은 RG 1.45의 요건에 

상당한 누설감지능력을 가져야 한다. RG 1.45에는 누설감지능력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5. 적용대상 배관계통의 수격현상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이 기구에 의한 배관파

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수격현상은 일반적으로 증기수격

현상이나 물슬러깅(water slugging)과 같은 여러가지 예상되지 않았던 많은 빈도

의 수력학적 사고를 의미한다. 수격현상이 중요한 배관파손의 원인이 아님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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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기 위하여, 운전절차 및 운전조건의 검토와 함께 특정 배관계통에서 수격현

상 발생빈도에 대한 운전 경험상의 신뢰도가 이 현상의 평가에 사용될 수 있다. 

또는 운전절차의 개선과 함께 J-관, 진공방지기(Vacuum Breakers), 그리고 조키 

펌프(jockey pump)의 사용과 같은 설계변경이 수격현상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수격현상의 발생빈도와 크기를 줄이는데 사용된 방법이 발전소 수명기간동

안 효과적임을 검토자는 확인해야 한다. 

  6. 크립과 크립피로의 영향을 검토한다. 페라이트계 강 배관의 경우 700℉ 이하에

서 운전되고, 오스테나이트계 강의 경우 800℉ 이하에서 운전된다면, 크립과 크

립피로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7. 배관의 부식저항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적용대상 배관계통에서의 부식빈도나 정

도에 대한 조사가 사용될 수도 있다. 운전조건의 개선(예, 수화학 조절)이나, 설계

변경(예, 배관재질의 교체)이 배관의 부식 저항성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

다. 잔류응력 개선처리는 응력부식균열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LBB에 대한 다른 

규제조치에서 SCC 균열기구에 취약한 재질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완화방법이 필요하며, 해당 내용은 사안별로 평가결과를 검토한다. 그러나 부적격 재

질의 경우, 응력개선처리(remedial stress improvement treatment) 만으로는 파단전

누설 개념을 적용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KEPIC-MI, 표 MIB-3514-1과 2

의 합격기준을 초과하는 평면결함을 갖는 부적격 배관에는 파단전누설 개념을 적

용할 수 없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완화방법으로 완화조치된 부적격 배관에는 

만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함의 크기가 KEPIC-MI에서 허용하고 있는 결

함 보다 작다면, 파단전누설 개념을 적용할 수도 있다. Alloy 600/82/182 이종금속

용접부 응력부식균열 현안과 관련 완화조치(Mitigation) 및 계획에 대한 규제입장

의 재정립 여부 등을 확인한 이후 관련 조치를 검토에 반영한다. 

 8.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정의된 간접파손기구가 배관파손의 원인이 아님을 입증

하기 위하여 간접파손기구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운영기술지침서 또는 최종안

전성분석보고서의 방진기 점검요건을 준수하면 방진기 파손율이 허용가능한 수준 

으로 충분히 낮음이 보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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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배관재질은 계통운전의 전 운전온도 범위에 대해 취성 벽개파단(brittle cleavage 

type failure)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이것은 재질이 upper shelf 범위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10. 검토자는 LBB 적용대상 배관이 피로에 의해 파손된 사례를 조사하고, 열피로와 

기계적 피로에 의한 배관파손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신청자는 심각한 열피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도록 고온유체와 저온

유체가 적절하게 혼합되어 반복적인 열응력의 발생가능성이 없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추가로 진동피로 균열 또는 손상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11. 다음은 허용이 가능한 결정론적 파단전누설 평가절차이다. 

   가. 재료 시방서

1) 모재, 용접부, 노즐, 그리고 안전단에 사용된 재료와 재료사양 확인. 파괴인

성치 및 인장 데이터, 열시효와 같은 장주기 효과(Long-Term Effects)

2) 실제 배관재 Heat의 재료 인성(J-R 곡선)과 인장 특성(응력-변형율 곡선)은 

정상운전의 최대 운전온도(Upper Range) 근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나. 재료 물성치 및 시험 

1) J-R 곡선을 구하는데 사용된 시편의 크기는 파단전누설 적용을 위해 필요

한 범위까지 J-T 곡선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커야한다. 그러나, 시

편크기에 대한 실제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험시 요구되는 길이까지 균

열성장 실험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NUREG-1061 Vol.3 

또는 NUREG/CR-4575에 나타나 있는 J-T 곡선 확장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

다. 만약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2) 응력-변형율 곡선은 비례한도(Proportional Limit)에서 최대하중점까지 결정

되어야 한다. 

3) 가능하면 물성치(인성치 및 인장치)를 얻기 위한 실험은 평가될 배관의 보

관재료(Archival material)를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만일 보관재료가 없

으면 발전소의 특정 데이터베이스나, 산업계의 일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다. 시험재질은 모재와 용접부를 포함해야 한다. 

4)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을 위해 발전소별 일반 데이터베이스의 인성치나 인



제3.6.3절                                                     개정 4 - 2014. 12- 8 -

장치는 발전소 재질에 상응하는 재질의 파괴인성치나 인장 물성치의 하한

치(lower bound)가 되어야 한다. 발전소별 일반 데이터베이스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일반 데이터베이스가 평가대상이 되는 발전소 재질

을 대표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의 타당성은 나.2 항에

서 정한 발전소 재료 물성치를 발전소별 일반 데이터베이스내의 재료 물성

치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시험된 재료 히트(Heat) 및 용접절차 조건의 수량

은 실제 발전소 재질의 강도와 인성치 범위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하여야 

한다. 발전소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인성치 및 인장치의 타당한 하한치는 별

도의 입증없이 각 재질의 안정성 분석에 사용될 수 있다. 

  산업계의 일반 데이터베이스는 산업계의 재료사양(예 : A106 Grade B), 재료형

태 (예 : 오스테나이트계 강), 그리고 용접절차 등과 관련된 인장치 및 인성치

에 대한 합리적인 하한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만일 데이터를 보관재료에서 구한다면, 재료의 각 히트(Heat)에 대해 3개의 응

력-변형율 곡선과 3개의 J-R 곡선이 있어야 한다. 시험은 발전소 정상운전의 

최대 온도 근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시험은 고온대기 상태와 같은 낮

은 온도에서도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때의 온도는 정상운전 조건하에서의 배관

파손에 의한 안전성 문제와 유사한 안전성 문제가 배관파손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온도이다. 이 시험은 관심있는 온도에서의 인장치가 온도에 크게 

의존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더 낮은 인성치가 파괴역학 평가시 

사용되어야 한다. 온도 의존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한 개의 모재 및 용접

부의 시편에 대해 한 개의 J-R 곡선과 응력-변형도 곡선으로 충분하다. 

  

5) 동적변형시효 (dynamic strain aging) 효과에 의한 인장치 및 인성치의 저하

가 나타나는 배관 재질에 대해서는 인장치 및 인성치의 결정시 이 효과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탄소강의 경우 동적변형시효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동적

파괴시험(dynamic fracture test)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3.6.3-1에 따라 수행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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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석 및 평가 

 1) 다른 승인가능한 계산 절차나 실험데이터와 비교하여, 파괴역학 및 누설율

계산 방법의 정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적용하중(힘, 굽힘 모멘트, 비틀림 모멘트)의 타입과 크기, 하중의 원인, 조합방

법들을 명시하여야 한다. 배관 계통의 각 배관크기에 따라 모재, 용접부, 노즐, 

그리고 안전단에 대해 응력과 물성치가 가장 열악하게 조합된 위치를 명시한다. 

3) 상기 다.2) 항에서 규정한 위치에 관통균열을 가정해야 한다. 배관이 정상운

전하중을 받을 때, 설치된 누설감지장치로 10배의 여유도를 갖고 누설을 감

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균열은 충분히 커야 한다. 만일 보조 누설감지계통

이 사용된다면, 그 내용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누설 평가시, 정상운전하중

(즉 자중, 열팽창, 그리고 압력)은 각각의 대수합으로 조합되어야 한다. 

4) 파괴역학적인 안정성 해석방법이나 다.8)항에 따른 한계하중해석 방법을 사

용하여, 정상하중과 안전정지지진 하중이 조합된 하중상태하에서 가상 관통

균열에 대한 임계균열크기를 결정한다. 누설균열크기와 임계균열크기 사이

에 2의 여유도가 있음을 보여야 한다. 다.5)항에 나타나 있는 하중조합방법

이 임계균열크기를 결정할 때도 사용되어야 한다. 

5) 균열 안정성 해석을 통하여 작용하중에 대한 여유도를 결정해야 한다. 정상

하중과 안전정지지진하중을 합한 것의 1.4배의 하중이 걸릴 때, 누설크기균

열은 불안정한 성장을 하지 않음을 입증한다. 균열은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최종균열크기는 양단파단을 일으키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

중, 열팽창, 압력, 안전정지지진, 그리고 앵커지진거동 (Seismic Anchor 

Motion : SAM)에 의한 하중이 각각의 절대값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작용

한다면, 1.4의 여유도는 1로 줄일 수 있다.

 Fcomb = [ FDeadweight ]+[ FThermal ] +[ FPressure ]+[ FSSE ]+[ FSAM ]

(Mi)comb = [ (Mi)Deadweight ]+[(Mi)Thermal ]+[ (Mi)Pressure ]+[ (Mi)SSE]+ [(Mi)SAM ] 

[(M)comb]2 = [(M1)comb]2 + [(M2)comb]2 + [(M3)comb]2 

   여기서, F는 축력, Mi (i=1,2,3)는 모멘트의 i 성분, M은 총모멘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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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기준지진(OBE) 조건에서 앵커지진거동 하중이 작다는 것이 입증되면, 

안전정지지진(SSE) 조건에서의 앵커지진거동 하중 평가는 제외될 수 있다. 

6) 배관구속물의 제거를 위하여 파단전누설(LBB) 개념을 적용할 때, 한계하중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는 제한이 따른다. 그러나 오스테나이트계 강 배관에 

대해 다음에 제시되는 수정 한계하중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식 (1)로 주어지는 응력지수 SI에 대해서 식(2)로 주어지는 가상원주 방향 

관통균열의 총길이 L의 함수로 주어지는 주곡선(Master Curve)을 그린다.

           SI = S + M * Pm (1)

           L = 2 * θ * R              (2)

           여기서, S는 다음과 같다.

     S =  2 * σf / π * [ 2 * sin β - sin θ ]      (3)

 β = 0.5 * [( π - θ ) - π ( Pm / σf )] (4)

 θ : 가상원주균열의 반각 (radian)

 R : 내반경과 외반경 사이의 평균(배관평균반경)

 Pm : 압력, 자중, 지진을 포함하는 막응력 조합

 M : 하중조합방법(즉 절대합 또는 대수합)에 따른 여유도

 σf : 오스테나이트강 배관 재질범주에 대한 유동응력

    만일 (2)식과 (4)식의 ( θ + β ) 가 π보다 크다면 S는 다음으로 주어진다.

 S = (2 * σf / π ) * sin β                    (5)

 β = - π * ( Pm / σf )                   (6)

 식 (1), (2), (3), 또는 (5)에서 주곡선을 구한 후, 주곡선에 하중과 오스테나

이트계 강 배관재질로부터 결정된 응력지수 SI값을 대입하면 원주방향 관통

균열에 대한 허용균열길이를 결정할 수 있다. 주곡선에 SI값을 대입하여 결

정된 허용균열크기는 요구되는 여유도를 만족시키는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3)식과 (5)식의 S값이 0보다 크도록 하는 θ 값만이 허용된다. 주

곡선을 구할 때 사용되는 유동응력과 주곡선에 대입하는데 사용되는 SI는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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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재와 TIG 용접 

         주곡선을 구할 때 사용되는 유동응력은 다음과 같다.

   σf  = 0.5 * ( σy + σu )

        여기서 σy 는 주어진 온도에서의 항복응력이고, σu 는 극한강도이다.

        만일 주어진 온도에서의 항복응력 및 극한강도가 알려져 있지 않다면, 주어진 

온도에서의 코드 최소치가 사용될 수 있고, 또는 (SI/17M) < 2.5이면 σf = 51 

ksi, (SI/17M)≥ 2.5 이면 σf = 45 ksi가 사용될 수도 있다. 모재 및 TIG 용접의 

주곡선에서 사용되는 SI 값은 (7)식과 같다.

     SI = M * ( Pm + Pb )                           (7)

       여기서 Pb는 자중, 지진하중을 포함하는 1차 굽힘응력의 조합이다.

8)  SMAW(Shielded Metal Arc Weld)와 SAW(Submerged Arc Weld)

       주곡선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동응력은 51ksi여야 한다. SMAW 용접과 

SAW 용접에 대해 주곡선에 사용되는 SI 값은 (8)식과 같다.

 SI = M * ( Pm + Pb + Pe ) * Z                      (8)

         여기서 Pe는 정상 운전조건하에서의 팽창응력 조합이고, Z는 다음과 같다.

 Z = 1.15 * [ 1.0 + 0.013 * (OD - 4) ] : SMAW                      (9)

 Z = 1.30 * [ 1.0 + 0.010 * (OD - 4) ] : SAW                       (10)

       여기서 OD는 배관외경(inch)이다. 

       허용균열길이가 SI 값에 대해 주곡선에서 결정되면, 하중 및 균열에 대한 여유

도가 각각 만족되는지의 여부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절대합 하중조합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M=1 로 하여 구한 허용균열 길이가 누

설크기균열의 2배 이상이라면, 그 하중 및 균열에 대한 여유도는 만족된다. 대

수합 하중조합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첫째, M=1.4로 하여 구한 허용균열 길이가 



제3.6.3절                                                     개정 4 - 2014. 12- 12 -

누설크기균열과 최소한 같다면 하중에 대한 여유도는 만족된다. 둘째, M=1.0 으

로 놓고 주곡선에서의 허용균열길이가 누설크기의 2배 이상이라면 균열에 대한 

여유도는 만족된다. 

  파괴역학 평가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은 NUREG-1061 Vol.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특정발전소의 특정 배관에 대한 허용기준이 만족되었다면 배관파단의 동적영향은 

설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배관파손에서 동적영향이 배제되었으므로 배관 휩 구속

물이나 분사충격 방호벽과 같은 보호장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결정은 다

음 사항에 근거를 둔다.

  1. 수격현상, 부식, 크립, 피로, 침식, 환경조건, 간접 원인은 배관파손의 원인이 되지 

않음이 입증된다. 

  2. 결정론적인 파괴역학 평가는 완전하게 수행되고, 승인이 가능하다. 

  3. 누설감지계통은 충분한 신뢰도, 다중성 및 다양성, 민감도를 확보하고 있고, 결정

론적 파괴역학에서 사용된 관통균열에서의 누설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여유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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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7.1절 내진설계입력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내진설계입력의 변수들과 관련하여 다음 분야를 검토한다.

 1. 설계지진동

원자력발전소의 내진설계를 위해서는 발전소 구조물 또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계

에 가해지는 설계지진동을 결정해야 한다.  설계지진동(지진입력운동 또는 통제운

동과 동의어)은 부지에서의 지진활동도와 지질학적 조건에 기초하여,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동적 내진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낸다.  설계지진동은 운

전기준지진(Operating Basis Earthquake, 이하 “OBE”)과 안전정지지진(Safe 

Shutdown Earthquake, 이하 “SSE”)과 같이 두 수준으로 고려하며 이 설계지반운

동의 세 방향 성분(수평방향 두 성분 및 하나의 수직방향 성분)을 검토한다.  OBE

와 SSE에 대한 설계지반운동은 자유장내 지진동의 변동과 분포, 진원과 운동방향, 

지진파의 전파(propagation) 및 전달(transmission), 그리고 기타 부지응답특성을 포

함하는, 안전심사지침 2.5.2절에 기술된 부지의 자유장 지진동에 관한 기술내용과 

일관되어야 한다. 자유장 지진동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60, 1.165, 

1.208에 따라 개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2.5.2절에 따라 검토

한다. 이 규제지침들은, 원자력발전소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내진설계에 필요한 

OBE 및 SSE 설계지진동을 개발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자유장에서의 지진동 응답

스펙트럼(Ground Motion Response Spectrum, 이하 “GMRS”)을 정의하는 허용가

능한 절차들을 제시하고 있다.

부지고유 GMRS(안전심사지침 2.5.2절에 따라 검토)는 자유장 지표면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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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층이 지표 가까이에 있으나 이 토양층을 견고한 물질(competent material)까지 

완전히 굴착하여 제거하게 될 부지에 대해서는 노두 또는 굴착 후 드러날 가상 노

두에서 GMRS를 결정한다. 가상 노두에서의 지진동은 층내 지진동(in-column 

motion)이 아닌, 자유면 지진동(free surface motion)으로 결정해야 한다. 견고한 물

질은 최소 1,000 ft/s의 전단파 속도를 가지는 현장(in-situ) 물질로 정의한다. 견고

하지 않은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굴착이나 굴착후 뒤채움으로 인해 

GMRS의 결정이나 정의 위치가 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Soil-Structure Interaction, SSI) 해석이나 다른 해석들에서는 이 연약한 토양 또는 

뒤채움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설계지진동은 다음 두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구조물 기초 깊이의 자유장에서의 수평방향 SSE 지진동은 최대지반가속도가 

최소한 0.1g인 적절한 응답스펙트럼이어야 한다.

(2)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OBE 및 SSE 지진하중에 대해 설계하여야 한다. 그

러나 OBE가 SSE의 1/3 이하로 설정된 경우에는 해석 또는 설계에 OBE를 고려

할 필요가 없다. OBE가 SSE의 1/3보다 크게 설정된 경우에는 OBE에 대한 해

석 및 설계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응력, 변

형도, 변위에 대한 제한값들이 만족됨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OBE에 대한 내

진해석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OBE의 크기를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전체에서, OBE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는 언제나 OBE의 크기에 따라 이 사항

이 적용된다.

가. 설계응답스펙트럼

설계응답스펙트럼은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에 사용된다.  

설계응답스펙트럼은 일반적으로 자유장 지표면에서의 노두 지진동으로 지정하

거나, 또는 지표면 근처의 토양층을 견고한 물질까지 완전히 굴착하는 경우 견

고한 물질의 첫째 층 상부에서의 노두 지진동으로 지정한다.  OBE와 SSE에 대

하여 제안된 설계응답스펙트럼은 안전심사지침 2.5.2절에서 검토되어 허용된 자

유장 부지고유 응답스펙트럼에 대해서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설계응답스펙트럼

은 무작위 마루와 골을 보이지 않는 비교적 평활한 곡선이다.  설계에서는 평활

한 스펙트럼의 사용이 선호되며 이러한 스펙트럼은 표준발전소의 설계에서와 

같이 포괄부지 지진재해도 평가에 필요하다. 입력지진동(설계시간이력)을 작성



제3.7.1절                                                     개정 4 - 2014. 12- 3 -

하는데 평활하지 않은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는 것은 사안별로 검토한다.

또한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기초 깊이의 자유장에서의 수평방향 SSE 지진동 성

분이 최대지반가속도가 최소한 0.1g인 적절한 응답스펙트럼임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도 검토한다.

나. 설계시간이력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응답을 계산하기 위한 가속도시간이력을 

검토하며, 이 시간이력이 설계응답스펙트럼에 부합하는 정도를 검토한다.

적절히 기록되거나 지정된 시간이력이 내진계통해석을 위한 입력지진동으로 

가용하지 않을 때,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기 위

해 설계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세 성분의 인공시간이력을 작성할 수 있다.  지

진동의 세 성분들 사이의 통계적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력들 사

이의 상관계수를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인공지진동시간이력으로부터 구

해진 응답스펙트럼은 사용될 모든 감쇠값에 대해 설계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해

야 한다.  인공시간이력으로부터 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는 절차와 이 응답스펙

트럼을 설계응답스펙트럼과 비교한 내용을 검토한다.

지진동 시간이력으로부터 구해진 응답스펙트럼과 설계응답스펙트럼의 비교 외

에 스펙트럼 값을 계산하는 진동수 구간간격도 검토한다.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할 때 다음 선택사항중의 하나가 고려될 수 있다.  각 경

우에 시간이력은 실재시간이력일 수도 있고 인공시간이력일 수도 있다.

선택 1: 단일시간이력세트

단일시간이력의 사용을 정당화한 내용을 검토한다.  시간이력으로부터 작성한 

응답스펙트럼이 설계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함을 입증하는데 사용한 방법을 검토

한다. 이때 사용한 방법에 따라서는, 설계응답스펙트럼에 부합하는 목표 파워

스펙트럼 밀도(Power Spectral Density, 이하 “PSD”) 함수를 만족함을 보여야 

하는 요구조건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택 2: 복수시간이력세트

단일시간이력을 사용하는 대신에,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내진해석 및 설계에 

복수의 인공 또는 실재 지진동시간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시간이력을 묘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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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개변수들과 시간이력의 수를 검토한다. 응답스펙트럼 포괄요건 만족여부

와 관심진동수 범위에 대해 충분한 파워를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복수시간

이력의 적절성을 입증하는데 사용한 방법을 검토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비선형해석이 적절할 수 있다(예를 

들어, 기존 구조물의 평가).  이러한 비선형해석을 계획할 때에는 실재 지진시

간이력을 사용한 복수시간이력해석이 적절하다.  비선형해석에 사용된 시간이

력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2. 감쇠값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내진해석에 사용된 임계감쇠값을 OBE와 SSE

에 대하여 검토한다.  임계감쇠는 자유진동을 완전히 멈추게 하는 감쇠의 양으로

서 구조물의 감쇠능력에 대한 중요한 척도이다.

진동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서는 재료특성, 응력수준 및 기하학적 구성과 같

은 다양한 요인에 의존하는 에너지손실이 발생한다.  이 에너지소산, 즉 감쇠효과는 

가진입력의 일부가 열, 음파 및 기타 에너지형태로 변환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동

적 하중에 대한 계통의 응답은 계통에 존재하는 감쇠의 양과 유형의 함수이다.  동

적 해석시 현실적인 해석결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적절한 값

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감쇠는, 보통 선형해석방법을 채택하는 실제적인 내진해석에서 경계조건의 변화, 

접합부 미끄러짐, 콘크리트 균열, 간극, 응답진폭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다른 

효과들 등과 같은 많은 비선형효과를 고려하는데에도 역시 사용된다.  실재하는 

구조물에서 비선형효과로부터 생긴 에너지소산의 양인 계통감쇠와 “실제(true)” 

재료감쇠를 분리하는 것은 종종 불가능하다.  설계에 사용되는 전체 구조감쇠는 

보통은 구조물의 총응답을 실험적으로 관측하여 결정한다.

감쇠에 대해서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부재들에 대해 사용한, 재

료감쇠와 계통감쇠를 검토한다.  RG 1.61에 기술된 감쇠값 이외의 감쇠값이 적용

된 경우 그 근거를 검토한다.

 3. 내진범주 I급 구조물 지지매체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을 위해 지반을 유한요소나 집중-스프링으로 모델링하는 

기법의 적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초 묻힘깊이, 기반암 상부 토층깊이, 토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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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상특성, 최고 지하수위, 구조물 기초의 치수, 전체구조물 높이, 부지의 지형학적 

조건, 지반특성 등을 포함한 내진범주 I급 구조물들의 지지매체에 대한 기술내용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내진설계입력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자유장 지진동을 정의하기 위한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정보는 안전심사지침 2.5.1

절에서부터 2.5.3절까지의 지침에 따라 검토한다. 

 2. 자유장 토양 매체와 지반특성의 해석에 사용된 지질공학적 변수 및 지질공학적 방

법은 안전심사지침 2.5.4절에 따라 검토한다. 

 3. 이 절에 따라 검토된 설계지진동을 활용한 내진계통해석은 안전심사지침 3.7.2절에 

따라 검토한다. 

 4. 이 절에 따라 검토된 설계지진동을 활용한 일부 설비(예, 매설 배관, 터널, 지상탱

크 등)에 대한 내진부계통해석은 안전심사지침 3.7.3절에 따라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특정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OBE와 SSE에 대한 부지고유의 자유장 지진동 및 지반특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내진해석 검토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사용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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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내진설계입력은 다음의 관련 요건들이 만족

되면 허용 가능하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지진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10 CFR 100, Appendix A(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지질 및 지

진))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 안전관련 구조물, 기기 및 계통의 설계에 SSE

와 OBE의 두 지진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

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

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

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설계지진동

가. 설계응답스펙트럼

부지고유 GMRS(안전심사지침 2.5.2절에 따라 검토)는 자유장 지표면에서 결정

된다. 토양층이 지표 가까이에 있으나 이 토양층을 견고한 물질(competent 

material)까지 완전히 굴착하여 제거하게 될 부지에 대해서는 노두 또는 굴착 

후 드러날 가상 노두에서 GMRS를 결정한다. 가상 노두에서의 지진동은 층내 

지진동(in-column motion)이 아닌, 자유면 지진동(free surface motion)으로 결

정해야 한다. 견고한 물질에 대한 정의가 규정상의 요건은 아니나, 많은 원자

로 설계에서 1,000 ft/s의 전단파 속도를 견고한 물질에 대한 정의로 이용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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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는 허용가능하다. 견고하지 않은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굴착

이나 굴착후 뒤채움으로 인해 부지고유한 GMRS의 결정이나 정의 위치가 변해

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이나 다른 해석들에서는 이 연

약한 토양 또는 뒤채움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조물 기초 깊이 자유장에서의 수평방향 SSE의 최대지반가속도는 최소 0.1g 

이상이어야 한다. 이 최소의 최대지반가속도에 해당하는 응답스펙트럼은, 기초 

깊이 자유장에서의 노두 응답스펙트럼으로 고려되는, 평활한 광폭 응답스펙트

럼(예를 들어, RG 1.60 응답스펙트럼, 또는,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 다른 형상의 

응답스펙트럼)이어야 한다.  이 안전심사지침에서는 최대지반가속도 0.1g에 해

당하는 이 응답스펙트럼을 최소요구응답스펙트럼으로 표현한다.

설계응답스펙트럼은 부지고유 GMRS로부터 결정하거나, 부지고유 GMRS를 포

괄하는 (RG 1.60 응답스펙트럼과 유사한) 광폭 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결정한

다. 설계응답스펙트럼과 일관성 있는 구조물 기초 깊이에서의 응답스펙트럼을 

각 내진범주 I급 구조물에 대해 결정한다. 기초 깊이에서의 최소 0.1g 최대지반

가속도 요건이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기초 깊이 응답스펙트럼을 

최소요구응답스펙트럼과 비교한다. 기초 깊이 응답스펙트럼이 최소요구응답스

펙트럼보다 크지 않으면 최소요구응답스펙트럼보다 커지도록 설계응답스펙트

럼을 수정할 수 있다.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별도의 

응답스펙트럼 두 세트(최소요구응답스펙트럼 및 수정하지 않은 설계응답스펙트

럼)를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해석과 설계에 사용한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록 2에는 이 절차에 대한 흐름도가 제시되어 있다.

자유장 설계응답스펙트럼은 보통 5% 감쇠값에 대해 결정한다. 내진해석 및 설

계를 위해 사업자는 사용된 모든 감쇠값에 해당하는 자유장 설계응답스펙트럼

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RG 1.60 응답스펙트럼에 대해서는, 여러 감쇠값에 해

당하는 응답스펙트럼을 계산하기 위한 4개 진동수점에서의 증폭계수가 RG 

1.60의 표 1과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내진설계응답스펙트럼은 서로 직교하는 세 방향(두 수평방향과 한 수직방향)에 

대해 정해져야 허용가능하며, 두 수평방향에 대한 설계응답스펙트럼(최대지반

가속도 포함)이 같다고 가정하는 것이 현재의 관례이다.

나. 설계시간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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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와 OBE 설계지진동 시간이력은 실재시간이력 또는 인공시간이력일 수 있

다. 설계지진동 시간이력은 서로 직교하는 세 방향(두 수평방향과 한 수직방향) 

성분으로 구성되어야 허용가능하다. 수평 및 수직 입력운동으로는 단일시간이

력 또는 복수시간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시간이력을 사용할 때 세 방향 지진

동 시간이력은 서로 통계적으로 독립임을 보여야 한다. 시간이력들 사이의 상

관함수의 절대값이 0.16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력들은 통계적으로 독립

인 것으로 고려한다.  주어진 시간이력의 시작시간을 단순히 이동(shifting)시켜 

만들어진 시간이력은 사용할 수 없다. 

선형구조해석에서는, 퓨리에 스펙트럼의 저진동수 성분이 시간이력에 적절히 

포함될 수 있도록 인공지진동 시간이력의 총 지속시간이 충분히 길어야 한다. 

이에 대응하는 정상상태 강진운동지속시간은, 저진동수와 고진동수에서 안전심

사지침 2.5.2절에 정의한 (NUREG/CR-672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지진의 강진운

동 최장 지속시간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강진운동지속시간은 아리아스 강

도(Arias Intensity)가 5%에서 75%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한다. 이 

아리아스 강도의 증가 상태에 대한 균일성을 검토해야 한다. 허용가능한 최소 

강진운동지속시간은 6초이다.  지속시간에 더하여, 최대지반가속도(A), 최대지

반속도(V), 최대지반변위(D) 사이의 관계인 V/A와 AD/V2가, 등재해도 응답스펙

트럼(Uniform Hazard Response Spectrum, 이하 “UHRS”)을 정의하는 적절한 

제어지진들의 규모와 거리에 대한 특성값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 매개변

수들은 RG 1.208의 부록 D에 설명된, 저진동수 및 고진동수 지진사건에 대한 

값들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비선형구조해석 문제에서는, 복수세트의 지진동시간이력을 설계지진동으로 사

용하여야 한다. 각 세트의 지진동시간이력은 반드시 저진동수와 고진동수 지진

사건 특성으로 적합한 실재 지반운동기록으로부터 선정하여야 한다. 이 지진동

들의 진폭은 일정한 비율로 조정(scale)할 수 있으나 퓨리에 성분의 위상은 유

지시켜야 한다. 이 지진동 세트들의 적절성(지속시간 평가 포함)은 사안별로 검

토한다.

선택 1: 단일시간이력세트

자유장에서 입력지진동으로 사용되는 인공시간이력으로부터 구한 응답스펙트

럼은 다음 중 한 방법에 의한 포괄요건을 만족해야 허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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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법 1

   방법 1에서는, 인공지진동시간이력으로부터 구한 응답스펙트럼은 지진응답

해석에 사용된 모든 감쇠값에서 자유장 설계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해야 한다.  

인공시간이력으로부터 스펙트럼 값(예, 스펙트럼 가속도)을 계산할 때, 스펙

트럼 값을 계산하는 진동수간격은 충분히 작아야 한다.  다음의 표 3.7.1-1

은 응답스펙트럼을 계산하는, 허용가능한 진동수간격을 보인 것이다.  

표. 3.7.1-1 응답스펙트럼 계산을 위해 제안된 진동수 간격

진동수 범위(Hz) 증분(Hz)

0.2  -  3.0

3.0  -  3.6

3.6  -  5.0

5.0  -  8.0

8.0  -  15.0

15.0 -  18.0

18.0 -  22.0

22.0 -  최대관심진동수

0.10

0.15

0.20

0.25

0.50

1.0

2.0

3.0

   인공시간이력으로부터 구한 응답스펙트럼 값은 설계응답스펙트럼 값보다 

작게 되는 진동수가 5점 이하이고 작은 정도가 10% 이내일 경우 설계응답

스펙트럼을 포괄한다고 간주된다.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동일한 설계응답스펙트럼에 근접하게 포괄하도록 수

치적으로 작성된 인공 지반가속도 시간이력들이라도 이 시간이력들로부터 

구한 PSD 함수들은 서로 매우 다른 형태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현재 가용

한 기법들을 사용하여 RG 1.60 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하는 가속도시간이력을 

작성하면 이 인공시간이력의 PSD 함수는 일반적으로 진동수에 따라 무작위

적이고 심하게 변동한다. 그리고 정해진 설계응답스펙트럼을 더 근사하게 

포괄하게 할수록 PSD 함수는 더욱 랜덤하고 심하게 변동하며, 따라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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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PSD 함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비안전측의 응답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

러므로,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에 사용되는 단일인공지

진동시간이력은 설계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설계응답스

펙트럼에 상응하는 목표 PSD 함수도 적절히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단일시

간이력을 사용할 때는 응답스펙트럼 포괄요구조건 외에도 인공시간이력의 

PSD 함수가 중요진동수 범위에서 목표 PSD 함수를 포괄함을 보임으로써 

관심 있는 진동수구간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RG 1.60 응답스펙트럼이 설계스펙트럼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목표 PSD 함수에 대한 요구조건은 이 안전심사지침의 부록 1에 수록되어 

있다.  부록 1에 제시된 것과 다른 목표 PSD 함수를 사용할 경우는 그 타

당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RG 1.60 응답스펙트럼 이외의 설계응답스펙트럼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목표 PSD 함수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의 목표 PSD 함수 작성을 위해서는, NUREG/CR-5347에 요약 

제시된 절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표 PSD의 작성절차는 사안별로 검토한

다.  PSD 요구조건은 관심진동수 범위에서 에너지가 잠재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2차적인 최소요구조건으로 포함된다.  지반운동은 여

전히 1차적으로 설계응답스펙트럼으로 정의된다.  PSD 기준만을 사용하게 

되면 설계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하지 못하는 시간이력을 만들 수도 있다.

2) 방법 2

   방법 2에서는, 설계응답스펙트럼을 만족하거나 포괄하도록 작성한 인공지진

동시간이력은 다음의 가)항으로부터 라)항까지의 조건을 따라야 한다.  이 

조건들의 총괄적인 목표는 목표 응답스펙트럼에 근사적으로 평균 맞춤

(mean based fit)을 한 인공가속도시간이력(수정 가속도기록)을 작성하는 것

이다. 즉, 가속도시간이력으로부터 계산한 스펙트럼 가속도의 목표 스펙트

럼 가속도에 대한 비(진동수별로 계산한 비)의 평균값이 1보다 약간만 커지

도록 한다. 이는 가속도시간이력의 퓨리에 진폭스펙트럼이 목표 퓨리에 스

펙트럼과 현저한 차이(gap)를 보이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 시간이력은 시간간격이 충분히 작아야 하며 지속시간이 충분히 길어야 

한다. 즉, 시간이력의 나이퀴스트(Nyquist) 진동수가 최소한 50 Hz(시간간

격이 0.01초 이하)이어야 하며 총 지속시간은 최소 20초이어야 한다.  만

일 관심진동수가 50 Hz 이상이라면, 최대 관심진동수 이상의 나이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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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Nf=1/(2∆t), 여기서 ∆t는 시간간격)가 얻어지도록 시간이력의 시

간간격을 적절히 줄여야 한다. 시간이력의 총 지속시간은 이 진동수기준

들을 만족하는 영 채움(zero padding)을 통해 증가시킬 수 있다.

   나) 5% 감쇠비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은 0.1 Hz ～ 50 Hz (또는 Nyquist 진동

수) 사이에서 계산하되, 응답스펙트럼 값을 계산하는 진동수는 0.1 Hz부

터 각 10배 범위 즉, 0.1 Hz ～ 1 Hz, 1 Hz ～ 10 Hz, 10 Hz ～ 100 Hz 

범위마다 로그눈금에서 동일한 간격으로 최소한 100개의 진동수를 정의

하여야 한다. 인공지진동시간이력으로부터 구한 응답스펙트럼은 관심진

동수 범위에 대해 각 진동수마다 목표 응답스펙트럼과 비교하여야 한

다.

   다) 가속도시간이력의 5% 감쇠 응답스펙트럼 값은 어느 진동수에서도 목표 

응답스펙트럼 값보다 작은 정도가 10% 이내이어야 한다. 이때 계산한 

응답스펙트럼이 설계응답스펙트럼보다 작아지는 진동수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계응답스펙트럼 값보다 낮은 응답스펙트

럼 값을 갖는 진동수의 범위는 이들 진동수의 가운데 값 기준으로 

±10% 진동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이는 나)에서 정의한 진동수에 

대해 연속해서 9개 진동수점 이하에서, 계산한 응답스펙트럼이 목표 응

답스펙트럼보다 작아지는 것이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라) 방법 1의 PSD 요구조건 대신에, 인공지진동시간이력의 5% 감쇠비에 대

한 응답스펙트럼은 나)에서 정의한 어느 진동수에서도 (관심진동수 범

위에 대해) 설계응답스펙트럼을 30%보다 더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

속도시간이력의 응답스펙트럼이 어느 진동수 범위에서라도 목표응답스

펙트럼을 30%보다 더 초과할 때는, 가속도시간이력의 PSD를 계산하여 

어느 진동수에서도 (관심진동수 범위에 대해) 에너지에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을 보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작성되는 인공지진동시간이력은 UHRS를 정의하는 적절한 제어지진

들의 규모와 거리에 대한 특성값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선택 2 : 복수시간이력세트

이 안전심사지침의 I.1.나 항과 II.1.나 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조물,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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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기의 해석과 설계에 여러 개의 실재시간이력이나 인공시간이력을 사용하

는 것은 허용가능하다.  선형구조해석에서는 최소한 4개의 시간이력을 사용하

여야 한다.  비선형구조해석에서는 시간이력의 수가 4개보다 많아야 하며 사용

한 시간이력의 수가 적절한지에 대한 기술적 근거를 사안별로 검토한다. 이 검

토에서는 복수시간이력들의 특성에 대한 적절성도  검토한다.

각각의 시간이력에 대해 계산된 응답스펙트럼이 설계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복수시간이력으로부터 계산한 평균응답스펙트럼은 설계

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하여야 한다.  포괄 요구조건 관점과 관심진동수 범위에서 

충분한 파워를 가져야 하는 관점에서, 복수시간이력세트의 적절성을 보이기 위

해서는 이 안전심사지침의 II.1.나.2)의 방법 2에 설명된 절차를 따르면 허용가

능하다. 방법 2를 적용할 때, 이 방법의 가) 항과 나) 항에 제시된 기준은 각 

시간이력에 대해 만족되어야 하며, 다) 항과 라) 항에 제시된 기준은 복수시간

이력 세트에 대한 평균 결과에 대해 만족하면 된다.

 2. 감쇠값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해석에 사용된 감쇠값은 RG 1.61과 일치할 

경우 허용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RG 1.61에 제시된 감쇠값과 다른 감쇠값(예를 

들어, 그보다 더 큰 감쇠값)을 뒷받침하는 실험자료가 제출될 경우, 그 감쇠값을 

동적 내진해석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감쇠값들은 사안별로 검토하여 허용한다.

추가로, 응력수준과 감쇠값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사항은 RG 

1.61의 해당 규제입장에 따라서 검토한다.  감쇠값과 응력수준간의 상관관계에 대

하여 이와 다른 방법이 사용될 경우 사안별로 검토하여 허용한다.

토양지반의 재료감쇠값은, 지반특성값의 변동성 및 지반내의 변형도를 고려한, 타

당성이 인정된 값 또는 다른 적절한 실험자료에 근거해야 하며, 포화상태의 지반

상태에 대한 재료감쇠뿐만 아니라 공극압 효과에 의해 유발되는 에너지소산도 포

함해야 한다.  허용가능한 최대 지반감쇠값은 15%이다.

 3. 내진범주 I급 구조물 지지매체

내진범주 I급 구조물 지지매체에 대한 기술내용은 기초 묻힘깊이, 기반암 위의 토

층깊이, 토양의 층상특성, 설계지하수위, 구조물 기초의 치수, 전체구조물 높이 그

리고 지반깊이에 따른 전단파속도, 전단탄성계수, 포아송비 및 밀도 등의 지반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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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해야 허용가능하다.  기초지반 물질의 최소 전단파속도가 1,000 ft/s보다 작

은 경우에는, 평균 전단파속도와 이 전단파속도의 변동 정도가 지반-구조물 상호

작용, 침하 가능성, 기초요소의 설계 등에 주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III. 검토절차

   검토절차는 이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허용기준과 차이가 있는 경우

에 대해서는, 제안된 대안 방법이 어떻게 II절(허용기준)에 기술된 관련 법적 요건을 만

족시키는 허용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는지를 신청자가 평가한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1. 설계지반운동

가. 설계응답스펙트럼

적용한 모든 감쇠값에 대해 OBE와 SSE의 설계응답스펙트럼이 II.1.가.1) 항에 

주어진 허용기준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한다.  설계응답스펙트

럼을 결정하는데 적용하는 허용기준을 만족시킴을 적절히 입증하지 못한 사항

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하고, 신청자에게 추가로 기술적인 입증이 필요함을 

통지한다.

나. 설계시간이력

설계지진동 시간이력을 정의하는 방법이 II.1.나 항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한다.

 2. 감쇠값

OBE와 SSE에 대해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해석에 사용된 감쇠값이 

II.2 항의 허용기준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한다.  감쇠값에 적절하게 

입증되지 않은 어떠한 차이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추가로 기술적인 

입증이 필요함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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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내진범주 I급 구조물 지지매체

II.3 항의 허용기준에 정해진 것처럼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입증하기 

위해, 지지매체에 관하여 기술한 내용을 검토한다.  필요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신

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검토자의 검

토와 계산(필요시)이 다음과 같은 형식의 결론을 뒷받침하는지를 확인하여 이 결론을 

안전심사보고서에 포함시킨다.  또한 검토자는 이 결론에 대한 근거도 기술한다.

   발전소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에 사용된 내진설계변수들이 허용가능하며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13조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03호(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요건을 만족시킴을 확

인하였다.  이 결론은 다음 내용에 근거를 둔다.

   부지에서 예상가능한 지진이 적절히 고려되고 SSE와 OBE의 두 지진수준이 고려되

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13조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03호(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관련 요건을 만족한

다. 신청자는 이 요건들을 아래의 방법과 절차를 사용하여 만족시켰다.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에 적용된 OBE와 SSE에 대한 내진설계

응답스펙트럼이 안전심사지침 2.5.2절에 제시된 자유장 응답스펙트럼을 만족하거나 

초과한다.  SSE에 대한 구조물 기초 깊이에서의 자유장 지진동의 수평성분은 최대

지반가속도가 최소 0.1g인 응답스펙트럼을 적절히 만족한다.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내진해석에 사용된 감쇠값은 RG 1.61과 일

치한다.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내진설계에 사용된 인공지진시간이

력은 설계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하고 관심진동수 영역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갖도록 

진폭과 진동수성분이 수정되었다.  안전심사지침 2.5.2절과 RG 1.61의 추천사항을 

준수함으로써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지진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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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내진설계입력이 적절히 정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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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7.2절 내진계통해석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상세한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내진해석방법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SSCs)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내진해석방

법(응답스펙트럼해석법, 시간이력해석법, 등가정적하중해석법)을 검토한다. 기초의 

비틀림, 건물 전체의 회전 및 병진자유도의 모델링을 포함한 동적 계통해석방법을 

검토한다. 지반-구조물 상호작용(soil-structure interaction, 이하 SSI) 효과의 모델링

을 검토한다. 중요 모드의 채택방법과 적절한 질점 자유도 수를 검토한다. 동적 내

진해석 시 지지점 사이의 최대상대변위를 고려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또한 동적 

내진해석 시 고려되는 동수력학적 효과 및 비선형해석과 응답 등 기타 중요한 영

향도 검토한다. 각 검토분야별로 검토자는 관심 있는 대표위치와 정량적 지진응답

을 선택한다. 임의의 내진범주 I급 구조물에 대한 해석대신에 실험이나 경험적 방

법이 사용될 경우, 실험절차, 하중수준(load level) 그리고 적용근거를 검토한다. 본

지침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탄성한계 부근의 허용응력과 연계된 선형탄성

해석을 다룬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예를 들면, 기존구조물의 평가) 제한된 비탄성/

비선형 거동의 개념이 적절할 때 허용가능하다. 비탄성/비선형을 고려한 실제해석

은 사안별로 상세히 검토한다.

  2. 고유진동수 및 응답

 운영허가 심사를 위해,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물에 대한 중요 고유진동수와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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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변위 및 부재력)을 검토한다. 또한 주요 내진범주 I급 부계통 지점에서의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in-structure response spectra)을 검토한다.

3. 해석모델링 절차

  내진계통해석을 위한 모델링(구조물의 기계적 특성, 부재강도의 모델링, 질량(구조 

질량, 활하중, 층하중, 기기하중)의 모델링, 감쇠의 모델링, 동수력학적 효과의 모

델링 등이 포함)에 사용된 기준과 절차를 검토한다. 구조물이 계통해석의 일부분

으로 해석되는지 혹은 독립적으로 부계통으로 해석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과 근거

를 검토한다. 또한 구조물의 모델링 시 층과 벽체의 유연성을 다루는 방법도 검토

한다.

4.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지진동 응답스펙트럼(ground motion response spectra, 이하 GMRS)은 구조물이 없

는 자유장의 지표면에서 정의된다. 지표면 근처에 토층(향후 적당한 물질

(competent material)이 노출되도록 굴착될)이 있는 부지의 경우, GMRS는 노두 또

는 굴착 후 나타날 가상노두에서 정해져야 한다. 가상노두에서의 운동은 주내

(in-column) 운동이 아닌 자유표면 운동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견고한 물질

(competent material)은 전단파속도가 최소 1000 ft/sec(fps) 이상인 현장재료로 정

의한다. 지지매체(암반이나 토양)의 변형성 때문에 기초에서 결과적으로 기록된 운

동은 상응하는 자유장운동과 다르다. 기초에서의 운동과 자유장운동 사이의 이 차

이가 SSI 효과이다.

  적용가능하려면 내진계통해석에서 SSI를 고려하는데 사용되는 모델링방법(기술적 근

거를 포함한)을 검토한다. 특정한 모델링방법을 허용하는데 고려되는 요인은 (1) 묻

힘 정도, (2) 토양층/암층의 층상, (3) 지반-구조물 모델의 경계이다. 모든 SSI 해석에

서 아래와 같은 현상을 통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인식해야만 한다.

  가. 토양과 암반의 구성 및 재료특성의 랜덤한 성질

  나. 지반 구성모델링(지반 강성, 감쇠 등)의 불확실성

  다. 비선형 지반거동

  라. 구조물과 지반 사이의 연계

  마. 일반적으로 모든 수평방향에서 대칭으로 가정되는 지반측면도의 대칭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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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토층/암반의 유연성에 의한 효과

  사. 기초의 유연성에 의한 효과

  아. 시간에 따른 지하수위의 변동효과를 포함하는, 구조응답에 미치는 공극수의 영향

  자. 지진동안 구조물(구조물 매입부분 및 기초)과 지반 사이의 접촉 상실 또는 부

분 분리의 영향

  변형에 따른 지반특성(감쇠, 전단계수, 공극압 산출), 층상 및 지반특성의 변동을 

해석에 구체화하는 절차를 검토한다. 지반-구조물 계통의 모델링 시 가정사항 및 

전산프로그램 인증서류를 검토한다.

  적용가능하다면, 지반-구조물 계통모델의 하부경계와 측면경계의 위치를 결정하는 

기준을 검토한다. SSI 해석 시 인접구조물이 구조응답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이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사용된 절차를 검토한다.

  SSI 계통의 동적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진운동의 모사를 위해 모델경계에 

작용시키는, 잘 정의된 가진이나 하중함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에 발전소부지 자유장 지반매체의 응답운동이 설계지반운동과 동일하도록 경계에 

작용하는 가진계통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가진계통의 재작성에 관한 절

차와 이론을 검토한다.

  SSI 해석을 사용하지 않는 근거처럼 SSI 해석에 사용되는 다른 모델링방법도 검토

한다.

5.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 작성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예를 들면 층응답스펙트럼) 작성 절차 및 방법을 검토한다.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다. 설계응답스펙트럼 포괄조

건 및 PSD 함수 포괄조건을 만족하는 단일 또는 복수(실재 또는 인공) 지반시간이

력을 고려하는 시간이력해석을 이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시간

이력해석을 포함하지 않는,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의 직접작성으로 일반적으로 언

급된다. 이런 기법들의 사용에 대한 근거와 정당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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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진운동의 세 방향 성분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지진응답 결정시 지진운동의 세 방향 

성분(시간이력 또는 응답스펙트럼)을 고려하는 절차를 검토한다. 단일 시간이력 해

석 시 세 개의 인공지반운동시간이력(두 수평방향 및 한 수직방향)이 적용되는 경

우 세 성분 사이의 통계적 독립성도 검토한다.

7. 모드응답의 조합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지진응답을 계산하는데 모드시간이력해석법이나 응답스펙

트럼해석법이 사용될 경우, 총 응답이 지진사건 동안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거동

을 유사하게 모사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진동수 모드(ZPA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 효과가 총 응답에 기여하는 정도를 검토한다. Regulatory Guide(이하 

“RG”) 1.60 응답스펙트럼의 경우 ZPA 진동수는 약 33 Hz이다. 응답스펙트럼해

석법 적용 시, 밀집모드에 대한 절차를 포함한 모드응답 조합절차에 관한 기술내

용을 검토한다.

8.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상호작용

  내진범주 I급 구조물 또는 일부분의 내진설계 시,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 또는 그 

일부분의 지진 운동의 영향을 고려하는 설계기준을 검토한다. 기능을 계속 유지하

는 것이 요구되지는 않으나 파괴로 인해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안전기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주제어실 운전원을 무능력하게 하는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물의 내진설계를 검토한다. 지진에 의한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구조적 파괴

로부터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을 보호하는데 사용된 설계특성 어떤 것이라도 검토한

다.

9. 변수의 변동이 층 응답에 미치는 영향

  구조적 특성, 임계감쇠값, 지반특성, 그리고 SSI의 예견된 변동이 층 응답스펙트럼

과 시간이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데 사용된 절차를 검토한다.

10. 등가수직정적계수의 사용

   적용 가능할 경우,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 시 수직방향 하중산

정에 수직내진계통 동적 해석을 수행하는 대신에 등가정적계수를 사용하는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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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검토한다.

11. 비틀림효과 고려방법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내진해석 시 비틀림효과를 고려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내

진범주 I급 구조물의 내진 해석 및 설계 시 비틀림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근사법의 

보수성 평가에 관한 검토를 포함한다. 또한 구조응답을 계산할 때 우발적 비틀림

에 관한 고려도 검토한다.

12. 응답의 비교

   적용 가능하다면 모드응답스펙트럼해석법과 시간이력해석법을 사용한 주요 내진범

주 I급 구조물의 지진응답을 비교한다.

13. 감쇠에 대한 해석절차

   연계된 계통 구조모델 내 다른 요소들의 다른 임계감쇠값을 고려하는 해석절차를 

검토한다.

14. 내진범주 I급 구조물 지진 전도모멘트 및 활동력 결정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설계 지진 전도모멘트  및 활동력 결정에 사용된 방

법과 절차에 관한 기술내용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본 절과 연계가 있는 절은 다음과 같다. 

 1. 2.5.1절에서 2.5.3절을 통해 수행되는 자유장 지진지반운동을 확립하기 위한 지질학

적 및 지진학적 정보 검토

 2. 2.5.1절에서 검토되는 지질공학적 변수, 자유장 및 현장지반매체의 해석에 적용된 

방법, 지반특성

 3. 3.7.1절에서 검토되는 설계 지진지반운동(응답스펙트럼 및 시간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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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7.3절에서 검토되는 내진부계통 해석. 플랫폼, 뼈대지지구조물, 야드구조물 등 내

진범주 I급 부구조물, 매립 배관, 터널 및 도관, 콘크리트댐, 공기저장탱크 등이 이 

절에 포함되나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음.

 5. 3.8.1절에서 3.8.5절을 통해 검토되는 모든 적용가능 하중조합에 대한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설계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설계지진지반운동(SSE 및 적용가능한 경우 OBE), 일반부지 또는 부지고유의 지반특

성, SSI 해석은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전반적인 검토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내진계통해석은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

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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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계통 및 기기가 수행될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적합한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

작,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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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는 지진 등의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에 의

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기준은 해당 부

지 및 인근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지진을 고려해야 한다.



제3.7.2절                                                    개정 4 – 2014. 12- 7 -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1. 내진해석방법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내진해석은 정당화된 적절한 동적 해석

방법 또는 등가정적 해석법을 사용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일반적

으로 구조물의 탄성한계 부근의 허용응력과 연계된 선형탄성해석을 다룬다. 그러

나 특별한 경우(예, 기존 구조물의 계산)에, 적절하게 제한된 비탄성/비선형 거동의 

개념을 허용한다. 비탄성/비선형을 고려하는 실제해석은 사안별로 검토한다.

  가. 동적 해석방법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지진응답을 계산할 때 동적 해석(예, 응답스펙트럼해석

법, 시간이력해석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등가정적 하중법이 정당화되면 사용할 

수 있다. 허용가능하려면, 동적 해석에서 다음 항목들을 고려해야 한다.

1) SSI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적당한 해석방법(예, 시간이력해석법(시간영역해 

및 진동수영역해), 응답스펙트럼해석법)의 사용. 일반적으로 응답스펙트럼해

석법은 SSI 해석에 적당하지 않음.

2) 지진지반운동의 세 직교성분(수평방향 둘 및 수직방향 하나)에 대해 내진해

석이 수행되어야 함.

3) 구조물과 기초(footing, 기초판, 묻힌 벽체 포함)의 비틀림, 회전 그리고 병진

응답의 고려

4) 동적 모델링 시 적당한 질량자유도수를 사용

   질량자유도수의 적절성은 예비 모드해석이나 분포질량모델과 동적 모델에 

대한 정적 해석결과의 상관관계로 확인가능하다.

   가) 각 가진 방향(두 수평 및 한 수직)에 대해 관련 스펙트럼의 ZPA 진동

수보다 작은 모든 모드가 해석해에 적절하게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모드수의 예측 및 적당하게 부드러운 모드형상

의 생성을 위해 충분한 질량자유도수가 동적 모델에 포함되는가를 입

증하도록 예비 모드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질량자유도 사이

에 모드변위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모드형상이 보이면, 동적해석에 포

함된 모든 모드에 대해 적당하게 부드러운 모드형상을 얻을 때까지 

질량자유도가 추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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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 단계를 수행한 후, 세 가진 방향에 대해 동적 모델의 1g 정적해석

을 수행하고, 분포질량모델에 대한 정적해석 결과와 비교한다. 상관관

계의 부족(특히 지점부 및 인근)은 불충분한 질량자유도수를 나타낸다.

5) 응답스펙트럼법 또는 모드중첩시간이력법이 적용될 경우, 고진동수 모드(영

주기가속도 진동수 보다 큰 진동수의 모드)와 관련된 응답이 RG 1.92 Rev. 

2에 따라 총 동적 해에 포함되어야 한다.

6)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인근 지지점사이의 최대 상대변위를 

고려

7) 관의 상호작용, 외부에서 가해지는 구조적 구속(structural restraints), 동수력

하중(질량 및 강성 효과), 비선형응답 등의 중요한 영향 포함

나. 등가정적 하중법

등가정적 하중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허용가능하다.

1) 계통을 간단한 모델로 실재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응답에 관해 보수적인 결

과를 낳는다는 정당성이 제공된다. 단순 방법의 사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

사구조물에 대해 발표된 결과 또는 전형적인 예가 제출될 수 있다.

2) 설계 및 관련된 단순화한 해석이 모든 지지점사이의 상대적 변위를 고려한다.

3) 간단한 모델로 표현되는 구조물, 기기 및 부품의 등가정적 하중을 구할 경

우, 적용 가능한 지반응답스펙트럼이나 층응답스펙트럼의 첨두가속도에 계

수 1.5가 적용된다. 1.5보다 작은 계수는 적절하게 정당성이 입증된 경우 사

용할 수 있다.

2. 고유진동수 및 응답

적용가능하려면 다음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가. 격납건물을 포함한 대표적인 주요 내진범주 I급 구조물들에 관한 모드질량, 

유효질량, 고유진동수, 모드형상, 모드응답 및 총응답들을 요약한 것 또는 직

접적분법 사용 시 총응답을 요약한 것

나. 발전소 주요기기의 설치 높이 및 지지점에서 설계에 사용된 가속도시간이력

(두 수평 및 한 수직) 또는 다른 운동변수 또는 응답스펙트럼(두 수평 및 한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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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수시간이력 사용 시에는 입력설계시간이력과 출력응답 사이의 통계학적 관

계에 관한 정당성 검증을 포함하여 (변수의 변동에 의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절차, 설계응답을 작성하는데 사용된 절차(예를 들어, 복수설계시간이력으로부

터 작성된 평균응답스펙트럼이 설계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한다면, 복수해석으로

부터 작성된 평균응답을 설계에 사용)

3. 해석모델링 절차

  원자력발전소 설비는 매우 복잡한 구조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허용가능하려면, 

구조계통의 강성, 질량, 그리고 감쇠특성이 해석모델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다음 항목들은 해석모델링 시 고려되어야 한다.

  가. 계통 및 부계통의 분류

     기초 및 지반매체와 결합된 주요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은 내진계통으로 정의된

다. 내진계통으로 정해지지 않은 다른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내

진부계통으로 간주된다.

  나. 부계통의 비연계기준

     일반적으로 비연계에 기인하여 내진계통과 부계통의 진동수가 오차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정도임을 보이는 것이 가능하다. 질량비 Rm과 진동수비 Rf가 결

과를 좌우함을 알 수 있고, 이 때 Rm과 Rf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지지된 부계통의 총질량
                  Rm = ────────────
                          지지계통의 총질량

                       지지된 부계통의 최저고유진동수
                  Rf = ───────────────
                          지지점운동의 지배진동수

다음의 기준이 허용가능하다.

1) Rm < 0.01 이면, Rf에 관계없이 비연계화 가능

2) 0 01 ≤ Rm ≤ 0.1 이면, 0.8 ≥ Rf ≥ 1.25 인 경우 비연계화 가능

3) Rm > 0.1 이면, 부계통모델이 주계통모델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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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통이 지지계통에 비하여 강하고 지지계통과 강결된 경우, 단지 부계통의 질

량을 주계통모델의 부계통지지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반면에, 매우 

유연하게 연결되어 지지된 부계통의 경우(예를 들어, 행거로 지지된 배관), 부계

통은 주계통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경우, 부계통으로 정의되는 기기 

및 부품은 주구조물과 비연계된 계통으로 해석되고(또는 시험되고), 비연계된 

계통의 지진입력은 주구조물의 해석에 의해 구해진다. 이런 절차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예외는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은 부계통으로 볼 수 있

으나 대개 주구조물과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연계시킨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한다.

  다. 구조물의 모델링

     원자력계에서는 집중질량보요소모델과 유한요소모델의 두 종류의 구조모델이 

널리 사용된다. 다음의 지침을 만족하면 둘 중 어느 모델도 적용가능하다.

1) 집중질량보요소모델

   도심(축방향 및 휨 변형의 중립축), 강성중심(전단과 비틀림 변형의 중립축) 

및 구조물 질량중심 사이의 편심이 내진해석모델에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내진범주 I급 및 적용 가능한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응답을 결정하

기 위해 동적 모델링 시 적절한 이산화된 질량자유도수를 선정하는 것은 본 

지침 II.1.가.4)의 허용기준이 적용가능하다.

2) 유한요소모델

   구조계통을 모델링하는데 사용되는 유한요소의 유형은 구조물 상세, 해석의 

목적, 유한요소의 근거 이론식에 좌우되어야 한다. 구조물의 수학적 이산화

는 요소크기의 효과, 형상, 해 정확도에 대한 종횡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요

소크기는 상세모델을 사용해도 해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을 근

거로 선정되어야 한다.

3) 동적 응답 계산을 위해 집중질량보요소모델 또는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할 때, 

동적 지진하중에 의해 가진될 수 있는 최저고유진동모드를 가질 수 있는 독

립적인 층슬라브 및 벽체 등의 구조물 국부영역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구

조물내응답스펙트럼에 추가적인 증폭이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런 

국부적인 진동모드는 동적응답모델에 적절하게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상세

구조설계를 위해 전체구조물 및 국부적인 영역에 가해지는 추가 지진하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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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내진해석을 위해 3차원 모델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3차원모

델로부터 생략시킨 자유도의 연계효과가 중요하지 않음이 입증되면 간단한 

모델이 사용가능하다.

라. 동적 모델에서 층하중, 활하중, 주요 기기의 표현

   작은 기기, 배관, 전선로 등의 잡다한 고정하중을 나타내기 위해 구조질량과 더

불어 ft2당 50 lb의 층하중에 상응하는 질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층설계 

활하중의 25% 및 지붕설계 설하중의 75%에 상응하는 질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요 기기의 질량은 대표적인 층면적에 분포시키거나 기기위치에 집중질량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마. 구조물 동적 모델링의 특별 고려사항

   구조물의 지진응답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동적 모델은 모든 적용 가능한 하중

조합에 대한 상세 설계해석에 사용되는 구조물 모델보다 상세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동적모델에서 결정된 지진응답하중을 모든 적용 가능한 

하중조합에 대한 상세 설계해석을 위해 사용되는 구조물 모델에 적용시키는 방

법이 필요하고, 기술적 적합성은 사안별로 검토한다.

4.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완전한 SSI 해석을 위해서는 지표상 구조물 또는 묻힌 구조물의 운동학적 상호작용

과 관성 상호작용에 의한 모든 효과를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조건

이 만족된다면, 직접법과 부분구조법에 근거한 어떤 해석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가. 해석 결과, 지반운동, 방사감쇠의 3차원효과, 토층 및 부지응답해석에 의한 비

선형효과의 공간적 변동을 적당한 범위 내에 있도록 하기 위해 구조물, 기초, 

그리고 지반을 적절하게 모델링한다.

  나. SSI해석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설계지진지반운동이 본 지침 3.7.1에 정의된 설

계응답스펙트럼과 상응해야 한다.

  기본현상을 파악하고 적절한 설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SSI 해석을 수행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현재의 방법에 충분한 신뢰성이 있음을 주목한다. 그러나 이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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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들을 이행하는 능력에 대한 신뢰성은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적절하게 이행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SSI해석 수행 시 다음의 고려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가. 중요한 변수들(예, 측벽의 잠재적 분리 및 토질의 미끄러짐, 매립물의 비대칭

성, 경계의 위치)을 확인하고 최종결과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민감

도연구를 수행한다. 더 낳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 근거가 충분하고 적절히 입

증된 간단한 모델을 사용하여 이런 민감도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나. 적절한 검증문제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어떤 SSI방법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

음을 보여야 한다.

  다. 검토분야 I.4에서 논의된(해당부지에 적용되는) 불확실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매

개변수(예, 지반특성)를 적절하게 변화시켜 충분한 매개변수연구를 수행한다.

  SSI효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되어 고정지반해석을 수행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SSI해석을 수행하지 않는 근거와 정당성을 사안별로 검토한다. SSI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조물 기초슬래브에서의 입력운동으로는 본 지침 3.7.1절에서 검토된 

설계지반운동을 사용한다.

  전체 SSI 계통의 구성부분에 대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 구조물 모델링

     II.3에 기술된 허용기준이 적용가능하다.

  나. 지지지반의 모델링

     구조물 매립효과, 지하수 효과 및 지반의 층상효과가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지반매체의 반무한체 모델링을 위하여 진동수 변동 및 층상효과가 포함된다면 

집중변수(지반스프링)방법과 유화함수(compliance function)방법을 사용할 수 있

다. 유한한 경계로 지반매체를 모델링하는 경우, 모든 경계가 적절하게 모의되

어야 하며 사용되는 경계종류는 타당해야 하고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한다. 연

속체의 이산화를 위하여 유한요소법과 유한차분법이 허용가능하다. SSI해석에 

사용된 물성값들은 자유장 부지응답해석에서 발생하는 지반변형도와 부합하는 

물성값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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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기초면 하부의 전단파속도가 8,000 fps 이상인 재료 상에 구조물이 건설

되면 고정지반가정이 적용가능하다.

  다. 입력지반운동

     SSI해석에 사용되는 입력지반운동의 작성에 관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1) 설계지진지반운동이 일반응답스펙트럼(예, RG 1.60 또는 NUREG-0098) 형태

로 정의된다면, 지반운동의 위치는 지반단면의 특성과 모순이 없어야 한다. 

깊이에 따라 특성의 변화가 비교적 일정한 견고한(competent) 토양 또는 암

반으로 구성된 지층의 경우, 지반운동의 위치는 정지면의 최상부 지표면으

로 정해져야 한다. 견고한 재료 위에 한개 또는 그 이상의 얇은 토층이 쌓

여 있는 지층의 경우, 부지근처에 있는 견고한 재료상부에 위치한 (실재 또

는 가상) 노두에 지반운동의 위치가 정해져야 한다.

     2) 설계지진지반운동이 등재해스펙트럼의 부지고유의 계산으로 정의된다면, 지

반운동의 위치는 자유장 지표면에 위치하여야 한다. 지표의 지반운동을 작

성할 때 연약한 지층의 잠재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견고한 물질이 

드러나도록 지표인근 지층이 완전 굴착되는 부지의 경우 굴착이후에 존재할 

노두 또는 가상노두에서 지반운동응답스펙트럼이 정해진다. 이 가상노두에

서의 운동은 주내운동이 아닌 자유표면 운동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견고한 

물질은 전단파속도가 1,000 fps 이상인 현장물질로 정의된다.

     3) 위에 언급된 SSI해석의 지침이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초깊이의 자유

장에서 가속도응답스펙트럼(운동의 수평방향성분)의 진폭은 자유장 정지면에 

해당하는 설계응답스펙트럼의 60% 보다 작지 않아야만 한다. (아래에 기술

된 SSI 해석을 위한 상세지침에 의해 요구되는 바와 같이) 지반특성의 변동

을 고려할 때, 이 60% 한도는 세 가지 지반특성에 해당하는 세 가지 스펙트

럼을 포괄함으로써 만족시킬 수 있다.

        수반되는 회전운동성분이 무시되는 경우, 기초위치에서 수평성분의 감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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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I 해석을 위한 상세지침

  다음은 SSI 해석의 몇 가지 중요한 면에 대해 검토를 용이하게 하고 검토자의 주

의를 끌기 위한 상세지침이다. 이 지침은 어떤 방법론 또는 SSI 해석의 적용에 대

한 필수요건은 아니다.

  • 지반의 거동은 비록 비선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선형기법으로 근사화 될 

수 있다. 대형시험 또는 실제지진에 의한 결과와 해석결과의 비교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족함을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면, 정밀한 비선형

해석은 필요하지 않다. 비선형지반거동은 다음에 의해 고려될 수 있다.

     - 자유장 지반퇴적물의 반복선형해석으로부터 전형적으로 결정된 등가선형 지

반재료특성을 이용. 1차 비선형성.

     - 연계된 지반-구조물 계통의 반복선형해석 수행. 1차 비선형성 및 2차 비선형

성.

     비선형해석이 선택된 경우, 비선형해석의 결과는 선형 또는 등가선형해석에 근

거하여 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NUREG/CP-0054).

  • 별도의 해석으로부터 결정된 수평 및 수직 응답의 중첩은 간단한 재료모델이 가

용하다고 간주되면 (비선형 효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가정될 때) 허용가능하다.

  • 자유장 지진운동의 해석으로부터 추산된 변형 종속적인 지반특성(예, 전단계수, 

감쇠)은 본 지침 2.5.4절에서 검토된 지질공학적 정보와 모순이 없어야만 한다.

  • 표준발전소 설계를 이용하는 경우, 부지고유 스펙트럼이 표준 발전소설계스펙트

럼보다 낮으면 SSI 평가는 표준 발전소설계에 중점을 둔다.

  • 부지의 토양 및 암반 특성의 잠재적 변동가능성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충분한 

SSI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적어도 세 토양/암반 종단면도(profile)가 이 해석에 

고려되어야 한다, 즉, SSI효과 평가 시 최적추정(best estimate, 이하 BE) 총단면

도, 하한추정(lower bound, 이하 LB) 종단면도, 상한추정(upper bound, 이하 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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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면도. 부지 종단면도 각 층의 특성은 저변형도 전단계수, 변형도 종속 전단

계수 감소, 변형도 종속 시간이력 감쇠 특성의 항으로 전형적으로 정의된다. 이

런 값들은 부지재료의 동적 시험실 실험 내지 발간된 논문에서 얻어진 정보로

부터 구할 수 있다. 해당 지반에 적합한 일련의 특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특정부지에 대해, 부지 비선형 특성뿐만 아니라 부지고유의 설계지반운동 효과

를 설명하려는 여러 번의 자유장 부지응답해석 결과로부터 전형적으로 반복 수

정된 전단계수 및 감쇠값이 결정된다. 각 재료층의 저변형도 특성이 BE값으로 

선택되어 단지 한 번의 부지응답계산이 수행된다면, 그 결과로 반복 수정된 특

성이 결정된다. 토양/암반의 전단계수(G)의 상한 및 하한값은 BE값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GLB = GBE / (1+COV)

      GUB = GBE × (1+COV)

     여기서 COV는 부지재료에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변동계수이다. 상응하는 감쇠

특성은 전단계수와 연관된 적합한 변형도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부지특성을 작성하기 위해 Monte Carlo 기법을 이용하여 많은 수의 부지응답계

산(30에서 60 회의 부지응답계산)을 수행한다면, 반복 수정된 BE, LB, UB 부지

특성을 결정하는데 이 계산이 전형적으로 사용된다. BE특성은 결과값의 평균으

로 결정되고, UB 및 LB 값은 +/- 1 sigma로부터 선정된다. 종단면도 각 재료에 

대해 안정된 sigma값을 얻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부지응답계

산의 수행이 필요하다.

     조사가 잘된 부지의 경우 COV는 0.5 이상이어야 한다. 조사가 잘되지 않은 부

지의 경우 전단계수의 COV는 1.0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COV 요건은 위에서 

언급한 “많은 부지응답계산”뿐만 아니라 “단일 부지응답계산”에 적용된다. 

정적 하중하의 기초침하가 설계허용값을 초과하는 표준기초해석에 상응하는 값

보다 어떠한 경우도 전단계수 하한값이 작아서는 안 된다. 지구물리학적 시험 

프로그램으로부터 결정된, 저변형도에서 정의된 전단계수의 최적추정값보다 전



제3.7.2절                                                    개정 4 – 2014. 12- 16 -

단계수 상한값이 작아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도 시간이력 감쇠비에 의해 표

현되는 지반의 재료감쇠비가 15%를 넘으면 안 된다(NUREG/CR-1161).

     일반적인 광대역 지반운동스펙트럼을 사용한 해석의 경우, 부지종단면도 각 재

료의 BE 전단계수 및 감쇠값은 저변형도 값의 항으로 정의될 수 있다. 감쇠는 

저변형도 값을 유지하면서 UB 및 LB 전단계수는 BE 값의 두 배 및 반으로 정

의될 수 있다. 대체방안은 사안별로 검토할 수 있다.

  • 경사진 토양층 및 암반층의 경우, 지반강성과 자유장 지진운동 정의 시 수평 및 

수직 자유도간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자로격납건물이나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매립기초가 제방에 가깝거나 균질한 기초조건의 가정이 배제되는 자

연 경사에 위치하는 부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모델링기법과 

해석기법을 사안별로 검토한다.

  • 유한경계모델링 또는 직접법

     직접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지반과 구조물의 해석은 한 과정으로 수행된다.

     - 지반-구조물 계통을 공간적으로 이산화하기 위해 유한요소법 또는 유한차분

법이 사용된다.

     - 모델경계(하부와 측면)를 따른 운동의 정의는 미리 알거나 가정하거나 해석

의 선행조건으로 계산된다.

     동적 해석은 진동수영역해석법(선형해석에 국한) 또는 직접적분법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요소의 크기(mesh size)는 기초 밑의 정적 응력분포를 나타낼 수 있

고 관심진동수성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해야 한다.

     토양의 깊이가 깊은 부지의 경우 다음의 제한이 준수되어야 한다.

- 매개변수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는 모델깊이는 일반적으로 적어도 기초

슬래브 아래로 바닥치수의 2배이어야 한다.

- 토양(또는 뒷채움)층의 최저고유진동수는 중요 구조물진동수보다 상당히 작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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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중요한 구조물 모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 반무한체방법 또는 부분구조법

반무한체방법 또는 부분구조법은 다음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 병진 및 회전성분을 포함한 무질량기초의 운동을 결정한다.

(2) 진동수에 종속적인 임피던스함수로 기초강성을 결정한다.

(3) SSI 해석을 수행한다.

진동수와 무관한 지반스프링 변수 및 스프링계수와 감쇠계수를 사용하여 반

무한체방법 또는 부분구조법을 수행하는데 채택된 절차, 모델링 가정사항 및 

해석근거는 사안별로 검토한다.

• 고진동수 지반운동입력의 잠재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계에서 고려중인 

발전된 해석기법(예, 비상관 지반운동 효과)이 있다. 본 지침 3.7.1의 II.4에서 

논의된 데로 부지적합성 결정이 수행될 경우 이런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 

고진동수 응답을 줄이기 위해 비상관성이 이용될 경우, 다른 응답(예, 전도 및 

비틀림 응답)을 증가시키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 

임의의 발전적 해석방법이 사용될 경우, 기술적 근거 및 해석결과는 사안별로 

심층검토를 받아야 한다.

5.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 작성

  RG 1.122에는 지지구조물의 동적해석에서 구해진 시간이력운동으로부터 두 수평

방향 및 수직방향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예, 층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는데 일반적

으로 허용가능한 방법이 설명되어있다. 언급된 토픽은 다음과 같다.

  가. 세 방향 입력운동에 대한 별도해석에서 구한 출력시간이력으로부터 구해진 각 

방향의 세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을 SRSS조합한다. 운동의 세 성분을 동시에 

작용시키면, SRSS조합은 필요하지 않다.

  나. 스펙트럼 가속도를 계산하기 위한 진동수 증분

  다.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스펙트럼 평활화 및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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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G 1.122의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강화한다. 

      1) 입력운동의 세 방향이 별도로 해석되는 모든 경우에 SRSS조합이 적용된다. 

대칭구조물 및 비대칭구조물 사이의 차별은 더 이상 없다.

      2) RG 1.122 Table 1의 마지막 열의 3 Hz 진동수 증분은 관심 최고진동수 이

상에서 적용된다. 전형적으로 설계지반응답스펙트럼의 최대지반가속도 진

동수일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33 Hz를 많이 초과한다.

      3-1) 지지구조물의 입력운동으로 단일 세트의 세 인공시간이력을 사용하는 경

우,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RG 1.122의 규정에 상응하도록 구조물내응

답스펙트럼을 평활화하고 확장해야 한다.

      3-2) 지지구조물의 입력운동으로 실제 지진기록으로부터 구해진 다수 세트의 

세 시간이력을 사용하는 경우, 다수 세트의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에는 이

미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RG 

1.122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는데 다수 세트의 시간이력을 사용하는 경

우 사안별로 검토하여 허용한다. 특히, (변수의 변동에 의한) 불확실성을 설

명하는데 사용된 절차의 근거를 평가한다.

         본 지침 3.7.1 II.1.가에서 검토된 설계지반응답스펙트럼에 적용된 동일한 

허용기준이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다수의 설계시간

이력으로부터 작성된 다수의 응답스펙트럼의 평균이 설계지반응답스펙트럼

을 포괄하는데 사용되면, 다수의 해석(각 해석이 다수의 설계시간이력 중의 

하나를 사용)으로부터 작성된 다수의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의 평균이 설계

에 사용된다.

         입력 지반응답스펙트럼과 출력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 사이의 통계적 상관

관계의 평가도 제공되어야 한다.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의 직접작성에 사용된 방법은 사안별로 검토하여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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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진운동의 세 방향 성분

  응답스펙트럼방법 또는 시간이력방법 모두에 대해 지진운동 세 방향 성분에 의한 

응답을 조합하는 적용가능한 방법이 RG 1.92에 기술되어있다.

  한 세트의 세 인공시간이력을 사용하여 지진운동의 세 성분이 동시에 적용된다면, 

시간이력의 통계적 독립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통계적 독립성을 입증하는 허용기

준이 본 지침 3.7.1 II.1.나에 있다.

7. 모드응답 조합

  선형감쇠계통의 동적 응답을 결정하는데 응답스펙트럼해석법이 사용되는 경우, 근

접 모드 및 고진동수 모드의 고려를 포함한 적용 가능한 모드응답 조합방법이 RG 

1.92에 기술되어있다. 대체방법의 사용은 사안별로 적용근거를 평가한다.

  모드중첩 시간이력해석방법이 사용될 경우, 모드응답은 각 결과 시간 단계별로 대

수적으로 조합된다. RG 1.92에 따라 입력스펙트럼의 영주기가속도 진동수 이하인 

고유진동수의 모드만이 모드중첩 시간이력해석에 포함된다. 고진동수 모드의 총 

응답에 대한 기여는 missing mass 기법으로 계산된다. 고진동수 모드의 기여는 입

력시간이력과 동상이므로, 영주기가속도로 정규화된 입력시간이력으로 축척된 하

나의 추가 모드응답으로 취급되고, 각 출력 시간 단계별로 모드중첩 시간이력해와 

조합된다.

8.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상호작용

  모든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은 SSE 조건에서 파괴로 인해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

통 및 기기를 손상시킬 수 있는가 또는 제어실 운전원에게 무능력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가를 결정하도록 평가되어야 한다. 각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은 다음 요건

중의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

  가.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타

격하지 않는다.

  나.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붕괴로 인해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건

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제어실 운전원을 무능력하게 하는 부상을 입혀서

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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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은 내진범주 I급 구조물과 안전율이 동일할 정도의 방법

으로 SSE 상태에서 파괴가 되지 않도록 해석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각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처리는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요건 나.에서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파괴가 허용가능하다는 결정의 기술적 근거

의 제공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부과되는 추

가하중에 대한 기술 및 이런 하중이 손상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데 사용된 방

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직접 영향

을 방지하는 방호차폐벽도 기술되어야 한다.

9. 변수의 변동이 층응답스펙트럼에 미치는 영향

  구조특성, 감쇠값, 지반특성, SSI 등에 대해 예상되는 변동이 층응답스펙트럼에 미

치는 영향(예, 첨두폭)을 해석 시 고려해야 한다. 변수변동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

에 관한 허용기준은 본 절 II.5에 나와 있다. 추가로 콘크리트구조물의 경우 콘크리

트 잠재적 균열이 구조강성에 미치는 영향이 특별히 언급되어야 한다. 

10. 등가수직정적계수의 사용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내진설계 시 수직응답하중 크기의 결

정에 수직내진계통 동적 해석을 수행하는 대신에 등가정적 하중계수를 사용하는 

것은 구조물이 수직방향으로 강체라고 입증될 수 있는 경우 또는 본 절 II.1.나의 

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허용가능하다. 강성에 대한 기준은 수직방향 최

저고유진동수가 입력지반 또는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의 영주기가속도 진동수 이상

인 것을 의미한다.

11. 비틀림효과 고려방법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내진해석에서 비틀림효과를 처리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은 

비틀림자유도가 포함된 동적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내

진설계 시 비틀림가속도를 고려하는 정적 계수를 사용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

정될 때 허용 가능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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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발적 비틀림을 고려하기 위하여, 최대건물치수의 ±5% 추가편심을 두 수평방향 

모두에 대해 가정해야만 한다. 두 편심의 크기 및 위치는 각 층 높이별로 별도로 

결정된다.

12. 응답의 비교

   응답스펙트럼해석법 및 시간이력해석법 두 방법으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해석

한 경우, 두 방법으로 구한 첨두응답들은 두 방법이 근사적으로 동일함을 보이기 

위하여 비교되어야 한다.

13. 감쇠에 대한 해석절차

   요소와 관계된 감쇠를 고려하기 위하여 복합모드감쇠기법 또는 모드합성기법을 사

용할 수 있다.

   비비례모드(nonclassical mode)를 가진 계통의 응답을 계산하기 위해 복합모드감쇠

를 사용하는 것은 비안전측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Miller, et al., 1985). 그러므로 

복합모드감쇠가 20% 이내인 경우에만 복합모드감쇠기법이 허용가능하다. 복합모

드감쇠가 20%를 넘을 경우 다음에 언급한 방법들 중의 하나가 일반적으로 허용가

능하다.

   가. 복소 모드/진동수를 사용한 시간영역해석

   나. 진동수영역해석

   다. 비연계 운동방정식의 직접적분

   복합모드감쇠기법에서는, 등가모드 감쇠행렬 또는 복합감쇠행렬을 결정하는 두 가

지 기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이 방법들은 복합모드감쇠를 결정할 때 질량 또

는 강도를 가중함수로 사용하는 것에 근거를 둔다.

β φ φ (1)

β
φ φ (2)



제3.7.2절                                                    개정 4 – 2014. 12- 22 -

여기서, φ φ

[K] = 구조 강도행렬

β  = j번째 모드의 등가모드 감쇠비

 = 부재의 감쇠비와 부재의 질량행렬 또는 강도행렬을 곱하

여 형성된 부재행렬로부터 만들어진 수정된 강도행렬 및 

질량행렬

φ  = j 번째 정규모드벡터

집중지반스프링기법에 의해 SSI를 고려하는 모델에 대하여, 식 (2)로 정의된 방법이 

허용가능하다. 고정지반모델의 경우, 식 (1) 또는 (2)가 사용될 수 있다. 모드합성에 

기초를 둔 다른 기법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 기법들은 구조물 부계통의 감쇠특

성에 관한 더욱 상세한 자료가 가용한 경우 특히 유용하다. 모드합성기법은 다음 

단계로 구성된다. (1) 구조물 모델로부터 충분한 모드의 발췌, (2) 유한요소지반모

델에서 충분한 모드의 발췌, (3) 구조물과 지반 각각에 대해 적절한 감쇠값을 사용

하여 단계 (1), (2)에서 구한 자료를 이용하는 모드합성기법을 사용하여 연계해석 

수행. 이 방법은 계통 경계영역에서의 변위적합조건과 힘의 평형조건을 만족시키

는 것에 근거를 두며, 부계통의 고유벡터를 내부 일반화좌표로 이용한다. 이 방법

에 의해 복합구조의 비비례감쇠행렬이 만들어지며, 운동방정식은 직접적분법으로 

풀거나 복소고유벡터를 이용하여 비연계시켜 풀어야한다.

SSI 모델의 등가모드감쇠를 구하는 다른 기법은 사안별로 검토한다.

14. 내진범주 I급 구조물 지진 전도모멘트 및 활동력 결정

   설계 전도모멘트 및 활동력 결정에는 다음 항목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가. 입력운동의 세 성분

   나. 동시에 가해지는 수직 및 수평 지진하중의 보수적 고려

    하중조합에 대한 추가정보는 본 지침 3.8.5에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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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다음에 기술된 절차로부터 특정한 경우에 적합한 내용을 선택한다.

  이 검토절차는 확인된 본 지침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이런 허용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허용기준에서 확인된 관련요건에 상응하는 허용가능한 방법이 대안으로 제공되

었는가를 보이는 사업자의 평가를 심사해야 한다.

1. 내진해석방법

  채택된 기법이 허용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

물, 계통 및 기기에 적용가능한 내진해석방법(응답스펙트럼, 시간이력, 등가정적 

하중)을 검토한다. 임의의 내진범주 I급 구조물에 대하여 해석 대신에 경험적 방법 

또는 실험이 사용된다면, 가정이 보수적인가의 여부 그리고 실험절차가 지진응답

을 적절하게 모델링하는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평가한다.

2. 고유진동수 및 응답하중

  운영허가 심사를 위해 고유진동수와 응답하중의 요약이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를 

검토한다.

3. 해석모델링 절차

  구조물의 3차원 특성이 허용기준과 일치하도록 적절하게 모델링되었는지 그리고 

모든 중요자유도가 모델에 포함되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내진계통 해석모델링 

절차를 검토한다. 구조물, 기기 또는 부품을 비연계시켜 각각을 부계통으로 별도 

해석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허용기준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4.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사용된 기법이 허용기준과 일치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SSI 해석방법을 검토한

다. 본 절 II.4의 허용기준에 따라 각 사항이 고려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SSI 해석을 위한 전형적인 수학적 모델들을 검토한다. 추가로, SSI 해석 시 인접 구

조물이 구조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이 허용가능한지를 입증하기 위하

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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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 작성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는 절차가 허용기준과 일치하는지 입증할 수 있도

록 검토한다.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는데 직접작성법을 사용한 경우는 시

간이력해석법에 의해 구한 결과와 비교하여 보수성을 검토한다.

6. 지진운동의 세 방향 성분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지진응답을 결정하는데 지진운동의 세 방향 성분을 고려

하는 절차가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7. 모드응답의 조합

  모드응답을 조합하는 절차가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8.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상호작용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설계 

및 해석하는 기준이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9. 변수의 변동이 층응답스펙트럼에 미치는 영향

  구조적 특성, 감쇠값, 지반 특성, 그리고 SSI의 예상변동이 층응답스펙트럼에 미치

는 영향(예, 첨두폭)을 해석에 고려하는가를 판단하고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판단

할 수 있도록 내진계통해석을 검토한다. 해석되는 여러 구조변수 중에서 콘크리트 

잠재적 균열이 구조강성에 미치는 영향이 언급되어야 한다. 

10. 등가수직정적계수의 사용

   임의의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내진해석을 위하여 상세한 동적 방

법 대신에 등가정적 계수를 수직방향의 응답하중으로 사용한 것이 허용기준을 준

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11. 비틀림효과 고려방법

   허용기준에 따라 진동의 비틀림효과를 포함했는지 결정하기 위해 내진해석방법을 

검토한다.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해 보수적인 설계가 되는지 확인하도록 비틀

림효과를 고려하는데 사용한 임의의 근사방법이 타당함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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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응답의 비교

   주요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선정된 지점에서의 시간이력해석법과 응답스펙트럼해

석법으로부터 구한 응답을 비교하여 수행된 해석의 정확성을 판단한다. 두 방법 

결과의 차이가 크면 이것에 대해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신청자에게 요구한다.

13. 감쇠에 대한 해석절차

   계통구조모델에서 서로 다른 요소들의 감쇠의 차이를 고려하는 해석절차가 허용기

준과 일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14. 내진범주 I급 구조물 지진 전도모멘트 및 활동력 결정

   내진범주 I급 구조물 지진 전도모멘트 및 활동력을 결정하는 방법이 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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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결론의 근거도 언급한다.

  검토자는 제시된 발전소설계가 허용가능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일반설계기준 2, 그리고 10 CFR 100 Appendix A의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결론짓

는다. 이 결론은 다음을 근거로 한다. 신청자는 지진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일반설계기준 2, 그리고 10 CFR 100 Appendix A

의 구조물 능력에 관한 아래의 요건을 만족시켜서 설계에 다음이 반영되었다.

1. 그 부지에 기록된 가장 강한 지진에 대해 적절한 여유를 가진 적당한 고려(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일반설계기준 2) 및 2단계 지진의 고려(10 

CFR 100 Appendix A),

2. 자연현상의 영향을 포함한 정상 및 사고상태 영향의 적절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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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될 안전기능의 중요성(일반설계기준 2), 그리고

4. 등가정적 하중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조물, 계통 및 기기가 지진하중 및 동시에 발생하는 다른 하중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적절한 동적 해석 또는 적절한 검증시험을 사용(10 CFR 

100 Appendix A).

    신청자는 본 지침 3.7.1절에 의하여 허용가능한 내진설계변수들을 사용함으로써 1

항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본 지침 3.8.1절에서부터 3.8.5절까지 지정한 바와 같이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설계에서 정상 및 사고상태에 의한 하중과 지진에 의한 하

중을 조합하는 것은 위의 항목 2를 준수한다.

    발전소 내진계통 및 내진부계통 해석의 검토범위에는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내진해석방법이 포함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모델링절차, SSI, 층응

답스펙트럼 작성, 비틀림효과의 포함, 내진범주 I급 콘크리트 댐의 내진해석, 내진

범주 I급 구조물 전도의 평가, 복합감쇠의 결정 등도 포함된다. 내진범주 I급 구조

물과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간의 상호작용 및 변수의 변동이 층응답스펙트럼에 미

치는 영향의 평가를 위한 절차와 설계기준이 검토에 포함된다.

    또한 격납건물 외부의 내진범주 I급 매설배관과 내진범주 I급 지상탱크의 내진해

석절차와 기준이 검토에 포함된다.

    계통 및 부계통은 선형 및 탄성 근거로 해석된다. 시간이력방법을 모든 주요 내진

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모드응답스펙트럼

해석법이 사용될 경우, 모드응답을 조합하는데 RG 1.92의 규정을 준수한다. 대안

이 사용되는 경우 허용가능 여부가 평가 및 확인된다.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

계 및 실증시험에 사용될 층응답스펙트럼 입력은 시간이력해석법으로부터 작성되

며 본 절에서 강화된 RG 1.122의 규정을 준수한다. 수직방향으로 상당한 구조적 

증폭을 보이는 모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는 수직내진계통 동적 해석을 

채택한다. 비틀림효과 및 전도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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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응답에 미치는 SSI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계된 구조물-지반 모델을 사

용한다. 지반의 비선형 응력-변형도와 감쇠의 적절한 관계를 해석에 고려한다. 검

토자는 신청자가 위에서 기술한 내진해석절차 및 기준을 사용하여 위의 항목 3의 

요건을 준수하는 내진설계에 관한 허용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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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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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2, "Design Bases for Protection 

Against Natural Phenomena"

4. 10 CFR 100 Appendix A, "Seismic and Geologic Siting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5. C. A. Miller, C. J. Costantino, and A. J. Philippacopoulos, "High Soil-Structure 

Damping Combined with Low Structural Damping," 7th SMiRT Paper K. 10/10, 

Chicago, IL, 1985.

6. "Proceedings of the Workshop on Soil-Structure Interaction," Bethesda, MD, 

NUREG/CP-0054, June 16-18, 1986.

7. “Recommended Revisions to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Seismic Design 

Criteria," NUREG/CR-1161, May 1980.

8. Regulatory Guide 1.60, "Design Response Spectra for Nuclear Power Plants"

 9. Regulatory Guide 1.92, "Combining Modal Responses and Spatial Components in 

Seismic Response Analysis"

10. Regulatory Guide 1.122, "Development of Floor Design Response Spectra for 

Seismic Design of Floor-Supported Equipment of Components"

11. Regulatory Guide 1.132, "Site Investigations for Foundations of Nuclear Power 

Plants"

12. Regulatory Guide 1.138, "Laboratory Investigations of Soils and Rocks for 

Engineering Analysis and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지 침 번 호 KINS/GE-N001

분 류 번 호 3.7.3

개 정 번 호 4

발 행 일 자 2014.1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분류번호 : 3.7.3

제 목 : 내진부계통해석

검토주관부서 : 구조부지분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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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 ‘92.4

1 ‘93.5 ‘93.5

2 ‘99.10 ‘99.10

3
김문수

신강식
‘09.12

김상윤

정해동
‘09.12

4
현창헌
이세현
김진성

‘14.11
임창복
김용범

‘14.12





제3.7.3절                                                     개정 4 – 2014.12- 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7.3절 내진부계통해석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의 검토범위는 플랫폼, 지지골조구조물, 야드구조물, 매설배관, 터널, 도관, 콘

크리트 댐, 공기저장탱크 등 모든 내진범주 I급 부구조물을 포함한다. 지지부를 포함한 

분배계통(예, 케이블트레이, 도관, HVAC, 배관)과 본 지침 3.9.2 및 3.9.3에서 검토하는 

기기 지지부에 대한 추가 내진해석기준이 본 절에 기술되어 있다. 이런 지지부와 건물

구조물의 철골/콘크리트 사이의 경계구조요소 역시 본 절에서 검토된다.

상세한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내진해석방법

 내진범주 I급 부계통에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 3.7.2절의 Ⅰ.1에 기술

된 내용과 검토되는 정보가 유사하다.

  2. 지진 싸이클 수의 결정

 지진사건동안의 지진 싸이클 수와 적용가능한 내진범주 I급 부계통 및 기기를 설

계하기 위한 최대 싸이클 수를 결정하는 기준 또는 절차를 검토한다.

3. 해석모델링 절차

  내진범주 I급 부계통에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 3.7.2절의 Ⅰ.3에 기술

된 내용과 검토되는 정보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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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동수 채택 근거

  지지구조물의 가진진동수와 기기 및 장비의 최저고유진동수를 분리하는데 사용된 

기준 또는 절차를 검토한다.

5. 감쇠에 대한 해석절차

  내진범주 I급 부계통에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 3.7.2절의 Ⅰ.13에 기술

된 내용과 검토되는 정보가 유사하다.

6. 지진운동의 세 방향 성분

  내진범주 I급 부계통에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 3.7.2절의 Ⅰ.6에 기술

된 내용과 검토되는 정보가 유사하다.

7. 모드응답의 조합

  내진범주 I급 부계통에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 3.7.2절의 Ⅰ.7에 기술

된 내용과 검토되는 정보가 유사하다.

8. 내진범주 I급 계통과 기타 계통의 상호작용

  내진범주 I급 부계통에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 3.7.2절의 Ⅰ.8에 기술

된 내용과 검토되는 정보가 유사하다.

9. 상이한 입력을 받는 다중지지 기기 및 부품

  동일건물내의 다른 높이에서 지지되거나 다른 건물에서 지지되어 있어 상이한 입

력을 받는 기기 및 부품의 내진해석 기준과 절차를 검토한다.

10. 등가수직정적계수의 사용

   내진범주 I급 부계통에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 3.7.2절의 Ⅰ.10에 기술

된 내용과 검토되는 정보가 유사하다.

11. 편심질량의 비틀림효과

   내진범주 I급 부계통에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 3.7.2절의 Ⅰ.11에 기술

된 내용과 검토되는 정보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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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내진범주 I급 매설배관, 도관 및 터널

   내진범주 I급 매설배관, 도관, 터널, 기타 부계통 등에 대하여, 지반매체의 유화특

성(compliance characteristics), 동적 압력, 지진에 의한 침하와 지지점에서의 부등

운동, 관통부, 고정된 구조물의 입구 등을 고려하는 내진기준과 방법을 검토한다.

13. 내진범주 I급 콘크리트 댐의 내진해석방법

   내진범주 I급 콘크리트 댐의 내진해석에 사용되는 해석방법과 절차를 검토한다. 

가정사항, 경계조건, 고려된 동수력학적 영향, 그리고 변형도에 종속적인 지반재료

특성을 해석에 고려하는 절차를 검토한다.

14. 지상탱크의 내진해석방법

   내진범주 I급 지상탱크에 대하여 동수력하중, 탱크의 유연성, 지반-구조물 상호작

용, 다른 관련된 매개변수 등을 고려하는 내진기준과 방법을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내진부계통 해석은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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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계통 및 기기가 수행될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적합한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

작,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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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는 지진 등의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에 의

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기준은 해당 부

지 및 인근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지진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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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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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내진해석방법

  본 지침 3.7.2절의 II.1에 제시된 허용기준이 적용가능하다.

2. 지진 싸이클 수의 결정

  발전소 수명기간중 적어도 한 번의 SSE와 적용가능하다면 다섯 번의 OBE가 발생

한다고 가정해야 한다. 계통해석에 사용된 시간이력으로부터 지진당 싸이클 수를 

구하거나, 또는 지진당 최소한 10 번의 최대응력싸이클 수를 가정할 수 있다.

  OBE가 SSE의 1/3 보다 작게 정의된 경우(그러므로 OBE가 설계에 고려되지 않음), 

여전히 OBE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 싸이클에 기인한 피로에 대해 평가될 필요가 

있는 구조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피로 계산에 사용되는 지진 싸이클 수

의 결정에 관한 지침은 배관계통에 대한 SRM SECY-93-087에서 제공된 지침과 같

아야 한다. 고려되어야 하는 지진 싸이클 수는 지진사건 당 10번의 최대응력싸이

클을 갖는 두 번의 SSE 사건이다. 두 번의 SSE는 한 번의 SSE 및 다섯 번의 OBE

의 주기하중 근거와 동일하다. 대안으로 IEEE 344-1987, Appendix D로부터 유도된 

경우, 20회의 SSE 최대응력싸이클과 동등한 작은 진동싸이클 수가 사용될 수 있다

(진폭이 최대 SSE 진폭보다 1/3 이상).

3. 해석모델링 절차

  본 지침 3.7.2절의 II.3 에 제시된 허용기준이 적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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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동수 채택근거

  공진을 피하도록 기기 및 부품의 최저고유진동수가 지지구조물 지배진동수의 1/2 

이하 또는 2 배 이상이 되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이 범위안의 고유진동수를 갖는 

기기는 적용하중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계된 경우에만 허용가능하다.

5. 감쇠에 대한 해석절차

  본 지침 3.7.2절의 II.13에 제시된 허용기준이 적용가능하다.

6. 지진운동의 세 방향 성분

  본 지침 3.7.2절의 II.6에 제시된 허용기준이 적용가능하다.

7. 모드응답 조합

  본 지침 3.7.2절의 II.7에 제시된 허용기준이 적용가능하다.

8. 내진범주 I급 계통과 기타 계통의 상호작용

  각 비내진범주 I급 계통은 구속재나 방호벽을 이용하여 임의의 내진범주 I급 계통

과 격리되도록 설계되거나, 내진범주 I급 계통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만약 

내진범주 I급 계통의 격리가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라면, 인접 비내진범주 I급 

계통은 내진범주 I급 계통과 같은 내진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내진범주 I급 계

통에 부착된 비내진범주 I급 계통의 동적인 영향은 내진범주 I급 계통의 모델에 반

영되어야 한다. 부착된 비내진범주 I급 계통의 경계로부터 첫 번째 앵커부분까지는 

SSE 강도의 지진에서 내진범주 I급 계통이 파손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본 지침 3.7.2절의 II.8에 제시된 허용기준이 계통 및 부계통 수준의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적용가능하다.

9. 상이한 입력을 받는 다중지지 기기 및 부품

  어떠한 경우에 기기 및 부품은 단일구조물 또는 두 개의 다른 구조물의 여러 지점

에서 지지된다. 주구조물과 각 지지점에서 구조물들의 운동은 매우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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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지점 또는 그 이상의 지점에서 지지되는 기기의 최대 관성응답을 해석하기 위

하여 여러 지지점의 개별 응답스펙트럼을 모두 포괄하는 포괄응답스펙트럼

(uniform response spectrum, URS)을 정의하는 것은 보수적이고 허용 가능한 기법

이다. 기기의 최대관성응답을 계산하기 위해 URS는 모든 지지점에 가해진다. 이 

방법은 포괄지지점운동(uniform support motion, USM) 방법으로 언급된다. 추가로, 

지지점들의 상대변위도 고려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통상적인 정적 해석절차

가 허용가능하다. 최대 상대 지지점변위는 건물의 구조응답계산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이 지지점변위는 가장 불리한 조합으로 지지되는 기기에 가해진다. 관성효과

와 상대변위에 의한 응답들은 절대합방법으로 조합되어야 한다.

  상기된 포괄응답스펙트럼방법에 의해 지진응답을 매우 과다 계산할 수 있다. 단일

구조물 내에서 기기가 다중지지되는 경우 내지 구조물 사이에 걸쳐있는 경우, 대안

은 독립지지점운동 방법이다. 독립지지점운동 방법의 사용에 관한 지침 및 기준은 

NUREG-1061, Section 2, Volume 4에 언급되어 있다. 독립지지점운동 방법이 사용

될 경우, 독립지지점운동 방법과 관련된 NUREG-1061의 모든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응답스펙트럼기법 대신에 지지점운동의 시간이력을 부계통의 가진하중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간이력기법은 포괄지지점운동 방법 및 독립지지점운동 방법에 비해 더

욱 실제적인 결과를 제공한다.

10. 등가수직정적계수의 사용

   본 지침 3.7.2절의 II.10에 제시된 허용기준이 적용가능하다.

11. 편심질량의 비틀림효과

   내진범주 I급 부계통의 경우 편심질량의 비틀림효과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편심

질량과 그 편심이 해석모델에 포함되어야 한다.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안별

로 검토한다.

12. 내진범주 I급 매설배관, 도관 및 터널

   내진범주 I급 매설배관, 도관, 터널 및 기타 부계통에 대하여 다음 항목이 해석에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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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반의 진동에 의해 유발되는 두 종류의 하중이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1) 주변토양을 통과하는 지진파 또는 토양과 고정점 사이의 부등변형에 의한 

상대변형

2) 구조물에 작용하는 횡방향 토압과 지하수의 영향

나. 배관의 변형 또는 변위, 배관앵커의 부등운동, 굴곡부 형상과 곡률의 변화 등

에 대한 주변토양의 정적 저항효과가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탄성기초상의 

구조물이론에 대한 원칙을 사용하는 절차도 허용가능하다.

다. 국부적인 지반침하에 의한 효과, 지반아치 등이 해석에 고려되어야 한다.

라. 지진으로 야기된 과도상태의 상대변형과 관련된 설계변수를 결정하는데 사용

된 실제방법들을 사안별로 검토하여 허용한다. 지침으로서만 활용할 추가의 정

보를 NUREG/CR-1161의 26쪽, ASCE 4-98의 3.5.2절 및 ASCE 보고서(Seismic 

Response of Buried Pipes and Structural Components)에서 찾을 수 있다.

13. 내진범주 I급 콘크리트 댐의 내진해석방법

   모든 내진범주 I급 콘크리트 댐의 해석을 위해, (수평방향 및 수직방향 지진하중 

모두에 의한) 힘의 동적 성질, 지진하중 하에서의 댐 재료의 거동, 지반-구조물 상

호작용(soil-structure interaction, 이하 SSI)효과, 지반의 비선형 응력-변형도 관계 

등을 고려하는 적절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사력댐의 해석은 본 지침 2.5.5절 

“사면의 안정”에서 검토한다.

14. 지상탱크의 내진해석방법

   지진하중을 받는 대부분의 지상 유체저장 수직탱크의 해석 시 복잡한 유한요소 유

체-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이 수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안인 "Housner 방법"(TID-7024)에 의해 이러한 탱크를 해석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의 주된 문제점은, 직접 적용 시 복합 유체-탱크 계

통이 수평 충격모드(impulsive mode)에서 강체탱크로 거동한다는 가정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이 탱크가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에 직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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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편평한 바닥의 탱크 또는 매우 강한 스커트 지지부를 갖는 탱크의 경우, 이 가

정에 의해 스펙트럼가속도는 기초의 영주기가속도를 사용하게 된다. 최근의 연구

(Veletsos(1974 및 1984), Veletsos and Yang(1977), Veletsos and Tang(1989), 

Haroun and Housner(1981))에 의하면, 전형적인 탱크설계에 있어서 탱크쉘 및 내

부유체의 수평방향 최저고유충격모드의 진동수에 대한 스펙트럼가속도가 영주기가

속도보다 매우 큰 값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강체탱크라고 가정하면 부적당한 

설계하중이 나올 수 있다. 탱크응답에 대해 SSI 효과는 역시 매우 중요하며, 수평 

및 수직운동 모두에 대해 고려된다.

   다음의 허용기준은 TID-7024 및 NUREG/CR-1161에 포함된 정보에 근거한다. 추가

지침이 ASCE 4-98, 3.5.4절에 제공된다. 이러한 참고문헌들에는 기준을 이행하는

데 허용 가능한 계산기법이 기술되어 있다. 이 기준들에서 의도하는 바를 만족시

키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타당성이 입증되면 역시 고려할 수 있다.

   가. 최소한으로 허용 가능한 해석에서는 적어도 두 개의 복합 유체-탱크 진동의 

수평방향모드와 한 개의 유체진동 수직방향모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탱크 쉘 

및 지붕의 응답이 쉘과 일치하여 움직이는 유체용량부분과 연계되는, 적어도 

한 개의 충격모드를 수평응답해석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적어도 유체의 최저

고유 출렁임 모드를 수평해석에 포함해야 한다.

   나. 유체-탱크 계통 진동의 수평방향 최저고유충격모드는 지지매체의 유연성 및 

탱크의 들림 경향을 적절히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강체탱크 가정은 입증

되지 않는 한 허용할 수 없다. 수평방향 충격모드 스펙트럼가속도 Sa1은 계산

된 모드진동수와 유체-탱크계통에 대한 적절한 감쇠를 사용하여 결정한다.

       대안으로 관련된 감쇠에 해당하는 최대스펙트럼가속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충격모드의 스펙트럼가속도를 결정하는데 사용한 감쇠값은, NUREG/CR-1161과 

Veletsos and Tang(1989)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SSI뿐만 아니라 탱크쉘 

재료와 관련된 계통감쇠에 근거를 두어야만 한다.

   라. 수평방향 출렁임 모드의 스펙트럼가속도 Sa2를 결정하는데, 유체감쇠비는 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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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쇠값의 0.5% 보다 큰 값이 실험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임계감쇠값의 0.5%를 

사용해야 한다.

   마. 탱크바닥에서의 최대전도모멘트 Mo는 본 지침 3.7.2절의 Ⅱ에 논의된 모드 및 

지진의 세 방향 성분 조합방법으로 구해져야 한다. Mo로부터 발생된 들림 인

장력은 앵커볼트 등으로 탱크를 기초에 고정시키거나 충분한 유체무게를 보강

된 스커트 지지부에 지지시켜서 견디도록 해야 한다. Mo에 견디도록 하는 후

자의 방법은 보수적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바. 탱크쉘 임의의 높이에 작용하는, 지진에 의해 야기된 동수압은 본 지침 3.7.2

절의 모드 및 지진의 세 방향 성분 조합방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탱크벽

의 최대원환력은 지반진동의 수직성분의 기여를 적절히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별도로 입증되지 않는 한 SSI의 효과를 계산에서 고려해야 한다. 탱크쉘

의 원환인장을 결정하기 위하여 임의 위치에서의 정수압에 그 위치에서의 동

수압을 더해야 한다.

   사. 탱크의 천정은 유체의 출렁임으로 인한 최고높이보다 높게 하거나 유체의 출

렁임에 의해 탱크천정에 가해지는 압력에 대해 설계되어야 한다.

   아. 부착점에서 탱크쉘은 부착된 배관에 의해 생기는 지진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이 설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적절한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자. 탱크기초는 탱크기초에 가해지는 지진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 3.8.5절 참조). 이 힘에는 Mo에 의해 발생되는 탱크쉘 축방향 압축 및 인장

력뿐만 아니라 탱크바닥에 가해지는 동수압이 포함된다.

   차. 상기 허용기준에 덧붙여서 탱크벽과 지붕의 좌굴, 연결배관의 파괴, 그리고 탱

크의 활동(sliding)을 막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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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다음에 기술된 절차로부터 특정한 경우에 적합한 내용을 선택한다.

  이 검토절차는 확인된 본 지침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이런 허용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허용기준에서 확인된 관련요건에 상응하는 허용가능한 방법이 대안으로 제공되

었는가를 보이는 사업자의 평가를 심사해야 한다.

1. 내진해석방법

  내진해석방법이 본 지침 3.7.2절 II.1의 허용기준과 일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2. 지진 싸이클 수의 결정

  지진 싸이클 수를 정하는데 사용된 기준 또는 절차가 II.2의 허용기준과 일치하는

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에, 허용기준으로부터 벗어난 데에 대

한 정당성 입증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한다.

3. 해석모델링 절차

  내진부계통해석의 모델링에 사용된 기준과 절차가 본 지침 3.7.2절 II.3의 허용기준

과 일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4. 진동수채택 근거

기기 및 장비의 최저고유진동수와 지지구조물의 가진진동수를 분리하는데 사용된 

기준 또는 절차가 Ⅱ.4의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5. 감쇠에 대한 해석절차

연계된 계통모델에서 서로 다른 요소들의 감쇠를 고려하는 해석절차가 본 지침 

3.7.2절 II.13의 허용기준과 일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6. 지진운동의 세 방향 성분

  부계통의 지진응답을 결정하는데 지진운동의 세 방향 성분을 고려하는 절차가 본 

지침 3.7.2절 II.6의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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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드응답의 조합

  응답스펙트럼모드해석방법이 사용될 때 모드응답 조합절차가 본 지침 3.7.2절 II.7

의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8. 내진범주 I급 계통과 기타 계통의 상호작용

  내진범주 I급 계통과 비내진범주 I급 계통 사이의 경계영역을 설계하는데 사용된 

기준이 II.8의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9. 상이한 입력을 받는 다중지지 기기 및 부품

  상이한 입력을 받는 다중지지 부품 및 기기의 내진해석을 위한 기준이 II.9의 허용

기준과 일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10. 등가수직정적계수의 사용

   등가수직정적계수의 사용을 위한 기준이 본 지침 3.7.2절 II.10의 허용기준과 일치

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11. 편심질량의 비틀림효과

내진범주 I급 부계통의 내진해석절차가 II.11의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12. 내진범주 I급 매설배관, 도관 및 터널

내진범주 I급 매설배관, 도관, 터널 및 기타 부계통의 해석절차가 II.12의 허용기준

과 일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13. 내진범주 I급 콘크리트 댐의 내진해석방법

내진범주 I급 콘크리트 댐의 내진해석방법이 II.13의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판단

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14. 지상탱크의 내진해석방법

내진범주 I급 지상탱크의 내진해석방법이 II.14의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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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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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결론의 근거도 언급한다.

  본 절의 평가확인사항은 본 지침 3.7.2절의 내용과 조합되어 3.7.2절 Ⅳ에 따라 정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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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7.4절 지진계측설비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지진계측설비와 관련한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Regulatory Guide 1.12에 제시된 지침과 비교. Regulatory Guide(이하 “RG”) 

1.12의 지진계측설비 지침과 제안된 지진계측설비를 비교한다.  또한 RG 1.12와 

상이한 계획은 각 부분에 대하여 근거를 검토한다.

지진계측설비가 설치되도록 선정된 내진범주 I급 구조물과 기기에 대하여 지진계

측설비의 설치위치를 검토한다. 그리고 지진계측설비 종류 및 설치위치의 선정근

거와 지진의 심각성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하여 지진계측설비를 어느 정도까지 유

지관리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2. 운전기준지진 초과여부 판단. 지진발생 후 지진계측설비에 기록된 자료에 대하여 

적기에 평가를 수행하여 발전소 정지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를 검토한다. 또한 계

측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의 운전기준지진(Operation Basis 

Earthquake, 이하 “OBE”) 초과여부를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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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 규정의 관련 요건에 근거하여야 한다.

1. 지진 영향을 적절히 판단하기 위한 계측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9호(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지질 및 지진)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준용되는 규

정에 따른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9호(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 의

하여 사업자는 방사선피폭량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소화(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이하 “ALARA”) 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지질 및 지진)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3호(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준용되

는 규정에 의하여 지진 발생 후 안전에 중요한 원전 시설의 지진 응답을 즉시 평

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측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앞에서 언급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는 기준으로서 이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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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계측기기의 종류, 위치, 작동성(operability), 특성, 설치, 기동(actuation), 원격 

지시, 유지관리는 다음에 언급되는 기준 및 절차를 만족해야 한다. 신청자가 이와 

상이한 특정 상세를 제안한다면, 그것의 허용여부는 현재 알려진 기술과 지금까

지 축적된 정보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제안된 대안이 앞에서 언급한 규제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그 부합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1. RG 1.12와 비교

지진계측설비 프로그램은 RG 1.12에 제시된 지침에 부합될 경우, 허용될 수 있다.

RG 1.12와 상이한 지진계측설비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 지침은 자유장, 격납건물, 그리고 기타 내진범주 I급 구조물에

서의 지진응답에 대한 시간이력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서 디지털 시간이력 가속

도 기록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추천한다.

 

설계인증(Design Certificate, 이하 “DC”)과 건설허가(Construction Permit, 이하 

“CP”) 신청자는 지진 발생 후 4시간 이내에 발전소 부지에서 기록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계측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삼축 시간이력 가속도계는 RG 

1.12에 명시된 각각의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자유장 또는 기초에 설치된 가속

도계가 트리거될 때 제어실로 통보되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계측기를 유지관

리 하는데 직업상 방사선피폭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소화(ALARA)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작동성 및 설치와 관련하여, 신청자는 가동정지 기간을 포함하여 발전소의 모든 

운전모드에서 지진계측설비가 작동됨을 입증하여야 하며, 발전소의 가동 및 정지 

기간 동안에 작동되는 계측설비의 수가 최대가 되도록 유지관리 및 보수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지진계측설비는 수평 성분이 내진해석을 위해 설정된 직교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견고한 받침에 지지되도록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하며 사고에 의한 충격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성능 및 특성과 관련하여, 지진계측설비는 RG 1.12에 명시된 각 기준을 만족하여

야 한다. 이 기준은 가동중시험, 기동을 지시하는 원격 경보, 기록 능력,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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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범위와 데이터 취득 시간간격, 기동 수준 또는 트리거(최소 수준, 조정가능성)

에 대한 조항을 포함한다. 그리고 수직 및 수평 입력 지진동과 동일한 시간이력 

가속도가 지진계측설비에 의하여 계측되어야 한다.

2. 운전기준지진(OBE) 초과여부 판단

OBE 초과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는 최대지반가속도 및 응답스펙트럼과 계측기의 

작동성 점검 등을 통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 평가는 지진발생 후 즉시 이루어

져야 한다. 자유장 또는 기초에 설치된 계측기로부터 측정된 진동의 최대가속도 

및 응답스펙트럼이 실제 구조물의 설계에 사용된 최대설계가속도 및 설계응답스

펙트럼을 초과할 경우, OBE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

원자력발전소에 작동 가능한 지진계측기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기(하드웨

어 및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었으나, 만일 지진계측기 또는 데이터 처리 기기가 작

동불능일 때는 OBE 초과여부를 다음 절차에 따라 판정한다.

가. 구조물 기초에 설치된 계측기에서만 지진 데이터가 계측되었을 경우에는, 기

초에서의 설계응답스펙트럼과 계측 데이터로부터의 응답스펙트럼을 비교하여 

운전기준지진 초과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기초에서의 응답스펙트럼이 기준값

을 초과하면 OBE는 초과된 것이며 발전소를 정지시켜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다음에 기술된 검토절차 중에서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자료를 선택하며, 검

토 절차는 인정된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허용기준과 차이가 

있는 경우, 검토자는 제안된 대안이 이 안전심사지침 II장에서 기술된 관련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방법에 대한 신청자의 평가를 검토해야 한다.

1. RG 1.12와 비교

지진계측설비가 RG 1.12의 지침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진계측설비에 

대한 계획이 검토되어야 한다. 제안된 지진계측설비와 규제지침의 지진계측설비 

사이의 차이 중 적절하게 정당화되지 않은 모든 차이를 식별하고, 이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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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신청자에게 요구한다.

지진계측설비의 위치 및 종류를 검토하여, 이 안전심사지침 II장에 기술된 허용기

준과의 일치여부를 결정하고, 제시된 지진계측설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신청자에게 추가설비를 요구한다.

자유장 또는 구조물 기초에 설치된 가속도계가 트리거될때 제어실로 통보되는 것

을 입증하기 위하여 지진계측설비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진계측설비 계획에 

청각 및 시각신호에 대한 설비가 없는 경우, 이러한 장비를 구축하도록 신청자에

게 통보한다. 가동중시험, 기동지시 원격경보, 저장 능력, 충분한 동적 범위, 기동 

수준 또는 트리거(최소 수준, 조정가능성), 데이터 취득 시간간격에 대한 조항이 

RG 1.12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운전기준지진 초과여부 판단

지진 전 계획과 지진 후 조치대책이 이 안전심사지침 II장에 설명된 ‘운전기준지

진 초과여부 판단 기준’에 부합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진계측설비 프로그램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진계측설비와 관련하여 제안서와 이 안전심사지침과의 차이

점이 적절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기술적 입증을 위한 요구가 신청자

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지진 발생의 심각성 정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지진 전 계획과 지진 후 조치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진계측설비에 기록된 자료는 발전소 현장점검으로부터 얻어진 정보와 더불어 

발전소 정지 여부의 초기결정에 사용되어야 한다. 필요한 정보에 부족함이 없는

지 확인되어야 하며, 부족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정보요청을 

하여야 한다.

3. 설계인증 신청서를 검토하는 경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는 요구조건과 제한사항

(예를 들면 연계 요구조건과 부지 매개변수)을 포함하여야 하고, 검토자는 최종안

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가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절차를 따라야한다.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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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 및 

계산이 안전심사보고서에 포함되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검

토자는 그런 결론들에 대한 근거에 대하여 서술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발전소에 제공되는 지진계측설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9호(방사

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지

질 및 지진)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

한 기술기준)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의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결론

은 다음에 근거한다.

신청자는 지진의 심각성을 신속히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제공하고, 발전소 현장점

검으로부터 얻은 정보 및 지진계측설비로부터 획득된 자료를 이용하여 발전소 정지여

부를 초기에 결정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요구조건을 만족시킨다. 신청자는 

계측기 설치위치에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직업상 방사선피폭을 최소화(ALARA)하도록 

하는 위치에 지진계측설비를 제공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9호(방사

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고, 지진계측설비 계획은 

RG 1.12에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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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8.1절  콘크리트 원자로 격납건물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분야

    콘크리트 격납건물이나 강재/콘크리트 격납건물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다음 

분야를 검토한다.

  1. 격납건물 개요  

    격납건물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요 구조적 형태와 요소를 정의하기에 충

분한 자료가 제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물의 평면도와 단면도를 포함한 설

명자료를 검토한다. 특히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유형을 확인하고 구조적・기능적 

특성을 평가한다.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여러가지 형태중에서 다음을 검토대상으로

한다.  

    가. 대기압 조건에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철근 및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가압경수 건식 격납건물

    나. 대기압 이하 조건하에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철근콘크리트 가압경수 격

납건물

    다. 상기 형태의 특정한 특성을 이용하거나 수정한 철근 및 프리스트레스 콘크리

트 가압경수 격납건물

    여러가지 형태의 격납건물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상부 돔과 원통형 벽체로 구

성된 상부 구조물과 이를 지지하는 편평한 콘크리트 기초슬래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본 지침의 상세조항은 어떠한 형태의 격납건물에도 적용 가능하지만 상부 

돔이 있는 원통형 벽체의 격납건물에 가장 적합하며, 다른 형태의 격납건물을 검

토할 경우에는 사안별로 본 지침의 적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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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납건물의 형상은 여러 높이에서의 평면도와 적어도 두 직교방향에서의 수직 단

면도를 이용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격납건물의 배치를 검토하고, 격납건물 

벽체와 주변 구조물, 벽체와 내부 칸막이 벽 및 층 슬래브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검토하여 각 구조요소들이 설계 경계조건과 설계하중 작용시의 격납건물 예상 구

조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격납건물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가. 주철근을 포함한 기초슬래브, 기초슬래브 라이너플레이트와 그 정착 및 보강

설계, 내부 구조물과 기초슬래브의 연결방법

    나. 주철근과 프리스트레스 텐돈을 포함한 원통형 벽체, 벽체 라이너플레이트와 

그 정착 및 보강설계, 인원 출입구, 기기관통부 및 배관관통부를 포함하는 주

요 관통부와 주위의 철근 배근, 보 받침대와 배관 구속재 및 크레인 받침대 

등 라이너플레이트를 관통하여 벽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적 부착물, 차폐건물 

등과 같이 외부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해 벽체에 부착되는 외부 지지물 등

    다. 주철근과 프리스트레스 텐돈을 포함한 돔과 링 거더, 라이너플레이트와 그 정

착 및 보강설계, 라이너플레이트 주요 부착물

    라. 기타 재장전수 밀봉 및 배수, 격납건물과 인접한 구조물과의 내외부 지진간극, 

영구지하수처리설비, 지하방수, 침하측정 설비 등 

  2. 적용코드, 표준 및 시방서

    격납건물 설계, 제작, 건설, 시험 및 가동중검사에 적용되는 설계코드, 시방서, 규

준, Regulatory Guide(이하 “RG") 및 기타 산업기술기준에 대해 검토하며 각 자

료에 명시된 특정 간행판, 간행일자 및 부록들을 검토한다.

  3. 하중 및 하중조합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이 KEPIC SNB, "격납구조"의 SNB 3000 및 RG 1.136과 일치

하는 지를 검토한다. 콘크리트 격납건물이 받는 하중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

다.  

    가. 격납건물 시공중에 발생하는 하중인 사하중, 활하중, 프리스트레스 하중, 온도

하중, 풍하중, 토압, 적설하중, 공사 관련 장비, 인력 및 공사재료 하중, 수평시

공하중, 장비반력, 거푸집압력

    나. 가동전 시험중에 받는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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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하중, 활하중, 운전중 온도에 의한 열하중 등이 포함되는 발전소의 기동, 정

상운전 및 정지시 받는 하중

    라. 발전소 부지의 설계기준 바람과 운전기준지진과 같은 심한 환경상태에서 받는  

하중

    마. 설계기준 토네이도나 안전정지지진과 같은 극한 환경상태에서 받는 하중

    바. 냉각재 상실사고를 포함한 비정상 상태에서 받는 하중

       격납건물 설계시 고려되는 발전소의 주요 비정상 상태는 설계기준 냉각재 상

실사고이며 고에너지 배관파단이 수반되는 기타 사고들도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고로 격납건물이 받는 하중에는 상승된 온도와 압력, 그리고 분사 충격력 및 

이와 관련된 비산물 충돌과 같은 국부하중 등이 있다.

    사. 냉각재 상실사고시 격납건물 살수계통 작동으로 생긴 물 범람을 포함한 비정

상 상태후 받는 하중

    아. 핵연료 피복재와 물 간의 100%의 반응에 따라 수소가 방출되는 사고로서 연

소되거나 사고후 비활성화에 따른 압력상승이 진행된 때의 압력, 사고후 수소 

비활성화 조절계통의 전면적인 오작동에 의해 발생되는 압력하중

     자. 핵연료 피복재인 철과 물의 반응으로 발생되는 폭발성 가스에 기인한 하중

    일반적으로 상기하중들을 조합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시험하중, 일반운전하중, 심한 환경상태에서 받는 일반운전하중, 극한 환경상태에

서 받는 일반운전하중, 비정상상태에서 받는 일반운전하중, 심한 환경상태와 동시

에 비정상상태에서 받는 일반운전하중, 극한 환경상태와 동시에 비정상 상태에서 

받는 일반운전하중, 심한 환경상태에서 받는 냉각재 상실사고후의 물범람하중.

    앞에 기술한 하중 및 하중조합은 일반적으로 모든 격납건물에 적용할 수 있으며 

기타 부지관련 특정 설계하중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하중은 일반적으로 비

정상상태의 하중과는 조합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각 경우마다 사안별로 검토

한다. 홍수, 잠재적 비행기 충돌(테러가 아닌), 발전소 부지 근처에서의 폭발 그리

고 근처 군사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포탄 및 미사일 등이 이러한 경우에 포함된다.

  4. 설계 및 해석절차

    격납건물에 대한 설계 및 해석절차가 KEPIC SNB-3000 및 RG 1.136과 일치하는지

를 다음 사항들에 대해 중점을 두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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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계조건에 대한 가정

      - 축대칭 및 비축대칭 하중의 처리

      - 과도 및 국부 하중의 처리

      - 콘크리트 크리프, 건조수축 및 균열의 영향 처리

      - 설계와 해석에 사용되는 전산 프로그램의 개요

      - 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접선전단력(막전단)의 영향 처리

      - 재료의 물리적 특성의 변동이 해석결과에 미치는 영향 평가

      - 대규모 관통부 및 단면 보강부위의 처리

      - 강재 라이너플레이트와 그 정착부의 처리

      -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극한능력

      - 구조 감사

      - 검토를 위해 제출되는 설계보고서

  5. 구조적 허용기준

    격납건물의 구조적 거동을 정량화하는데 필요한 여러 변수들에 대한 설계 제한사

항이 KEPIC SNB-3000 및 RG 1.136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며, 특히 안전여유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허용응력, 변형률, 전체변형 및 기타 변수들에 중점을 둔다. 

각 하중조합에 대해 제시한 허용값을 본 절의 II.5에 기술된 허용한계와 비교한다. 

이러한 허용한계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수가 포함된다. 

      - 막응력, 막응력과 휨응력을 합한 응력 및 국부응력 등을 포함한 콘크리트의 

압축응력

      - 수평하중으로 인한 접선응력(막응력) 등 콘크리트의 전단응력

      - 철근의 인장응력

      - 프리스트레스 텐돈의 인장응력

      - 막변형율, 막변형율과 휨변형율을 합한 변형율을 포함한 라이너플레이트의 인

장과 압축 변형률 한계

      - 인접 콘크리트 변형의 영향을 포함한 라이너플레이트 정착부의 힘/변위 한계

  6. 자재, 품질관리 및 특수공법

    격납건물의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에 관한 사항이 KEPIC SNB-2000 및 RG 1.136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주요 검토대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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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크리트 배합성분

      - 철근 및 철근의 이음

      - 프리스트레스 계통

      - 라이너플레이트

      - 라이너플레이트 정착부 및 관련 부품

      - 보 지지대와 크레인 브라켓과 같은 매설되는 구조용 강재

      - 프리스트레스 텐돈에 이용되는 부식방지 화합물  

    격납건물의 제작 및 건설에 이용되는 품질관리계획이 다음 항목과 KEPIC 

SNB-4000, SNB-5000 및 RG 1.136에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콘크리트, 철근, 철근의 기계적 이음, 라이너플레이트 및 그 정착부, 프리스트레스 

계통 등의 물리적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포함한 재료 조사; 콘크리트 타설, 

라이너플레이트, 철근  및 프리스트레스 계통의 설치 허용 한도.

    슬립 폼과 같은 특수하거나 새롭거나 독특한 건설 기술이 제안될 경우에는 격납

건물의 구조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안별로 검토한다.

  7. 시험 및 가동중 점검요건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경우 가동중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열화 확인을 위한 방법 

및 고준위 방사선 구역의 원격 육안감시체계 등 가동중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상

태 감시 방안이 제공되는지 검토한다.

    완성된 격납건물과 작업원 출입구 및 장비 관통부 등의 개별요소에 대한 가동전 

구조시험계획에 대해 시험목적 및 허용기준 등이 KEPIC SNB-3000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운영허가 심사시 프리스트레스 텐돈에 대한 정기점검 및 검사와 같은 

가동중 점검 계획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기술시방서 등을 검토하며 과거에 시도된 

적이 없는 설계방법의 검증을 위한 특수한 시험 및 가동중 점검시의 요구사항은 

사안별로 검토한다.

    격납건물 구조건전성과 관련하여 KEPIC MIL에 따른 가동중 점검계획이 제공되는

지, 이 점검계획에 접근 불가능 구역에 대한 점검방안, 지하수의 화학성분 감시, 

침하 및 부등침하 감시 등이 포함되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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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콘크리트 격납건물 설계에 대한 허용기준은 다음의 규제요건을 만족하도록 설정되

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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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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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

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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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하여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 격납건물 및 

관련계통은 설계에 고려되는 모든 사고조건에 대하여 격납건물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누출이 최소화되도록 누설밀봉 방호벽기능을 갖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격납용기 설

계기준사고시에 예상되는 격납건물 최대압력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5. 10 CFR 50.34(f) : 강재 격납건물은 100%의 핵연료 피복재와 물의 반응으로 생성

되는 수소가 방출되는 사고시에 발생된 하중과 수소화재나 사고후 비활성화에 따

라 추가된 압력에 의한 하중, 사고후 수소비활성화 냉각계통의 전면적인 오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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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발생되는 압력하중(지진하중이나 설계기준 사고하중은 제외)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 : 원자력발전소 품질보증 기

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본 절 II.2에 명시된 RG 및 산업기술기준은 관련정보, 추천사항 및 지침을 제공하

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10 CFR 50.34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에 대한 판단근거로 이용된다. 또한 본 절의 I에 기술된 검토분야에 대해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격납건물 개요

    안전성분석보고서 기술내용이 RG 1.70 "원자력발전소 안전성분석보고서 표준양식 

및 내용"의 3.8.1.1절에 기술된 최소요건을 만족하면 허용된다. RG 1.70에 구체적

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은 새롭고 특이한 형태의 콘크리트 격납건물인 경우 검토

자는 구조적 측면에서의 심도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자료를 요구한다.

  2. 적용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설계, 자재, 제작, 설치, 검사, 시험 및 가동중 점검은 부분적 

또는 전반적으로 허용 가능한 코드, 표준규격, 시방서 및 지침에 따르며, 다음 코

드 및 지침이 허용된다.

       코    드                            제      목

      KEPIC SNB                           격납구조 

      KEPIC MIE                  금속격납용기 및 금속라이너

      KEPIC MIL                        콘크리트격납용기

       규제지침                            제      목

         1.107             격납건물에 사용되는 프리스트레싱 텐돈용 시멘트 그라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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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검증

         1.115             저궤도 터빈 미사일 방호

         1.136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설계한도, 하중조합, 재료, 시공 및    

                           시험

         1.35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그라우트 되지 않은

                           텐돈의 가동중 점검

         1.35.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검사를 위한 유효응  

                           력 결정

         1.7                LOCA시 격납건물 내부 폭발성 가스 처리

         1.90               그라우트된 텐돈이 설치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격납

                           건물에서의 가동중 점검

          1.91               발전소 인근 이송로에서 폭발에 대한 평가

         

  3. 하중 및 하중조합

    명시된 하중 및 하중조합이 KEPIC SNB-3000 및 RG 1.136과 일치하면 타당하며 

표 SNB-3230-1에 명시된 요건중 아래 사항은 예외이다.

    가. Pa, Ta, Ra, Rrr, Rrj 및 Rrm의 최대값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시간이력 해석을 수행하여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LOCA 및 SRV 동작에 의한 수력학적 하중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 OBE를 설계입력으로 특별히 선정하지 않는다면 OBE는 발전소 정지 및 검사 

에만 관련된다. 만약, OBE가 SSE의 1/3 이하이면 설계해석이나 응답해석이 요

구되지 않으며, OBE가 SSE의 1/3보다 크면 격납건물의 응력, 변형율, 변형이 

한계치 이내이고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설계 및 해석이 수행되어

야 한다.

        OBE가 SSE의 1/3보다 작을 경우 관통부나 벨로우즈 같은 구조 요소는 OBE가 

유발하는 반복응력에 대한 피로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로평가에 

사용되는 지진 사이클 수는 배관계통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지진 사이클 수는 2회의 SSE에 대하여 1회당 10번의 최대응력 사이클 

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대체방법으로 20회의 전체 SSE 진동 사이클에 해당하

는 부분 진동 사이클 수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최대 SSE 진폭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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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진폭이 적용되어야 하며 KEPIC END-2000 부록 D에 부합하여야 한다.

    라. 냉각재 상실사고후의 홍수가 설계에 고려될 경우에는 KEPIC 코드에 냉각재 

상실사고후의 홍수와 OBE가 같이 하중 조합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 경우 OBE

는 SSE의 1/3 이하이며, 다른 하중조합에 비해 덜 가혹한 경우 이 하중조합은 

생략할 수 있다.

    마. 핵연료 피복재와 물 간의 100% 반응으로 생성되는 수소가 방출되는 사고시에 

수소가 연소되어 발생된 압력이나 사고후 비활성화(이산화탄소를 비활성화 용

재로 가정)에 따라 상승한 압력이 작용될 때, 격납건물의 건전성은 KEPIC 

SNB-3720의 계수하중범주(압력하중과 사하중만을 조합)의 요건에 만족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하한값으로 사하중과 310 kPa(45psig)의 압력하중의 조합시

에 이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바. 격납구조물은 사고후 수소비활성화 조절계통(이산화탄소로 가정)의 전면적인 

오작동에 의해 발생되는 압력하중에 대해 설계되어야 한다.(이 경우 지진하중

과 설계기준 사고하중은 배제) 이 조건하에서 격납건물 라이너는 SNB-3720의 

한계값을 유지하여야한다.

     상기의 하중 및 하중조합 요건에 의해 KEPIC SNB-3000에 추가되는 하중조합과  

SNB-3720을 만족하여야 하는 하중조합은 다음과 같다.

        1) 계수하중범주 : D + Pg1 + [Pg2 나 Pg3]

        2) 사용하중범주에서 격납건물 라이너의 변형률은 Pg3 압력의 작용시 SNB-3720의 

한계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상기 1)이나 2)의 최소설계조건으로, 다음 하중조합을 만족하여야 한다. : D 

+ 310 kPa

         여기서 D  : 사하중

               Pg1 : 핵연료 피복재와 물 간의 100%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수소가 방  

                    출되는 사고시의 압력

               Pg2 : 통제되지 않는 수소연소로 인한 압력

               Pg3 : 이산화탄소를 비활성화 용재로 가정하여 사고후 비활성화에 따

른 압력

     사. 기타 부지 근처의 폭발 위험, 홍수, 잠재적 항공기 충돌(테러가 아닌), 군사적 

설치물에 의한 또는 터빈 사고에 의한 비산물 등과 같이 격납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지관련 혹은 발전소 관련 하중들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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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격납건물 시공중에 발생하는 하중인 사하중, 활하중, 프리스트레스 하중, 온도

하중, 풍하중, 토압, 적설하중, 공사 관련 장비, 인력 및 공사재료 하중, 수평

시공하중, 장비반력, 거푸집압력 등은 KEPIC SNB Table-3230-1을 적용한다.

     자. 10 CFR 50.44에서 요구하는 핵연료 피복재의 량과 물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개스와 관련한 압력하중에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이 견딜 수 있음을 

해석적으로 보여야 한다.

  4. 설계 및 해석 절차

    강재 라이너를 포함한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설계 및 해석절차는 KEPIC SNB-3300 

및 RG 1.136과 일치하면 허용된다. 특히 본 절의 I.4에 명시된 검토분야에 대해서

는 다음 절차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가. 경계조건에 대한 가정

       경계조건은 사용되는 해석방법과 분리 해석되는 격납건물의 대상 부분에 따라 

좌우된다.  유한요소법을 해석방법으로 사용하고 기초지반을 해석모델에 포함

시킬 경우, 주위 지반으로부터 해석에 고려되는 기초지반을 분리시키는 분할선

이 경계가 된다. 기초지반의 경계는 경계를 더 확대한 경우의 해석결과에 비해 

보수적인 결과를 제공하거나 동등한 결과를 제공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격납

건물의 벽체와 기초슬래브만을 고려하여 해석할 경우 기초슬래브 바닥을 해석

모델의 경계로 하며 기초 아래 지반은 적절한 지반스프링으로 모델링 한다. 격

납건물 벽체와 기초 슬래브를 분리하여 해석할 경우 벽체의 밑부분과 기초슬

래브간의 변형률 적합조건이 만족되면 허용된다.

    나. 축대칭과 비축대칭 하중

       격납건물 벽체에 있는 관통부 및 부벽을 포함한 벽체의 전체적인 거동은 압력 

작용상태에서 축대칭 거동을 보이므로 격납건물의 기하학적 형상을 축대칭으

로 가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바람, 토네이도, 지진 및 배관파단에 의해 

야기되는 하중에 대해서는 비축대칭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다. 과도하중과 국부하중

       정상운전중에는 격납건물 벽체를 두께방향으로 직선분포하는 온도경사가 발생

된다. 그러나 냉각재 상실사고후 강재라이너와 인접 콘크리트에서의 급격한 온

도증가로 격납건물 벽체 두께방향으로 비선형 분포의 과도적인 온도경사가 발

생되며 이러한 과도적인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과도 및 국부하중의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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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격납건물의 전체적인 거동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경계조건으로 하여 과

도 및 국부하중을 받는 부분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여 평가한다.

    라. 콘크리트의 크리프, 건조수축 및 균열

       콘크리트에 대한 크리프와 건조수축 값은 격납건물에 사용될 콘크리트를 시험

하거나, 같은 종류의 콘크리트로 건설된 격납건물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시편과 구조물의 실제 콘크리트간의 환경차이를 고

려해서 해석해야 한다. 

       일부 격납건물의 경우 KEPIC SNB-6000에 의한 구조건전성시험시 균열 발생이 예

상될 수 있으며, 설계압력과 지진하중의 하중조합 상태에서 추가적인 균열 발생이 

예상될 수 있다. 콘크리트의 균열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다양성으로 인해 부

재하중의 재분배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격납건물의 강성 및 고유진동수에 영향을 준

다. 그러므로 영향받은 응답/하중이 격납건물 설계에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

진 및 동수력 하중 등의 동적하중에 대한 동적응답을 계산할 때에는 콘크리트 균

열의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방법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다양성

으로 인한 콘크리트의 균열에 따른 부재하중의 재분배 영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콘

크리트 구조물의 해석에 사용되는 전산프로그램의 발달에 따라 콘크리트 균열 평

가가 유한요소모델에서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대체방법으로 격납건물 쉘의 

강성 특성의 변화에 대한 응답을 결정하기 위한 균열 영향을 고려한 추가적인 해

석이 사용될 수 있다. 격납건물의 최대 변형율 및 변형 예상 방법으로 콘크리트 균

열 결과로써 전단강성 및 막인장강성 감소영향을 고려하는 KEPIC SNB-3320에 기

술된 내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진하중이 포함된 극심한 하중하에서는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균열에 대한 고려가 필요없다면 그에 따른 

기술적 정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ASCE 4-98 3.1.3항에는 콘크리트 요소 강성을 

모델링하기 위한  추가의 방법이 가이드로 제시되어 있다.

    마. 동토압

        콘크리트 격납건물 매립 벽체에 대한 동적 횡토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횡

토압하중은 다음의 두가지 경우에 대해 평가하면 타당하다. 첫째는 횡토압이 

정토압과 ASCE 4-98 3.5.3.2항에 따라 계산된 동토압의 합과 같을 때, 둘째는 

횡토압이 수동토압과 같을 때이다. 제시된 방법보다 더 보수적인 방법을 적용

하는 경우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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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전산 프로그램

       설계와 해석에 사용되는 전산프로그램은 다음의 한 절차나 요건에 따라 타당

성을 확인한다.

        1) 공적으로 인정된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추가적인 입증없이 적용성과 타당성

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일련의 시험예제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 해석 결과가 독립적으로 작성되고 

공적으로 인정된 유사 프로그램으로 얻은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

을 나타내야 한다. 시험예제는 공적으로 인정된 프로그램으로 해석된 문제

와 유사하거나 동 문제의 응용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3) 일련의 시험예제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 해석결과는 고전적인 해석에 의한 

결과나, 승인된 실험에 의한 결과 또는 기술문헌에 있는 해석결과와 실질

적으로 일치함을 보여야한다. 시험예제는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해석된 고전적인 문제와 유사하거나 응용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각 

전산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결과에 대한 요약비교 자료가 제공되어

야 한다.

    사. 접선전단력

       접선전단력에 대한 설계 및 해석절차는 KEPIC SNB-3000에 일치하면 허용된다.  

예외사항은 본 절의 II.5에 기술되어 있다.

    아. 물성값의 변동

       물성값의 변동이 해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영향이 큰 경우 이러한 

물성값의 상·하한 경계를 사용하여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중요 물성값으로

는 토질 탄성계수, 콘크리트 탄성계수 및 포아송 비가 있다.

    자. 보강된 관통부

       대규모의 두께가 보강된 관통 부위가 격납건물의 전반적인 거동에 미치는 영

향은 ‘다.’항에 기술된 국부하중에서의 경우와 같이 처리한다.

    차. 강재 라이너플레이트와 정착부

       강재 라이너플레이트와 그 정착부에 대한 설계 및 해석절차는 KEPIC SNB- 

3600과 일치하면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라이너플레이트 해석시에는 제작 및 시

공오차로 인한 기하학적 형상의 편차를 해석에 고려해야 하며 라이너플레이트 

및 그 정착재료에 대해 가정된 물성의 변동을 고려해야 한다. 라이너플레이트

는 보통 비교적 좁은 간격으로 정착되기 때문에 고전적인 평판이나 보 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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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한 것이면 허용된다. 라이너플레이트의 변형은 콘크리트 벽체가 라이너플

레이트보다 훨씬 강성이 크기 때문에 콘크리트 변형에 좌우된다. 벽체 해석시 

여러가지 하중조합 하에서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변형은 라이너플레이트 및 관

련 정착물에 변형 및 응력을 야기시키는데 이를 포함한 변형률이 KEPIC SNB 

표 SNB-3720-1과 SNB-3730-1에 정의된 허용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카.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극한내압능력

       격납건물의 극한내력을 결정하기 위한 해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설계기준 사고

압력을 초과하는 안전여유도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격납건물

          실린더형 철근콘크리트 격납건물은 불연속면에서 떨어진 위치에서 최대 막 

변형율이 1%에 도달함을 근간으로 극한내압능력을 예상하는 허용된 방법이 

있으며, 콘크리트 안쪽벽에 위치한 원주방향 철근이 관심 대상이다. 원주방

향 철근의 변형율 계산에는 콘크리트 벽체 안쪽 반경을 이용하여야 한다. 

필요한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철근에 대해 재료 비선형거동과 기하학적 비

선형거동을 둘다 고려해야 한다. 철근의 응력-변형율 곡선은 코드에 기술된 

최소항복강도와 항복강도를 초과하는 구간에서의 곡선은 철근 규격에 따른 

대표값을 근거로 한다. 설계기준사고 온도에서의 철근의 응력-변형율 곡선

도 작성해 두어야 한다.

          실린더형 또는 비실린더형 격납건물의 해석에 대체 파괴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

          NUREG/CR-6906은 극한내압능력 평가를 위한 철근콘크리트 격납건물의 컴

퓨터 모델링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주) 실존하는 격납건물의 해석적 방법의 적용에는 실제 사용된 철근 및 콘

크리트 재료 물성을 사용할 수 있다. 주요 재료 물성중 충분한 데이터가 있

는 경우 합리적으로 신뢰할만한 하한값, 메디안, 상한값을 적용가능하다. 이

러한 값들은 설계기준사고온도에서의 값으로 환산되어야 한다. 결정론적 평

가방법에서는 하한값이 사용되어야 한다. 확률론적 위험도평가에서의 압력 

대비 파괴확률은 재료물성의 통계적 분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격납건물

          실린더형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격납건물은 불연속면에서 떨어진 위치에

서 최대 막 변형율이 0.8%에 도달함을 근간으로 극한내압능력을 예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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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방법이 있으며, 이 변형율 한계는 내압의 저항을 담당하는 모든 재

료인 텐돈, 철근 및 라이너 등에 적용 가능하다. 

          앞서 철근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기술한 비선형거동을 고려하는 허용기준

은 텐돈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하다.

        3) 격납건물 관통부

          극한내압능력의 완전한 평가는 장비반입구, 인원출입구 및 대형 배관 관통

부 같은 격납건물 관통부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이 해석에는 기계관통부 

및 전기관통부의 잠재적 누설경로를 고려하여야 한다.

       해석 및 결과에 대한 상세내용은 다음 사항이 함께 기술된 보고서 형태로 제

출되어야 한다.

        1) KEPIC 코드에서 정의된 설계압력, Pa

        2) 정적 내압능력 계산값

        3) 동적 압력으로부터 산정된 등가 정적 내압능력

        4) 관련 파괴모드

        5) 라이너 강재, 철근 및 프리스트레스 강선에 대한 응력-변형률 관계, 철근 

및 프리스트레스 강선의 거동과 관련한 가상 하중조건시 라이너의 거동

        6) 원 설계를 지배하는 기준과 파괴를 정의하는데 적용된 기준

        7) 해석 상세내용 및 일반결과

        8) 격납건물에 적용된 해석내용을 평가하고 모델링을 검증하는데 적합한 공학

적 도면

    타. 구조 감사

       구조 감사는 안전심사지침 3.8.4절의 부록 3.8.4-2에 따른다.

    파. 설계 보고서

       설계 보고서는 안전심사지침 3.8.4절의 부록 3.8.4-3을 만족하면 허용한다.

  5. 구조적 허용기준

   가. 격납건물 구조재의 허용응력과 변형률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KEPIC 

SNB-3400 및 RG 1.136을 따르는 경우 허용된다.

       SNB-3421.5

       콘크리트에 의해 저항되는 접선전단응력 vc는 표 SNB-3230-1의 비정상/심한환

경과 비정상/극심한 환경 조건에서 각각 276 kPa(40psi)와 414 kPa(60psi)를 초



제3.8.1절                                                        개정 4 -2014. 12 - 15 -

과하지 않아야 한다.

        콘크리트에 의해 저항되는 접선전단응력 vc를 초과하는 부분을 저항하는 철근

의 설계기준은 격납건물 설계 코드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일부 발전소의 경우, KEPIC SNB-3421.5에 따라 콘크리트는 접선전단응력에 저

항하지 않으며 직교하는 철근에 의해 제공되는 접선전단강도는 0.833√f'c(MPa) 

[10√f'c(psi)]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주인장응력은 1/3√f'c(MPa) [4√f'c(psi)]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여기서 f'c의 단위는 MPa 또는 psi) 

   나. 라이너플레이트와 이의 정착부의 경우, 응력 및 변형율에 대한 특정한계는 각

각 KEPIC SNB 표 SNB-3720-1 및 SNB-3730-1을 따르는 경우 허용된다.

 6. 자재, 품질관리 및 특수공법

   가. 건설자재는 KEPIC SNB-2000과 RG 1.107과 1.136을 만족하는 경우 허용된다.

   나. 품질관리계획은 RG 1.94, 1.136, KEPIC SNB-4000 및 SNB-5000의 해당요건에 따

를 경우 허용된다.

   다. 특수공법은 각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7. 시험 및 가동중 점검요건

   가. 격납건물 건설후, 가동전 구조물 입증시험 절차는 KEPIC SNB-6000과 일치할 경우 

허용된다.

   나. 철근콘크리트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격납건물은 KEPIC MIE, MIL의 점검

요건이 부과되며, 이 요건에는 가동전점검, 가동중점검, 보수/교체 및 허용기준

에 대한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 열화의 징후가 있을때는 

접근 불가능한 구역도 같은 열화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격납건물에 대한 주요 부위의 가동중검사는 중요하며, 발전소 안전을 

위하여 격납건물의 상태를 감시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발전소별로 설

계에서 고려된 격납건물 가동중검사를 위한 물리적 접근방법, 접근 불가능한 

지역의 열화발생을 확인하는 대체방안 및 고방사선 구역에 대한 원격 육안감시

방법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발전소 부지 지하수/토양이 pH>5.5, 염화물<500ppm, 황산염<1500ppm의 조건일 

때 정상적인 조건에서 접근 불가능한 지하에 매립된 콘크리트 벽체 및 기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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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수용 가능한 계획은 (1) 어떤 이유로 굴착이 되었을 때 노출된 부분에 대

한 열화를 점검하고 (2) 지하수가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지

내 지하수 화학성분에 대해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것이다.

       발전소 부지 지하수/토양이 상기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의 허용가능한 방법은 

정상적인 조건에서 접근 불가능한 지하에 매립된 콘크리트 벽체 및 기초에 대

해 주기적 감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이다.

   라.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경우 운영허가를 위한 기술시방서에 제시된 

텐돈의 가동중 검사요건은 그라우트되지 않은 텐돈의 경우에는 RG 1.35와 

1.35.1을, 그라우트된 텐돈에 대해서는 RG 1.90을 만족하면 허용된다.

   마. 가동전 및 가동중 종합누설률시험 기준은 안전심사지침 6.2.6절에 제시되어 있다.

   바. 새로운 형태의 격납건물이 설계되는 경우 격납건물의 가동전 및 가동중 점검과 

관련하여 상기 기술된 내용 이외에 새로운 형태에 따른 추가사항이 있는지 검

토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다음에 기술된 검토절차 중에서 신청자가 제안한 발전소에 적합한 검토

절차를 선정하여 검토를 수행한다. 검토절차는 허용기준에 근거하고 있으며, 허용기준

과 차이점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가 제시한 관련 평가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격납건물 개요

    격납건물의 유형 및 기능적 특성을 확인하여 과거에 인가된 유사발전소의 자료를 

참고한다. 이러한 정보는 안전성분석보고서와 허가신청서의 변경내용에서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통해 검토대상과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세히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 사용

되지 않았던 새롭고 특이한 사항은 더욱 자세히 조사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

술된 내용이 RG 1.70의 내용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기술된 내용이 충분

한가를 결정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검토초기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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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허용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

    코드, 표준, 지침서 및 시방서 목록은 본 절 II.2에 기술된 목록과 비교하여 검토한

다. 간행판 및 부록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하중 및 하중조합

    하중 및 하중조합은 본 절 II.3과 비교하여 보수적인지 검토한다. 잠재적인 항공기 

충돌과 같이 해당 발전소 부지특성에 따른 하중조건으로 본 절 II.3에서 다루지 않

은 사항은 사안별로 검토한다. 적절하게 입증되지 못하여 하중 및 하중조합의 요

건에 만족되지 않는 사항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추가로 고려하도록 관련

사항을 통보한다.

  4. 설계 및 해석 절차

    설계 및 해석 절차를 KEPIC SNB-3000에 따를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절차에 대한 예외사항은 사안별로 검토・평가한다. 특히, 본 절 II.4에 포함

된 검토분야가 허용기준에 만족되는지 평가한다.

  5. 구조적 허용기준

    콘크리트, 철근, 라이너플레이트 및 이의 정착부와 프리스트레스계통 부품의 허용

응력 및 변형률에 대한 제한사항을 본 절 II.5에 기술된 허용한계와 비교・검토한

다. 일부 하중조합과 국부지점에서 이 허용한계에 만족되지 않음을 신청자가 제안

하는 경우, 격납건물의 구조적 건전성에 손상이 없음을 보이는 입증결과를 검토한

다. 이 입증결과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신청자가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든

지, 본 절 II.5에 기술된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하여야한다.

  6. 자재, 품질관리, 특수공법

    자재, 품질관리, 특수공법에 대한 사항을 본 절 II.6의 내용과 비교·검토한다. 허

가된 사례가 없는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자재의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험 및 근거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한다. 이와 유사하게, 새로운 품질관리 계획

이나 공법에 대해서는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및 이의 정착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는가를 검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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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시험 및 가동중 점검 요건

    초기 구조건전성 시험계획을 본 절 II.7과 비교・검토하며 제시된 편차에 대해서는 

각 사안에 따라 고려한다. 운영허가를 위한 기술시방서에 기술되어 있는 프리스트

레스 텐돈 및 KEPIC MIE, MIL의 가동중검사, ILRT, 발전소 부지 지하수/토양에 대

한 사항을 비롯한 가동중점검계획도 유사한 방법으로 검토한다.

IV.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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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콘크리트 격납건물 설계가 허용가능하고, 원자력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의 관련요건에 만족되며 10 CFR 50.34와 50.55a 및 일반설계기

준 1, 2, 4, 16 및 50에 만족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을 근거로 한다.

  1. 신청자는 콘크리트 격납건물이 안전기능에 상응하는 품질표준에 의해 설계, 제작, 

설치, 시험, 검사되는 것을 입증하여 10 CFR 50.55a 및 일반설계기준 1의 내용을 

만족시켰다.

  2. 신청자는 콘크리트 격납건물이 발전소 부지에서의 가장 혹심한 지진에 충분한 여

유도를 갖고 저항하며 정상상태시 또는 사고시 지진 및 기타 자연현상과 같은 환

경하중 영향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일반설계기준 2를 만족시켰다.

  3. 신청자는 격납건물을 비산물, 배관 휩 및 배수와 관련된 동적 영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일반설계기준 4를 만족시켰다.

  4. 신청자는 자연환경으로의 방사능물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지벽으

로 격납건물을 설계함으로써 일반설계기준 16을 만족시켰다.

  5. 신청자는 콘크리트 격납건물이 설계 누설율과 사고시 압력 및 온도에 대해 충분

한 여유를 갖도록 설계되었으며 사고 발생 기간동안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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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임으로써 일반설계기준 50을 만족시켰다. 이 설계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신청

자는 아래 기술된 RG와 산업기술기준의 요구내용을 적용하였으며 또한 적절한 

해석을 수행하여 격납건물의 극한 능력이 초과되지 않음을 입증하고 설계에 대한 

최소 안전여유도를 확보하였다.

     발전소 수명기간중 구조물에 작용될 수 있는 예상하중 및 가상조건에 견디기 위

해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해석, 설계 및 건설에 사용된 기준은 기존의 관련 기준, 

규제기관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 코드, 표준규격, 지침 및 시방서와 일치하며, 이

것은 RG 1.7, 1.35, 1.35.1, 1.90, 1.107, 1.136 및 KEPIC SNB에 만족된다.

     적용되는 코드, 표준규격, 지침 및 시방서로 정의된 이러한 기준의 사용; 하중 및 

하중조합; 설계 및 해석 절차; 구조적 허용기준; 자재, 품질관리계획 및 특수공법, 

그리고 시험 및 가동중 점검 요건은 바람, 토네이도, 지진 및 격납건물 내・외부

에서 발생하는 각종 가상사고시 구조물이 구조적  건전성이나 방사능 누출을 막

는 안전기능에 손상을 받지 않고 명시된 설계조건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합리

적으로 보증하게 된다.

  6. 신청자는 구조설계에 대한 품질보증프로그램 요건의 이행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만족시켰다.

  7. 적용 가능한 경우, 신청자는 핵연료 피복재와 물 간의 100% 반응으로 생성되는 

수소가 방출되는 사고시에 수소가 연소되어 발생된 압력을 수용할 수 있으며 수

소저감장치를 고려하여 발전소를 설계함으로써 10 CFR 50.34 요건을 만족시켰다.

  8. 신청자는 핵연료 피복재인 철과 물의 반응으로 발생되는 폭발성 가스에 기인한 

하중을 고려하여 격납건물의 구조적건전성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함으로써 10 

CFR 50.44 요건을 만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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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8.2절 강재 원자로 격납건물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강재 격납건물이나 강재/콘크리트 격납건물의 MC 등급의 강재요소에 대해 다음 

분야를 검토한다.

  1. 격납건물 개요  

   가. 격납건물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요 구조적 형태와 요소를 정의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물의 평면도와 단면도를 포함

한 설명자료를 검토한다. 특히 강재 격납건물의 유형을 확인하고 구조적・기능

적 특성을 평가한다. 여러 가지 강재 격납건물 중에서 건식 PWR 격납건물을 

본 절의 검토대상으로 한다.

       가장 일반적인 PWR 격납건물은 원통형 벽체에 돔형 상부로 구성된 형태이다. 

기초는 라이너플레이트로 피복된 편평한 콘크리트 기초슬래브이거나, 바닥부분

이 역 돔형 강재 쉘로 둘러싸인 콘크리트 기초로 구성된다. 본 절의 기술내용

은 내진범주 I급 콘크리트 차폐구조물로 둘러싸인 원통형 강재 격납건물에 적

용되며, 다른 형태의 격납건물을 검토할 경우에는 사안별로 본 지침의 적용성

을 평가하여야 한다.

       격납건물의 형상은 여러 높이에서의 평면도와 적어도 두 직교방향에서의 수직 

단면도를 이용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격납건물의 배치를 검토하고, 격납

건물 벽체와 차폐구조물의 상호작용, 격납건물 벽체와 내부 칸막이벽을 포함한 

내부 구조물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하여, 이 구조요소들이 설계 경계조건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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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작용시의 격납건물 예상 구조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

다.

   나. 격납건물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강재 격납건물의 하부가 역 돔과 연속되는 경우, 역 돔과 그 지지부가 콘크리

트 기초에 정착되는 방법의 적합성을 본 안전심사지침 3.8.5항에 따라 검토하

고, 강재 격납건물의 하부가 연속되지 않고, 라이너플레이트로 피복된 기초슬

래브에 지지된다면 강재 격납건물 벽체를 콘크리트 기초슬래브에 지지하는 방

법과 라이너플레이트와 강재 격납건물 벽체의 연결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본 

안전심사지침 3.8.1항은 이에 대한 검토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2) 보 받침대, 배관 구속재, 크레인 브라켓, 쉘 보강재 등 원통 벽체의 내·외부면

에 부착되는 주요 구조적 부착물을 포함하는 격납건물 원통 부분

    3) 돔과 원통벽체의 연결부 보강부위, 관통부, 격납건물 살수계통 배관과 돔의 보

강과 같은 돔 내·외부면에 부착되는 주요 구조적 부착물(격납건물 살수계통 

배관 지지대와 돔의 보강부 등)들을 포함하는 격납건물 돔 부분

    4) 강재/콘크리트 격납건물의 주요 관통부 또는 그 일부로서 KEPIC MNE(금속 격

납용기)에 정의된 한계선까지 부분. 여기에는 구조용 콘크리트로 지지되지 않는 

압력유지 관통부, 배관 관통부, 연료이송튜브와 같은 기계적 관통부, 전기관통

부, 장비 및 인원 출입구 부분 등이 포함됨

  2. 적용코드, 표준 및 시방서

    강재 격납건물의 설계, 제작, 건설, 시험 및 가동중 검사에 적용되는 설계코드, 시

방서, 규제기준, Regulatory Guide(이하 "RG") 및 기타 산업기술기준에 대해 검토

하며 각 자료에 명시된 특정 간행판, 간행일자 및 부록들을 검토한다.

  3. 하중 및 하중조합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이 KEPIC MNE(금속 격납용기) 및  RG 1.57, 본 지침의 II.3

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한다. 강재 격납건물이 받는 하중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가. 가동전 시험중에 받는 하중

    나. 사하중, 활하중, 운전중 온도에 의한 열하중 등이 포함되는 발전소의 기동,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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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운전 및 정지시 받는 하중

    다. 발전소 부지의 설계기준 바람(차폐건물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경우)과 운전기

준지진과 같은 심한 환경상태에서 받는 하중

    라. 설계기준 토네이도(차폐건물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경우)나 안전정지지진과 같

은 극한 환경상태에서 받는 하중

    마. 냉각재 상실사고를 포함한 비정상 상태에서 받는 하중

       격납건물 설계시 고려되는 발전소의 주요 비정상 상태는 설계기준 냉각재상실

사고이며 고에너지 배관 파단이 수반되는 기타 사고도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

고로 격납건물이 받는 하중에는 상승된 온도와 압력, 그리고 분사 충격력 및 

이와 관련된 비산물 충돌과 같은 국부하중 등이 있다. 또한 격납건물 내·외부

의 사건에 의해 발생되는 압력하중이 포함된다.

    바. 냉각재 상실사고시 격납건물 살수계통 작동으로 생긴 물 범람을 포함한 비정

상 상태후 받는 하중

    사. 100%의 핵연료 피복재 금속과 물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수소가 방출되는 사고

시에 수소가 연소되어 발생된 압력하중이나 사고후 비활성화에 따라 상승한 

압력하중 및 사고후 수소비활성화 수소제어계통의 전면적인 오작동에 의해 발

생되는 압력하중(이 경우 지진하중이나 설계기준 사고하중은 배제)

    아. 핵연료 피복재  금속과 물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기체와 관련한 하중

  자. 사하중, 활하중, 온도·바람·눈·비·얼음 등에 의한 하중, 건설하중(자재 중

량, 작업원 및 장비 하중, 설치 및 조정력(erection and fitting forces), 기기반

력) 등 건설과정에 발생되는 하중

    일반적으로 상기하중을 조합할 때 건설 및 시험하중을 포함하여 일반운전하중, 심

한 환경상태에서 받는 일반운전하중, 극한 환경상태에서 받는 일반운전하중, 비정

상상태에서 받는 일반운전하중, 심한 환경상태와 동시에 비정상상태에서 받는 일

반운전하중, 극한 환경상태와 동시에 비정상 상태에서 받는 일반운전하중, 심한 

환경상태에서 받는 냉각재상실사고후의 물범람 하중을 고려한다.  

    본 지침의 Ⅱ.3(하중 및 하중조합)에 상세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기술되어 있다.

    강재 격납건물이 차폐건물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경우, 본 안전심사지침 3.8.1항의 

기술내용을 포함하여 다른 부지관련 설계하중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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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설계 및 해석절차

    격납건물에 대한 설계 및 해석절차가 KEPIC MNE (금속 격납용기) 및 RG 1.57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 비축대칭 및 국부하중의 처리

      - 국부적인 좌굴효과의 처리

      - 과도 및 국부 하중 처리

      - 설계와 해석에 사용된 전산 프로그램

      - 강재 격납건물의 극한능력

      - 구조 감사

      - 설계보고서

  5. 구조적 허용기준

    격납건물의 구조적 거동을 정량화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설계 

제한사항이 KEPIC MNE 및 RG 1.57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며, 특히 안전여유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허용응력, 변형률 및 전체변형 등에 중점을 둔다. 각 하중조

합에 대해 제시한 허용값을 본 지침의 II.5에 기술된 허용한계와 비교한다. 이러한 

허용한계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수가 포함된다.

    - 일반 막응력(Pm), 국부 막응력(PL)

    - 일차응력(PL++Pb)과 이차응력

    - 일차응력(PL++Pb), 이차응력(Q), 첨두 응력(F) 모두의 합산응력

    - 좌굴기준

  6. 자재, 품질관리 및 특수공법

    격납건물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에 관한 사항이 KEPIC MNE (금속 격납용기)와 일

치하는지 검토한다. 주요 검토대상은 다음과 같다.

    - 쉘 요소로 사용되는 강재 판

    - 보강재, 보 지지대, 크레인 브라켓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재

    격납건물의 제작 및 건설에 이용되는 품질관리계획이 다음 항목과 KEPIC MNE- 

2000, 4000, 5000에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 재료의 물리적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포함한 비파괴 검사

    - 용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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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 허용오차

    특수한 건설 기술이 제안되는 경우에는 격납건물의 구조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사안별로 검토한다.

  7. 시험 및 가동중 점검요건

    완성된 격납건물과 KEPIC MNE MC등급 개별요소에 대한 가동전 구조시험 계획에 

대해 시험목적 및 허용기준 등이 KEPIC MNE-6000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장비

관통부 및 인원관통부와 같은 요소의 구조시험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새롭거나 과거에 시도된 적이 없는 설계방법에 대해 제안된 특수한 시험 및 가동

중 점검시의 요구사항은 사안별로 검토한다. 

    강재 격납건물의 건전성과 관련되는 부품에 대한 가동중검사 계획이 KEPIC MIE

(금속격납용기 및 금속라이너)의 요건에 따르는지 검토한다. 검사를 위한 접근이 

가능하고 접근불가 지역에 설치된 부품의 열화상태의 식별 가능성과 고 방사선지

역에 대한 원격점검 등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1. 품질보증계획이 요구되는 구조물(안전에 관계되는 구조물)의 검토시 본 지침 

3.2.1절 및 3.2.2절을 따른다.

     2. 강재 격납건물 이외의 안전에 관계되는 구조물 내에 위치한 고에너지배관의 

압력하중의 검토시 본 지침 3.6.1절을 따르며, 하중조합은 본 절의 내용을 따

른다.

     3. 사고조건하에서의 압력으로 인해 발생되는 하중의 검토시 본 지침 6.2.1절에 

따르며, 하중조합은 본 절의 내용을 따른다.

     4. 품질보증계획의 검토는 본 지침 17장에 따른다. 

     5. 설계기준에서 가상 배관파단의 배제는 파괴전누설(Leak Before Break, LBB)로 

고려되며, 배관파단의 동적효과와 관련한 설계하중의 제거는 본 지침 3.6.3절

에 따른다.

     6. 심각한 사고기준에 대한 격납건물의 기능유지 및 만족여부 검토는 본 지침 

19.0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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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강재 격납건물 설계에 대한 허용기준은 다음의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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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

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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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

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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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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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 격납건물 및 

관련계통은 설계에 고려되는 모든 사고조건에 대하여 격납건물 외부로의 방사성물

질 누출이 최소화되도록 누설밀봉 방호벽기능을 갖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기준

사고시에 예상되는 격납건물 최대압력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설계기준사고로 인한 압력 및 온도

조건하에서 여유도를 가지고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설계누설률

이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5. 10 CFR 50.34(f) : 강재 격납건물은 100%의 핵연료 피복재 금속과 물의 반응으

로 생성되는 수소가 방출되는 사고시에 발생된 하중과 수소연소나 사고후 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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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에 따라 추가된 압력에 의한 하중, 사고 후 수소비활성화 제어계통의 전면

적인 오작동에 의해 발생되는 압력하중(이 경우 지진하중이나 설계기준 사고하

중은 배제)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10 CFR 50.44 : 가동원전과 새로운 원전에 따라 고려되는 핵연료 피복재 금속과 

물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기체와 관련한 압력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

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격납건물 개요

    안전성분석보고서 기술내용이 RG 1.70 "원자력발전소 안전성분석보고서 표준양식 

및 내용“의 3.8.2.1절에 기술된 최소요건을 만족하면 허용된다. "원자력발전소 안

전성 분석보고서 표준양식 및 내용"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은 새롭고 특

이한 형태의 격납건물인 경우 검토자는 구조적 측면에서의 심도있는 검토가 가능

하도록 충분한 자료를 요구한다. 

  2. 적용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

    강재 격납건물의 설계, 자재, 제작, 설치, 검사, 시험 및 가동중 점검은 부분적 또

는 전체적으로 허용 가능한 코드, 표준규격, 시방서 및 지침에 따르며, 다음 코드 

및 지침이 허용된다.

         코    드                              제      목

        KEPIC MNE                          금속 격납용기

        KEPIC MIE                 금속 격납용기 및 금속라이너 가동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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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ulatory Guide                     제      목

           1.7                 원자로 격납건물내 가연성 기체 농도 제어

           1.57              강재 1차 원자로 격납계통 요소의 설계한계와 하중조합

  3. 하중 및 하중조합

    KEPIC MNE와 RG 1.57은 강재 격납건물에 적용되는 하중 및 하중조합을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다. RG 1.57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될 것이다.

   하중 및 하중조합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다음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가. 하중

- D  : 사하중

- L  : 가설대의 유연성과 변형, 크레인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하중을 포

함한 활하중

- Pt  : 시험 압력

- Tt  : 시험 온도

- To  : 한계 과도상태 혹은 안정된 상태에 근거한 시운전, 정상운전 및 정지시

의 온도 영향

- Ro  : 한계 과도상태 혹은 안정된 상태에 근거한 시운전, 정상운전 및 정지시

의 배관반력 하중

- Po  : 격납건물 내부나 외부의 압력 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외부압력하중

- E   : 운전기준지진으로 발생되는 하중, 슬로싱 하중 포함

- E′ : 안전정지지진으로 발생되는 하중, 슬로싱 하중 포함

- Pa  : 가상 배관파단이나 수조 물의 출렁거림(Pool Swell)과 이에 따른 동수력

하중 등으로 발생되는 압력하중

      (주) '나.항'의 하중조합 사용조건 3)항에서 가)(4), 다)(3) 및 라)(2)에서는 

중소형 배단파단사고가 가정되며, 나머지 하중조합에서는 설계기준 

LOCA가 가정됨

- Ta  : 가상 배관파단이나 수조 물의 출렁거림과 이에 따른 동수반력 하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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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야기된 온도조건하에서의 온도하중

      (주) '나.항'의 하중조합 사용조건 3)항에서 가)(4), 다)(3) 및 라)(2)에서는 

중소형 배단파단사고가 가정되며, 나머지 하중조합에서는 설계기준 

LOCA가 가정됨

- Ra  : 가상 배관파단이나 수조 물의 출렁거림과 이에 따른 동수반력하중 등으

로 야기된 온도조건하에서의 배관반력하중

      (주) '나.항'의 하중조합 사용조건 3)항에서 가)(4), 다)(3) 및 라)(2)에서는 

중소형 배단파단사고가 가정되며, 나머지 하중조합에서는 설계기준 

LOCA가 가정됨

- Ps  : 안전 감압밸브의 작동으로 발생되는 모든 압력하중으로 필요시 수조 물

의 출렁거림에 따른 동수력하중을 포함함

- Ts  : 안전 감압밸브의 작동으로 발생되는 모든 온도하중으로 필요시 수조 물

의 출렁거림에 따른 동수열하중을 포함함

- Rs  : 안전 감압밸브의 작동으로 발생되는 모든 배관반력하중으로 필요시 수

조 물의 출렁거림에 따른 동수반력하중을 포함함

- Yr  : 설계기준사고시 파괴된 고에너지 배관에서의 반력으로 인해 발생된 구

조물에 작용되는 등가 정적하중

- Yj  : 고에너지 배관의 파단으로 인해 구조물에 작용되는 분사충돌 등가정적

하중

- Ym : 설계기준사고시 배관의 휩과 같이 구조물에 작용되는 비산물 충돌 등가 

정적하중

- FL  : LOCA후 격납건물내 홍수에 의해 발생되는 하중

- Pg1 : 100%의 핵연료 피복재 금속과 물의 반응에 따라 발생되는 압력하중

- Pg2 : 수소 연소로 발생되는 압력하중

- Pg3 : 사고후 수소 비활성화에 의해 발생되는 압력하중

   나. 하중 조합

      격납건물의 설계에 적용되거나 발전소의 예상수명기간 동안에 작용될 수 있는 

하중조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시험 조건

        누설방지기능의 건전성 입증을 위한 시험조건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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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Tt＋Pt      

     2) 설계 조건

        격납경계를 이루는 격납건물에 발전소 예상수명기간 동안에 작용될 수 있는 

모든 하중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설계 압력, 설계 온도, 설계기준사고(LOCA)

에 의한 설계 기계적하중이 포함된다.

           D＋L＋Pa＋Ta＋Ra      

     3) 사용 조건

        등급 A 사용한계, 등급 B 사용한계, 등급 C 사용한계, 등급 D 사용한계와 홍

수후 조건에 해당하는 하중조합들로 구분된다. 이 하중들은 그들의 구조물에 

대한 동적 효과를 고려한 실제의 시간이력에 의해 조합할 수 있다. 

       가) A 등급 사용 한계

         이 사용한계는 격납건물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는 설계기준사고 조건을 포

함하는 사용하중이 격납건물에 작용될 때 적용되는 사용한계로서 등급 B, C, 

D나 시험하중 관련 사항은 제외한 경우이다. 이 사용한계에 대응하는 하중조

합은 다음과 같다.

        (1) 정상 운전 조건

           D＋L＋To＋Ro＋Po      

        (2) 다중 안전감압밸브의 작동에 따른 운전조건

           D＋L＋Ts＋Rs＋Ps      

        (3) 냉각재 상실사고(LOCA)

           D＋L＋Ta＋Ra＋Pa      

        (4) 중소형 파단사고와 다중 안전감압밸브의 작동 조합 조건

           D＋L＋Ta＋Ra＋Pa＋Ts＋Rs＋Ps

        (5) 사고후 모든 수소 비활성화제어계통이 오작동되는 상황의 정상 운전 조건

           D＋L＋To＋Ro＋Po＋Pg3      

        (6) 이산화탄소 비활성화로 인한 압력에 대한 건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압력시

험 하중

           D＋1.10×Pg3     

 

      나) B 등급 사용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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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A 사용한계의 하중과 발전소의 가동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되는 추가적인 하중이 조합되는 사용한계이다. 이 사용한계에 대응

하는 하중조합은 다음과 같다.

        (1) 운전기준지진과 LOCA의 조합(E≤1/3E'이면, E에 의한 교번하중(cyclic 

loading)의 영향만 고려)

           D＋L＋Ta＋Ra＋Pa＋E 

        (2) 운전기준지진과 정상 운전 조건의 조합(E≤1/3E'이면, E에 의한 교번하중

(cyclic loading)의 영향만 고려)

           D＋L＋To＋Ro＋Po＋E 

        (3) 운전기준지진과 다중 안전감압밸브 작동시의 정상 운전 조건의 조합(E≤

1/3E'이면, E에 의한 교번하중(cyclic loading)의 영향만 고려)

           D＋L＋Ts＋Rs＋Ps＋E 

        (4) 한개의 안전감압밸브의 작동이 유발되는 단일 능동기기의 파손과 LOCA의 

조합

           D＋L＋Ta＋Pa＋Ra＋TS＋RS＋PS 

      다) C 등급 사용 한계

        등급 A 사용한계의 하중과 발전소의 안전정지가 요구되는 자연현상의 발생에 

따른 하중이 조합되는 사용한계이다. 이에 대응하는 하중조합은 다음과 같다.

        (1) LOCA와 안전정지지진의 조합

            D＋L＋Ta＋Ra＋Pa＋E′ 

        (2) 안전정지지진과 정상 운전 조건의 조합

            D＋L＋To＋Ro＋Po＋E′ 

        (3) 안전정지지진, 중소형 파단사고와 다중안전감압밸브 작동의 조합

            D＋L＋Ta＋Ra＋Pa＋TS＋RS＋PS＋E 

        (4) 100%의 핵연료 피복재 금속과 물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수소가 방출되는 

사고시 압력에 사고후 수소가 연소되어 발생된 압력을 더한 압력하중과 

사하중의 조합

            D＋Pg1＋Pg2 

            이 하중조합에서 Pg1＋Pg2는 310 kPa(45 psig)이상이어야 한다.

        (5) 100%의 핵연료 피복재 금속과 물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수소가 방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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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압력에 사고후 비활성화(이산화탄소를 비활성화 용재로 가정)에 

따라 상승한 압력을 더한 압력하중과 사하중의 조합

            D＋Pg1＋Pg3 

            이 하중조합에서 Pg1＋Pg3는 최소한 310 kPa(45 psig)이상이어야 한다.

      라) D 등급 사용 한계

          격납기능이 요구되는 기타 사용한계와 국부적인 동적 현상을 포함한다. 이 

사용한계에 대응하는 하중조합은 다음과 같다.

        (1) LOCA와 안전정지지진 및 국부적인 동적하중의 조합

            D＋L＋Ta＋Ra＋Pa＋Yr＋Yj＋Ym＋E′ 

        (2) 중소형 파단사고를 포함한 다중 안전감압밸브 작동과 안전정지지진, 국부

적인 동적하중의 조합

            D＋L＋Ta＋Ra+Pa＋Yr＋Yj＋Ym＋Ps＋Ts＋Rs＋E′    

      마) 홍수 후 조건

          LOCA 후 격납건물 내 홍수와 운전기준지진의 조합

          D＋L＋FL＋E      

   다. 건설하중

      임시적인 건설하중과 건설기간 동안에 발생되어질 환경하중의 효과가 고려되어

야 한다. KEPIC MNE(금속 격납용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설명이 미흡하기 때문

에 강 구조물에 대해서는 미국 기준인 SEI/ASCE 37-02를 참고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라. 외부 환경하중

      콘크리트 차폐건물은 외부 환경조건으로부터 강재 격납건물을 보호한다. 그러나 

외부의 환경하중(바람, 토네이도, 외부 홍수)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강재 격납건

물에 영향을 미친다면 설계에 고려되어야 하며, 이때 하중조합과 허용기준은 본 

지침 3.8.1(콘크리트 격납건물)에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10CFR50 부록 S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운전기준지진은, 신청자가 설계기준지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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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규정하지 않는다면, 발전소의 가동정지 및 검사기준으로 사용된다. 만약 운

전기준지진이 안전정지지진의 1/3이하이면 해석이 필요 없지만, 홍수후 조건

(postflooding condition)에서는 고려해야 하며 II.3.나.3)나)항의 하중조합에서는 교번하

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교번하중에 대한 지침은 USNRC SECY-93-087에 기술되어 

있다. 만약 운전기준지진이 안전정지지진의 1/3보다 크다면 해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B 등급의 응력, 변형률, 변형 및 피로한계를 만족하여야 한다.

  4. 설계 및 해석 절차

    강재격납건물에 대한 해석 및 설계절차는 KEPIC MNE(금속 격납용기)와 RG 1.57

의 적용조항을 만족시키는 경우 허용된다. 또한 이 절의 I.4에 기술된 특정 검토분

야에 대해서는 다음 조항을 만족하여야한다.

   가. 비축대칭하중과 국부하중의 처리

      격납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비축대칭하중에는 수평 지진력 및 그에 따른 슬로싱 

하중, 수조 물의 출렁거림 및 LOCA나 안전감압밸브의 작동에 따른 동수력하중

이 있다. 기타 비축대칭 국부하중에는 배관 파단으로 인한 반력, 제트 분출력과 

비산물 등이 있다. 국부하중에 대해서는 각 하중의 국부효과를 분석하여 전체효

과에 중첩시켜 구한다. 비축대칭 하중에 의한 쉘의 전체거동은 이 하중을 퓨리

에급수에 의해 변환하여 구할 수 있다. 기타의 방법은 각 경우별로 적용성을 검

토한다.

   나. 좌굴효과의 처리

      지진이나 국부압력하중에 대한 쉘의 좌굴을 고려한다. 이는 비선형 동적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정적해석의 경우에는 유효정적하중을 구하기 위해 적절

한 동적하중계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KEPIC MNE-3133에서의 적용범위보다 쉘

의 형상 및 하중조합이 복잡한 경우에는 ASME Code Case N-284(개정 1)와 RG 

1.193의 지침을 고려하여야 한다.

      내부압력에 의한 쉘의 좌굴은 ASME Code Case N-284(개정 1)과 RG 1.193의 지

침을 고려하여야 한다.

      RG 1.84와 RG 1.193은 강재 격납건물의 설계에 고려되어야 할 Code Case 허용

성에 대한 부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다. 전산 프로그램

      설계와 해석에 사용되는 전산프로그램은 안전심사지침 3.8.1절의 II. 4.마.항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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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된 절차나 요건에 따라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강재 격납건물의 극한내압능력

      새로 건설되는 원자로는 설계기준사고압력을 초과하는 사고시에 안전율을 평가

하기 위하여 격납건물에 대한 내압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만족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불연속부에서 충분히 떨어진 대표단면에서의 

최대 막변형률(원통 쉘의 원환방향 막변형률)이 1.5%에 도달할 때의 내압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비선형 재료거동과 기하학적 비선형거동이 고려되어야 한

다. 강재 격납용기 재료의 응력-변형률 곡선은 기준에서 규정한 최소항복강도와 

강재의 특정 등급을 대표하는 항복점 이상에서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가지고 결

정되어야 한다. 응력-변형률 곡선 작성시 설계기준사고 온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원통형이 아닌 격납건물의 해석과 원통형 격납건물이지만 본 지침의 파괴기준

에 따르지 않는 해석의 적절성은 사안별로 상세히 검토될 것이다.

      강재 격납건물의 내압능력평가에 적용되는 모델링에 대한 지침은 NUREG/ 

CR-6906을 참고할 수 있다. 

      참고 : 가동중인 격납건물에 해석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상태

(as-built)의 재료특성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충분한 재료입증 자료가 있다면 

중요 재료 변수의 해석에 상한치, 중간치, 하한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값들

은 설계기준사고 온도를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결정론적 평가시에는 하한

치가 사용되어야 하며, 확률론적 위험도 평가를 위한 파괴확률 대 압력의 계산

에는 재료특성치에 대한 통계학적 분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격납건물 관통부

      장비관통부, 인원출입구, 주요 배관관통부와 같은 격납건물 관통부에 대해서도 

강재 격납건물에서 수행한 것과 같은 내압능력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기계 및 

전기관통부를 통한 기타 잠재적인 격납건물 누설경로가 다루어져야 한다.

      해석 및 결과에 대한 상세내용은 다음 사항이 기술된 보고서 형태로 제출되어

야 한다.

        1) KEPIC MNE-3112.1에서 정의된 원 설계압력, P

        2) 정적 내압능력 계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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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적 압력으로부터 산정된 등가 정적 내압능력

        4) 관련 파괴모드

        5) 원 설계를 지배하는 기준과 파괴를 정의하는데 적용된 기준

        6) 해석 상세내용 및 일반결과

        7) 격납건물에 적용된 해석내용을 평가하고 모델링을 검증하는데 적합한 공학

적 도면

   마. 구조 감사

      구조 감사는 안전심사지침 3.8.4절의 부록 3.8.4-2에 따른다.

   바. 설계 보고서

      설계 보고서는 안전심사지침 3.8.4절의 부록 3.8.4-3을 만족하면 허용한다.

  5. 구조적 허용기준

    각종 설계하중에 대한 격납건물 쉘의 여러 위치에서의 응력은 해석에 의해 결정

된다. 본 절의 II.3에 기술된 하중조합에 대해 계산된 응력은 사용등급 A, B, C, D

에 따라 각각 KEPIC MNE-3112.1, MNE-3112.2, MNE-3112.3, MNE-3112.4에서 규

정된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홍수 후 하중조합의 경우(Ⅱ.3.나.3)마)항) 사용등급 C 한계가 일차응력에 적용되어

야 하며, 사용등급 B 한계가 일차응력과 이차응력의 합에 적용되어야 한다. 일차

응력, 이차응력, 첨두응력 모두의 합은 평가에 고려되지 않는다.

  6. 자재, 품질관리 및 특수공법

    가. 건설자재는 KEPIC MNE-2000을 만족하는 경우 허용되며, 재료특성을 검토하는 

부서는 부식방호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나. 품질관리계획은 KEPIC MNE-2000,  MNE-4000 및 MNE-5000의 해당요건에 따

를 경우 허용된다.

    다. 특수공법은 사안별로 검토한다.

    라. 임시건설하중과 환경하중으로 인한 영향의 고려방법은 사안별로 검토한다.

  7. 시험 및 가동중 점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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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동전 구조물 입증시험 절차는 KEPIC MNE-6000과 일치할 경우 허용된다.

    나. 격납건물의 가동중검사 요건은  KEPIC M1E (금속격납용기 및 금속라이너)를 

만족해야 하며 또한, 접근 가능지역에서의 평가가 접근 불가지역의 강재에 열

화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면, 접근 불가지역의 적절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 강재 격납건물의 가동중검사에 충분한 접근로의 준비나 원격육안점검 등의  

특수한 설계가 고려된다면 이를 사안별로 검토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다음에 기술된 검토절차 중에서 신청자가 제안한 발전소에 적합한 검토절

차를 선정하여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수행한다. 본 장의 검토절차에 상이하게 기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된 대안의 기술내용이 ‘Ⅱ.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지를 검토한

다.

  1. 격납건물 개요

    격납건물의 유형 및 기능적 특성을 확인하여 과거에 인가된 유사발전소의 자료를 

참고한다. 이러한 정보는 안전성분석보고서와 허가신청서의 변경내용에서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통해 검토대상과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세히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 사용

되지 않았던 새롭고 특이한 사항은 더욱 자세히 조사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

술된 내용이 RG 1.70의 내용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2. 허용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

    코드, 표준, 지침 및 시방서 목록은 본 절 II.2에 기술된 목록과 비교하여 검토한

다. 간행판 및 부록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하중 및 하중조합

    하중 및 하중조합이 본 절 II.3에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하중조건이 특이하고 

본 절 II.3과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검토한다. 하중 및 하중조합이 허

용기준과 차이가 있는지를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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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설계 및 해석 절차

    설계 및 해석 절차를 KEPIC MNE-3000에 따를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절차에 대한 예외사항은 사안별로 검토・평가한다. 특히, 본 절 Ⅰ.4에 포

함된 검토분야가 허용기준에 만족되는지 평가한다.

  5. 구조적 허용기준

    강재 쉘 및 그 부속물의 허용응력에 대한 한계값을 본 절 II.5에 기술된 허용한계

와 비교・검토한다. 일부 하중조합과 국부지점에서 이 허용한계에 만족되지 않음

을 신청자가 제안하는 경우, 격납건물의 구조적 건전성에 손상이 없음을 보이는 

입증결과를 검토한다. 이 입증결과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신청자가 제시한 추가

적인 입증자료 검토하여 격납건물의 구조적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검토

하여야 한다.

  6. 자재, 품질관리, 특수공법

    자재, 품질관리계획, 특수공법에 대한 사항을 본 절 II.6항의 내용과 비교·검토한

다. KEPIC 코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자재의 적합성을 입

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험 및 근거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한다. 이와 유사하게, 

새로운 품질관리계획이나 공법에 대해서는 격납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는가를 검토·평가한다.

  7. 시험 및 가동중 점검요건

    초기 구조과압 시험계획(Structural Overpressure Test Program)을 본 절 II.7과 비

교・검토하며 제시된 편차에 대해서는 각 사안에 따라 고려한다. 또한 격납건물의 

가동중검사계획의 적절성도 검토한다. 강재 격납건물의 가동중검사에 충분한 접근

로의 준비나 원격육안점검 등의  특수한 설계가 고려된다면 이를 사안별로 검토

한다.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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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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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강재 격납건물 설계가 허용가능하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3조의 관련요건에 만족되며 10 CFR 50.34(f), 10 CFR 

50.44, 10 CFR 50.55a에 만족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을 근거로 한

다.

  1. 신청자는 핵연료피복 금속과 물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압력하중과 그에 따르는 수소

연소 및 사고후 비활성화로부터 추가된 압력하중에 견딜 수 있음을 KEPIC MNE의 

적절한 사용한계를 이용하여 보여주고 있어 10 CFR50.34(f) 및 10 CFR50.44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켰다. 

  2. 신청자는 강재 격납건물이 규제기준 및 지침과 산업기술기준의 요건에 부합되도

록 수행되어야 하는 안전기능에 상응하는 품질표준에 의해 설계, 제작, 설치, 시

험, 검사되는 것을 입증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10 

CFR 50.55a의 내용을 만족시켰다.

  3. 신청자는 강재 격납건물이 발전소 부지에서의 가장 혹심한 지진에 충분한 여유도

를 갖고 저항하며 정상상태시 또는 사고시 지진 및 기타 자연현상과 같은 환경하

중 영향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13조를 만족시켰다.

  4. 신청자는 격납건물은 비산물, 배관 휩 및 배수와 관련된 동적 영향에 저항할 수 있

도록 설계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를 만족시켰다.

  5. 신청자는 자연환경으로의 방사능물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지벽으

로 격납건물을 설계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를 만

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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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청자는 강재 격납건물이 설계 누설율과 사고시 압력 및 온도에 대해 충분한 여

유를 갖도록 설계되었으며 사고 발생기간 동안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음을 보임

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일반설

계기준 50을 만족시켰다. 이 설계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신청자는 규제기준 및 

지침들과 산업기술기준의 요구내용을 적용하였으며, 또한 적절한 해석을 수행하

여 격납건물의 극한 능력이 초과되지 않음을 입증하고 설계에 대한 최소 안전여

유도를 확보하였다.

    발전소 수명기간중 구조물에 작용될 수 있는 예상하중 및 가상조건에 견디기 위

해 강재격납건물의 해석, 설계 및 건설에 사용된 기준은 기존의 관련 기준, 규제

기관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 코드, 표준규격, 지침 및 시방서와 일치하며, 이것은 

KEPIC MNE 및 RG 1.57에 만족된다.

    적용되는 코드, 표준규격, 지침으로서 정의된 기준의 사용; 하중 및 하중조합; 설

계 및 해석 절차; 구조적 허용기준; 자재, 품질관리계획 및 특수공법; 그리고 시험 

및 가동중 점검 요건은 지진 및 격납건물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가상사고

시 구조물이 구조적 건전성이나 방사능 누출을 막는 안전기능에 손상을 받지 않

고 명시된 설계조건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증하게 된다.

    내진범주 Ⅰ급 콘크리트 차폐건물은 차폐건물 외부에서 발생되는 바람과 토네이

도와 다양한 가상사고시에 강재 격납건물을 보호하지만 차폐건물 외부에서 발생

되는 하중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재 격납건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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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인에 대한 설계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대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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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5. KEPIC MNE (금속 격납용기)

 6. KEPIC MIE (금속격납용기 및 금속라이너)

 7. 10 CFR 50.34, "Contents of applications; technical information." 

 8. 10 CFR 50.44, "Combustible gas control for nuclear power reactors."

 9. 10 CFR 50.50a, "Codes and Standards."

 10.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11. 10 CFR 50, Appendix S, Earthquake Engineering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12. Standard Review Plan 3.8.2 "Steel Containment"

 13.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 Division 1, Subsection NE, 

"Class MC Components,"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14. Regulatory Guide 1.57, "Design Limits and Loading Combinations for Metal 

Primary Reactor Containment System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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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Nuclear Power Plants."

 16. Regulatory Guide 1.84, "Design and Fabrication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Section III, Division 1."

 17. Regulatory Guide 1.147, "Inservice Inspection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Section III, Division 1."

 18. Regulatory Guide 1.193, "ASME Code Case Not Approved for Use."

 19. SECY-93-087, Policy, Technical, and Licensing Issues Pertaining to Evolutionary 

and Advanced Light-Water Reactor (ALWR) Designs, (Item II Q), April 2, 1993

 20. SEI/ASCE 37-02,"Design Loads on Structures During Construction," ASCE, 2002

 21. NUREG/CR-6906, "Containment Integrity Research at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 An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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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8.3절  강재 및 콘크리트 격납건물 내부구조물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분야

   강재 및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내부구조물에 대하여 다음 분야를 검토한다.

  1. 내부구조물의 개요

    신청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내부구조물의 평면도 및 단면도를 포함한 

구조물의 안전관련 기능수행에 관계된 주요 구조적 형태와 요소들을 정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지를 검토한다.

    내부구조물은 여러 가지 안전 관련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예상되는 정상 및 비

정상 하중상태에서도 그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냉각재상실사고를 유

발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에 기인한 냉   

각재 분사력이나 배관 휩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격납건물과 기타 공학적 안전설비

를 보호하여 사고를 완화시켜야 한다.

    각 내부구조물의 주요 구조적 기능과 각 구조물에 대해 요구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건물 구조 강재/콘크리트 사이의 구조요소(케이블 트레이, 공기정화계통 

배관 및 기기 지지부, 강재 플랫폼, 매입철판 등)들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가. 원자로 콘크리트 지지 구조물

       가압 경수로형 원자로는 정상운전하중, 지진하중 및 냉각재 상실사고를 포함한 

가상사고시 배관파단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지되고 구속되어야 한다.  원자

로 지지 및 구속계통은 적용되는 하중조합하에서 원자로용기의 움직임이 허용

범위 이내에 머물도록 구속하여야 한다. 반면에 지지대는 운전온도에 의해 예

상되는 열적운동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적 요건을 감안

하여 원자로용기로부터 지지대, 주변 구조물 및 그 구조물의 기초부위까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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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되는 하중전달 방법에 중점을 두어 원자로 지지대의 배치와 주요 구조요소

에 대한 특징을 검토한다.

    나. 증기발생기 콘크리트 지지 구조물

       증기발생기는 정상운전하중, 지진하중 및 배관파단으로 인한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지되고 구속되어야 한다.  또한 지지구조물은 증기관이나 급수관의 

가상 파단으로부터 1차 냉각수 배관이 파단되는 것과 그 반대의 현상을 방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증기발생기 지지대는 운전중 예상되는 증기발생기

의 열적운동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기능적 요건을 감안하

여 증기발생기로부터 지지대, 주변구조물 및 그 구조물의 기초 부위까지 전달

되는 하중전달 방법에 중점을 두어 증기발생기 지지대의 배치와 주요 구조요

소의 특징을 검토한다.

    다. 1차 차폐벽 및 원자로 공동

       1차 차폐벽은 원자로 공동을 형성하고 원자로를 지지, 구속하는 보통 두꺼운 

벽체 구조물로써 원자로용기를 감싸고 있으며 라이너플레이트를 관통하여 기

초슬래브에 정착된다. 이들에 대하여는 주철근 및 정착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배치 및 주요 구조요소의 특징을 검토한다.

    라. 2차 차폐벽

       2차 차폐벽은 1차계통 배관을 감싸고, 증기발생기의 격실을 형성하고 격실내 

배관파단 사고시의 영향으로부터 격납건물을 보호하며 격납건물 내부의 운전

층 슬래브와 중간층 슬래브를 지지한다.  2차 차폐벽에 대해서는 냉각재 상실

사고시 발생되는 냉각재 분사력 및 격실내 압력하중하의 예상거동과 구조 형

태를 주안점으로 전반적인 배치와 주요 구조적 특징을 검토한다.

    마. 기타 내부구조물

       핵연료 재장전수조 벽체, 재장전수저장탱크, 격납건물 내부의 중간층 및 운전층 

슬래브 등에 대해서도 다른 내부구조물과 유사한 관점에서 검토를 수행한다.

  2. 적용 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

    관련시설의 설계, 제작, 건설, 시험, 검사 및 점검에 적용된 각종 설계코드, 표준 

규격, 시방서, 규제지침 및 기타 산업표준에 대한 기술내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상기 각종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간행판, 적용 유효일자 및 부록에 대

한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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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중 및 하중조합

    적용된 설계 하중과 하중조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격납건물 내부구조물에 일

반적으로 적용되는 하중은 다음과 같다.

    가. 격납건물 내부구조물 시공중에 발생하는 하중인 사하중, 활하중, 프리스트레스 

하중, 온도하중, 풍하중, 토압, 적설하중, 공사 관련 장비, 인력 및 공사재료 하

중, 수평시공하중, 인양하중, 장비반력, 거푸집압력

    나. 정상적인 발전소 기동, 운전 및 정지시의 사하중, 활하중, 운전온도에 의한 열

하중, 핵연료 재장전수조의 정수력하중, 안전감압밸브(SRVs)의 작동에 의한 동

수력하중, 견인하중(Drag Load), 분사충격 및 압력하중

    다. 운전기준지진(OBE)에 의해 야기되는 하중을 포함한 심한환경상태 하중 

    라. 안전정지지진(SSE)에 의해 야기되는 하중을 포함한 극한환경상태 하중

    마. 발전소 비정상 상태에서 받는 하중. 격납건물 내부 구조물의 주요 기능을 수

행하는데 가장 심각한 비정상 상태는 설계기준 냉각재 상실사고이다. 고에너

지 배관파단이 수반되는 기타 사고들도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한 동

적하중에는 상승된 온도와 배관 파단에 의해 발생하는 격벽 사이의 차압력,   

분사 충격력 및 비산물 충돌하중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기 하중들의 여러 조합에는 건설중 하중, 일반운전하중, 심한환경상

태에서 받는 일반운전하중, 극한 환경상태에서 받는 일반운전하중, 비정상상태에서 

받는 일반운전하중, 심한 환경상태와 동시에 비정상상태에서 받는 일반운전하중, 

극한 환경상태와 동시에 비정상 상태에서 받는 일반운전하중들을 포함한다.

  4. 설계 및 해석절차

    격납건물 내부구조물에 사용된 설계 및 해석절차가 본 지침 II.2절에 제시된 적용

코드 내용과 일치하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한다. 그리고 아래의 분야에 적용할 

설계 및 해석절차를 포함한다.

    가. 원자로 냉각계통의 콘크리트 지지 구조물

      1) 본 지침 I.1절에서 기술한 원자로 및 증기발생기 지지구조물은 정상운전 하

중, 지진하중, 냉각재상실사고시 하중 및 배관파단 사고에 의한 하중을 포함

한 다양한 하중조합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동 지지구조물에 작용하는 지진하중 결정을 위한 해석절차는 본 지침 3.7.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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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술되어 있다.

      3) 각각의 하중 및 하중조합 결정 절차를 검토한 후, 지지 구조물 설계 및 해석

에 사용된 해석종류, 하중전달 방법 및 경계조건에 대한 가정 등 전반적인 

설계 및 해석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나. 1차 차폐벽 및 원자로 공동

     1) 1차 차폐벽은 원자로 지지구조물을 통해 전달되는 하중을 포함한 모든 적용 

가능한 하중상태에 대해 견뎌야 하며 본 지침 I.3에서 다룬 모든 하중조합에 

대해 견딜 수 있도록 설계, 해석되어야 한다. 정상운전중 원자로심에서 발생

하는 감마선 및 중성자의 감쇄에 의해 발생하는 열에 의해 벽체단면에 걸쳐 

온도경사가 나타난다. 이러한 온도경사에 대한 대책으로서 온도경사의 정도를 

허용범위내로 유지하여 온도경사의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열차단 설비 또

는 열제거계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1차 차폐벽에 작용하는 지진하중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는 본 지침 3.7.2절에 

기술되어 있다.

     3) 1차 차폐벽에 작용되는 냉각재상실사고에 의한 하중으로서는 원자로 노즐 근

처에서 발생하는 배관파단에 의해 원자로 공동에 가해지는 차압이 해당되며 

이와 같이 과도상태의 압력은 원자로 공동의 전반 혹은 일부 부위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하중의 결정 절차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검토한다.

     4) 기타 냉각재 상실사고 하중으로서는 배관파단시 반력과 원자로 지지 구조물을  

통해 1차 차폐벽에 전달되는 하중이 있으며 이 하중이 벽체 하단부에 휨 모멘

트, 비틀림 모멘트 및 전단력을 동시에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사고에 의해 

야기되는 1차 차폐벽 내외부의 온도상승은 벽체 단면에 과도적인 온도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고영향에 대한 설계 및 해석절차가 적절히 

검토되어야 한다.

    다. 2차 차폐벽

       1차 계통 루프(Loop)를 수용하고, 내부운전층 슬래브의 지지 역할을 수행하는  

2차 차폐벽은 벽체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1차계통 배관파단사고로 부터 야기

되는 냉각재 분사 하중을 포함하여 1차 차폐벽에 가해지는 하중과 유사한 하

중상태에 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제반 하중을 받는 상태에서의 구조물의 거

동, 구조형태 및 사용된 해석기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해석시 탄소성 거동을 

가정하고 분사 하중에 의해 야기되는 에너지의 흡수를 평가하기 위해 벽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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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을 고려한 경우에는 모델링 기법, 경계조건, 하중-시간 함수 및 가정된 연

성비 등과 주요 해석절차 및 가정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간에 따

라 변하는 차압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탄성거동만이 허용되며, 그에 따라 등가

정적하중을 결정하는 방법이 적절히 검토되어야 한다.

    라. 기타 내부구조물

       검토될 많은 기타 내부구조물은 내진범주 I 급 구조물로 분류된 슬래브, 벽체, 

보 및 기둥의 조합물이다. 이들 구조물은 본 지침 I.3에서 기술한 하중 및 하중

조합에 따른다. 이들 구조물에 대한 해석기법은 앞서 기술한 구조물과 동일한 

입장에서 검토한다.

    마. 설계 보고서

       안전심사지침 3.8.4절의 부록 3.8.4-3에 따라 기술 내용을 검토한다.

    바. 구조설계감사

       구조설계감사는 안전심사지침 3.8.4절의 부록 3.8.4-2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5. 구조적 허용기준

    격납건물 내부구조물의 구조적 거동을 정량화하는 응력, 변형도, 변위 및 구조적  

파괴에 대한 안전계수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설계한계를 본 지침 II.5에 예시한 

적용코드 내용과의 일치여부에 중점을 두어 검토한다.

  6. 자재, 품질관리 및 특수공법

    가. 격납건물 내부구조물의 건설에 사용될 각종 자재 즉, 콘크리트 구성재료, 철근 

및 기계적 이음재, 구조용 강재, 각종 지지물 및 정착물에 대한 기술내용을 검

토한다.

    나. 사용되는 자재의 물성값 확인을 위한 비파괴 검사, 콘크리트 타설 또는 구조

물 설치에 관한 허용오차 등 내부구조물의 건설 및 제작을 위해 제안된 품질

관리계획을 검토한다.

    다. 특수하거나 새로운 기법에 의한 건설공법이 제안된 경우 완성된 내부구조물의  

구조적 건전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사안에 따라 검토한다.

    라. 추가로 다음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1) 각종 자재 및 품질관리 계획이 콘크리트와 앵커에 있어서는 KEPIC SNC와 추

가요건으로 Regulatory Guide(이하 “RG") 1.142와 RG 1.199, 강재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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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KEPIC SND에 부합하는 정도

      2) 철근의 용접이 제안된 경우, 제시된 신청자의 안이 KEPIC SNB와 추가 지침

으로 RG 1.136에 부합하는 정도

  7. 시험 및 가동중 점검계획

    격납건물내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감시 및 유지보수 요건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

며, 내부 구조물에 있어서는 위험부위(Critical Areas)가 가동중검사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설계조건(충분한 물리적 접근, 열화될 수 있으나 접근불가지역의 상태파

악을 위한 대체 수단, 고방사능 지역의 원격육안감시)을 포함한다.

검토연계분야

   본 지침의 다른 분야는 다음과 같이 본 절의 내용과 연계된다.

  1. 10 CFR 50 부록 B에 따른 품질보증 대상이 되는 구조물의 결정은 본 지침 3.2.1

장 및 3.2.2장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검토결과에 근거하여 안전관련 구

조물의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련 구조물내 고에너지 배관계통의 압력하중 결정은 본 지침 3.6.1장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그렇게 산출된 하중은 본 지침내 하중조합식에 포함된다.

  3. 설계기준에서 가상적인 배관파단의 배제는 파괴전누설(Leak Before Break, LBB)

로서 고려되며, 동적효과와 관련한 설계하중의 제거는 본 지침 3.6.3장에 따른다. 

  4. 사고시 압력에 기인하여 발생되는 하중의 결정은 본 지침 6.2.1장에 따라 수행되

어야 하며, 그렇게 산출된 하중은 본 지침내 하중조합에 포함된다.

  5. 분배계통과 그들의 지지대들 그리고 기기 지지대는 본 지침 3.9.2장과 3.9.3장에 

따라 검토한다.

  6. 품질보증 분야에 대한 검토는 본 지침 17장에서 수행되고 조정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본 지침의 해당 장에 포

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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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격납건물 내부구조물에 대한 허용기준은 다음의 규제요건을 만족하도록 설정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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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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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

계하여      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현  

      상과 외부 인위적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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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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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2) ‘1)’항의 환경조건에 의한 경년열화 현상을 고려할 것

       3) 원자로 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 움

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

관의 파단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련된 동적 영향은 설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핵연료집합체, 감속재, 반사체 및 이들을 지지하는 구조물과 열차폐체 및 1차 

냉각계통의 시설에 속하는 용기, 배관, 펌프 및 밸브는 1차 냉각재 또는 2차 

냉각재의 순환, 비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진동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

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가. 2 이상의 원자로시설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등의 설비를 공  

   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가’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에 중요한 설비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     당되는 때에는 이를 공유할 수 있다.

1) 각 원자로시설에서 해당 공유설비에 대하여 요구하는 모든 안전요건을 만   

     족하는 경우

2)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다른 원자로    

     시설들의 순차적인 정지·냉각 및 잔열제거가 이루어지는 경우

  5. 10 CFR 50, Appendix B : 원자로격납건물 내부구조물은 원자력발전소 품질보증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관련된 NRC 규정의 관련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은 이 안전심사지침에 서술된 검토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안전심사지침은 NRC의 규

정들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준수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계

특성, 분석기술, 설비에 제안된 순차적인 측정치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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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해야 하며,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들이 NRC 규정에 준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1. 구조물의 개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내부구조물에 대한 정보가 RG 1.70의 3.8.3.1절이나 

RG 1.206의 요건을 만족시키면 타당하다.  기술내용중 불충분한 분야가 확인되면 

충분한 검토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한다. RG 1.70 또는 RG 1.206에 포

함되지 않는 새롭거나 독특한 설계형태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

며, 이의 검토를 위해 추가적인 자료가 요구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RG 1.70은 

건설허가 (CP) 또는 운영허가(OL)를 위한 신청으로 승인되는 정보의 기준이다. 

  2. 적용코드, 표준 및 시방서

     내부구조물의 설계, 관련자재, 제작, 설치, 검사, 시험 및 가동중 점검은 다음의   

코드, 표준 및 시방서, 규제지침에 따라야 하며 이들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적용하였을 때 허용될 수 있다.

          코드, 표준규격, 시방서                  제            목

        KEPIC SNC                  원자력 안전관련 콘크리트구조물에 대한 요건

        KEPIC SNB           콘크리트 압력용기 및 격납건물에 대한 코드

        KEPIC MNE&MNF      압력용기 코드

        KEPIC SND                  강구조물의 설계, 제작, 설치에 관한 기준

        
             규제지침                            제            목

               1.57                   강재 격납건물의 설계한계 및 하중조합

               1.69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방사선 차폐

               1.136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재료, 시공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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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2                  원전 안전관련 콘크리트 구조물

               1.143                  경수로형 원전 방사성폐기물 취급 기기, 계통,

                                      구조물에 대한 설계 지침

               1.160                  원전의 유지관리 효율성에 대한 감시

               1.199                  콘크리트 정착기기 및 구조적 지지대

  

  3. 하중 및 하중조합

    내부구조물 설계에 고려된 하중 및 하중조합은 본 지침 I.1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  

    들이 다음과 같으면 허용된다.

    가.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구조물 설계에 작용하는 하중 및 하중조합은 KEPIC SNC와 RG 1.142를 따

라야 한다. 하중 및 하중조합과 관련한 추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사하중(D)

          사하중에는 정수하중(hydrostatic loads)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기 지지부의 

경우 동수 및 유체흐름효과(dynamic head and fluid flow effects)가 포함되

어야 한다.

       2) 활하중(L) 

          활하중은 이동하는 기기자중과 하중의 크기와 발생빈도가 변하는 하중을 

포함한다. 기기 지지대의 경우에는 진동과 지지물의 이동영향에 의한 하중

도 포함한다. 또한 최악의 조건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활하중의 크기와 위치

가 정렬되는 또 다른 하중의 경우에 대하여 적절히 조사되어야 한다.

          OBE를 설계입력으로 특별히 선정하지 않는다면 OBE는 발전소 정지 및 검

사 에만 관련된다. 만약, OBE가 SSE의 1/3 이하이면 설계해석이나 응답해석

이 요구되지 않으며, OBE가 SSE의 1/3보다 크면 격납건물의 응력, 변형율, 

변형이 한계치 이내이고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설계 및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지침 3.7.1장과 3.7.2장에서는 OBE 사용에 대한 더 많

은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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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재상실사고(LOCA)와 안전방출밸브(SRV) 작동과 같은 동수역학적인 하

중을 받는 구조물이나 구조요소는 참고문헌 3의 3.8.1항에 기술된 하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동수역학적인 하중이나 지진으로 유발된 동수역학적인 하

중과 관련한 유체구조물상호작용 효과가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에는 건설하중과 건설기간 동안에 발생되어질 하중과 

하중조합이 고려되어야 한다. 건설기간에 발생하는 하중은 사하중, 활하중, 

온도하중, 풍하중, 적설하중으로 이루어진다. 적용할 건설하중은 공사 관련 

자재, 인력 및 공사재료 하중, 수평시공하중, 장비반력, 설치 및 인양하중, 

거푸집압력 등이 포함된다. SEI/ASCE 37은 건설하중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

공한다.

    나. 강 구조물

       모든 하중과 하중조합은 KEPIC SND, KEPIC SND와 부록 2에 따르며 이들은 

허용응력설계법(ASD)을 사용하며 ANSI/AISC N690의 하중저항계수설계법(LRFD)

은 경우에 따라 사용된다. 위의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에 나타난 하중 및 하중

조합에 대한 보충자료는 강재구조물에도 적용된다.

  4. 설계 및 해석 절차

     내부 구조물에 사용된 설계 및 해석절차가 다음과 같을 때 만족된다.

     가. 1차 차폐벽 및 원자로 공동

   1) 1차 차폐벽에 사용된 설계 및 해석 절차가 강도 설계법에 근거한 KEPIC 

SNC와 RG 1.142의 추가 지침에 일치할 경우 허용될 수 있다. 콘크리트 구

조물의 기기나 지지를 위해 사용된 강재 앵커의 설계나 해석은 KEPIC SNC 

부록 B와 RG 1.199의 추가 요건에 일치할 경우 허용될 수 있다.

   2) 냉각재 상실사고시 1차 차폐벽에 가해지는 배관파단 반력 및 원자로 공동의 

차압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시간이력을 고려한 경우 허용될 수 있다.

   가) 상세한 시간이력 해석을 수행한 경우

   나) 적절한 동적증폭계수를 통해 하중함수의 최대값을 결정한 후 이를 이용하

여 정적해석을 수행한 경우

   다) 차압을 받는 경우에도 벽체의 탄성거동이 유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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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r, Yj 혹은 Ym와 같은 국부적인 집중하중에 대하여서는 구조물의 변위가 

그 기능적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내에 있는 한 탄-소성거동으로 가정

할 수 있다. 유효 동적 하중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공인된 동적해석 방법

에 따를 경우 허용된다.

    나. 2차 차폐벽

       2차 차폐벽에 이용된 설계 및 해석절차의 타당성은 동 절차가 KEPIC SNC와 

RG 1.142의 추가 지침에서 기술한 종래의 보/슬래브 이론에 의한 것일 경우에 

허용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기기나 지지를 위해 사용된 강재 앵커의 설계나 

해석은 KEPIC SNC 부록 B와 RG 1.199의 추가 요건에 일치할 경우 허용될 수 

있다. 냉각재 상실사고 하중에 대한 방법은 1차 차폐벽과 동일하므로 1차 차폐

벽의 경우와 동일할 경우 만족된다.

    다. 기타 내부구조물.

       검토대상 각종 내부구조물은 대부분 콘크리트 슬래브, 벽체, 보, 기둥 및 강재

보와 기둥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모두 본 II.3에 기술된 하중 및 하중 조합이 

작용하는 내진 I급 구조물이다. 따라서 이들 구조물의 설계가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코드인 KEPIC SNC와 RG 1.142, 1.199의 추가 지침 그리고 강구조물 기준

인 KEPIC SND와 부록 2에 따라 해석된 경우 만족된다.

    라. 모든 내부구조물의 설계 및 해석방법은 콘크리트 내부구조물 및 강재 내부구조

물 각각에 대하여 본 지침 3.8.1과 3.8.2의 II.4절에 기술되었다. 이들은 경계조

건에 대한 가정 사항, 대칭 및 비대칭 하중, 천이 및 국부 하중, 콘크리트 균열 

및 수축, 전산 프로그램 및 라이너 플레이트와 앵커의 평가 등을 포함한다.

    마. 모듈화 시공 방법을 사용하는 구조물 설계는 상황에 맞게 적절히 검토된다. 

NUREG/CR-6486은 모듈화 시공공법의 사용에 관계되는 지침을 제공하며, 

NUREG/CR-6486의 부록은 모듈화 건설 관련 검토기준을 제시한다.

    바. 구조설계감사

  구조설계감사는 안전심사지침 3.8.4절의 부록 2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

어야 한다.

    사. 구조설계보고서

       구조설계보고서는 안전심사지침 3.8.4절의 부록 3의 지침에 만족되게 기술되어

야 한다.



제3.8.3절                                                       개정 4 - 2014. 12 - 13 -

  5. 구조적 허용 기준

    본 지침 I.1에 기술된 내부구조물에 대한 구조적 허용기준은 아래에 주어진 지침

에 부합하면 만족된다. 모듈화 시공 방법을 사용하는 구조물의 허용기준은 상황에 

맞게 적절히 검토된다. 모듈화 시공공법 관련 기준은 본 지침 II.4.마에 기술된다.

   가.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기준은 KEPIC SNC와 RG 1.142에 기술되어 있고, 기기 

및 계통의 지지를 위해 사용되는 강재 앵커를 위한 구조적 허용기준은 KEPIC 

SNC 부록 2와 RG 1.199의 추가 지침에 일치하면 만족된다.

   나. 강 구조물

     KEPIC SND와 부록 2는 강 구조물에 대한 구조적 허용기준을 정의한다. 이들은 

허용응력설계법(ASD)을 사용하는데, AISC N690의 LRFD판은 경우에 따라 적절

히 사용한다.

  6. 자재, 품질관리 및 특수공법

     공사용 각종 자재 및 품질관리계획이 본 지침 I.6에 명시된 각종 코드 및 기술기

준에 일치되면 허용된다. 특수공법은 본 지침의 Ⅱ.4.마에 따라 모듈화공법, 자재, 

품질관리 및 각 경우에 따라 적절히 평가되어야 한다.

  7. 시험 및 가동중 점검계획

    내진범주 I급 내부구조물에 있어서 구조감시와 유지관리 요구조건은 10 CFR 50.65 

및 RG 1.160에 따른다.

    내부 구조물에 있어서는 위험부위(Critical Areas)가 가동중검사 포함되는 것이 중

요하고, 특별설계조건(충분한 물리적 접근, 열화 될 수 있으나 접근불가지역의 상

태파악을 위한 대체 수단, 고방사능 지역의 원격육안감시)은 경우에 따라 적절히 

검토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다음에 기술된 검토절차 중에서 신청자가 제안한 발전소에 적합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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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선정하여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수행한다. 본 장의 검토절차에 상이하게 기술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된 대안의 기술내용이 ‘Ⅱ장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지를 

검토한다.

  1. 내부 구조물의 개요

    각각의 내부구조물에 대한 기술내용 및 그 기능적 특성을 검토한 후 과거에 인가

된 유사한 구조물에서 참조할 사항을 수집한다. 기 인가된 원전의 안전성분석보고

서 및 허가신청서 변경내용을 통해 검토대상인 구조물과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그

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수행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이 RG 1.70의 내용을 만족하는지 검토하며, 설계

인증이나 통합인허가의 경우에는 RG 1.206의 내용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한다.

  2. 적용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

    본 지침 II.2에 기술된 적용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구조물에 이용되는 이들 기준의 적용판 및 유효일자 등에 

대한 확인이 수행되어야 한다.

  3. 하중 및 하중조합

    검토자는 하중 및 하중조합이 본 절 II.3에서 기술한 내용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한

다. 하중 및 하중조합이 허용기준과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하는 적절한 타당성 확

인을 위해 검토를 수행한다.

  4. 설계 및 해석 절차

    검토자는 대상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설계 및 해석절차에 

익숙하여야 한다.  하중을 받는 구조물과 그 부재들의 예상거동에 대한 가정이 매

우 중요하다. 구조물에 서로 다른 하중이 동시에 재하되는 다양한 하중상태에서의 

구조물의 거동은 본 지침 II.4에서 기술한 절차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이들에는 

전산프로그램과 콘크리트 균열 고려사항, 설계보고서 및 구조설계 감사에 대한 기

준이 포함된다. 

    본 지침 II.4.마.절에 논의된 바와 같이, 모듈화 시공 방법은 NUREG/CR-6486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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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황에 맞게 적절히 검토된다. 

  5. 구조적 허용기준

    콘크리트, 철근, 라이너플레이트 및 이의 정착부와 프리스트레스계통 부품의 허용응

력 및 변형률에 대한 제한사항을 본 절 II.5에 기술된 허용한계와 비교・검토한다. 

일부 하중조합과 국부지점에서 이 허용한계에 만족되지 않음을 신청자가 제안하는 

경우, 격납건물의 구조적 건전성에 손상이 없음을 보이는 입증결과를 검토한다. 

  6. 자재, 품질관리 및 특수공법

    건설용 자재, 품질관리 및 특수공법에 대한 기술이 본 지침 II.6에 기술된 내용과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만일 허가된 사례가 없는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자재의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험 및 근거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한다. 마찬

가지로 새로운 품질관리 계획이나 특수한 공법의 적용이 구조물의 건전성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지 검토, 평가하여야 한다.

  7. 시험 및 가동중 점검계획

    격납건물 내부구조물은 10 CFR 50.65 및 RG 1.160에 따라 구조물의 감시 및 유지

관리 요건에 따라 검토한다.

    가동중검사를 조정하기 위한 특별설계조건(충분한 물리적 접근, 열화 될 수 있으

나 접근불가지역의 상태파악을 위한 대체 수단, 고방사능 지역의 원격육안감시)은 

경우에 따라 적절히 검토된다. 또 다르게 제안된 감시 및 유지관리 요건은 경우에 

따라 적절히 검토된다. 

 

IV.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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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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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는 격납건물 내부구조물 설계가 허용가능하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의 관련요건에 만족되며 10 CFR Part 50에 

만족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을 근거로 한다.

  1. 신청자는 격납건물 내부구조물이 규제기준 및 지침과 산업기술기준의 요건에 부

합되도록 수행되어야 하는 안전기능에 상응하는 품질표준에 의해 설계, 제작, 설

치, 시험, 검사되는 것을 입증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

조, 10 CFR 50.55a의 내용을 만족시켰다.

  2. 신청자는 격납건물 내부구조물이 발전소 부지에서의 가장 혹심한 지진에 충분한 

여유도를 갖고 저항하며 정상상태시 또는 사고시 지진 및 기타 자연현상과 같은 

환경하중 영향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만족시켰다.

  3. 신청자는 격납건물 내부구조물이 비산물, 배관 휩 및 배수와 관련된 동적 영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를 

만족시켰다.

  4. 신청자는 내부구조물의 공유부분은 구조물의 안전관련 기능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피해가 없도록 설계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만

족시켰다.

  5. 신청자는 격납건물 내부구조물이 설계 누설율과 사고시 압력 및 온도에 대해 충

분한 여유를 갖도록 설계되었으며 사고 발생 기간동안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음

을 보임으로써 일반설계기준 50을 만족시켰다. 이 설계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신청자는 규제기준 및 지침들과 산업기술기준의 요구내용을 적용하였으며, 또한 

적절한 해석을 수행하여 격납건물의 극한 능력이 초과되지 않음을 입증하고 설계

에 대한 최소 안전여유도를 확보하였다.

  6. 신청자의 품질보증계획은 구조설계감사에 관련된 지침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므로 

10 CFR Part 50, 부록 B 및 본 지침 부록 3.8.4-2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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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수명기간중 각 구조물에 야기될 수 있는 예상하중 및 가상조건에 견디기 위

한 내부 구조물의 해석, 설계 및 건설에 사용된 기준은 검토자가 인정할만한 기존의 

기준, 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와 일치한다. 이것은 RG 1.57, 1.69, 1.136, 1.142,  

1.143, 1.160 및 1.199과 산업표준규격 KEPIC SNB, KEPIC SNC와 KEPIC SND, MME 

및 RG 1.57, 1.136의 추가 지침을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용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에서 정의된 이러한 기준(하중 및 하중조합 ; 설계 및 

해석절차 ; 구조적 허용기준; 자재, 품질관리계획 및 특수공법 ; 그리고 시험 및 가

동중 점검요건)들의 사용은 바람, 토네이도, 지진 및 여러가지 발생시에 구조물이 요

구되는 안전기능과 구조적 건전성의 손상 없이 기술된 설계조건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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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8.4절 기타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격납건물과 격납건물 내부구조물 이외의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물과 내진범주 I급 

구조물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안전관련 구조물에 대하여 다음 분야를 검토한다.  

  1. 구조물의 개요

    구조물의 안전관련 기능 수행에 관계된 주요 구조 형태와 요소들을 정의할 수 있

는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었는지를 각 구조물의 평면도 및 단면도를 포함한 설명

자료를 검토하고, 구조물 사이의 연결(structural tie)이나 분리(separation)를 포함하

여 인접 구조물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주요 대상 구조물은 다음과 같다.

    가. 격납건물 차폐건물

        콘크리트 격납건물 혹은 강재 격납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둘러싸고 있는  차

폐건물은 냉각재 상실사고 중이나 상실사고 후에 누설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

으며, 외부재해로 부터 콘크리트나 강재로 되어있는 격납건물을 보호한다.  

차폐건물은 보통 콘크리트 구조물이거나 또는 강구조와 금속 벽널로 이루어

진 건물이다.

        콘크리트 차폐건물의 경우, 보통 격납건물의 형상을 갖고 있으며 검토되는 자

료는 안전심사지침 3.8.1절의 I.1항에 수록된 콘크리트 격납건물과 같다.

        강구조와 금속벽널로 이루어진 차폐건물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 기초, 벽체 및 지붕을 포함한 건물의 일반적인 배치

        - 건물의 안정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가새 및 횡방향 연결부

        - 격납건물의 돔 위에 설치되는 지붕 지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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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모퉁이와 벽널 접합 연결부

    나. 보조건물

       일반적으로 격납건물과 인접하고, 두 호기의 격납건물에서 공용으로 이용하는 

보조건물은 보통 철근콘크리트와 강구조로 건설된다.  구조요소로 작용하는 벽

체, 기둥, 층슬라브, 지붕 그리고 이동 가능한 부분들의 일반적인 배치를 검토한

다.

    다. 핵연료 저장건물

       독립적이거나 혹은 보조건물의 일부분으로서의 핵연료 저장건물 역시 철근콘

크리트와 강구조로 되어있다.  이 건물은 신연료 저장 구역과 사용후핵연료 저

장조를 포함한다.  보조건물에 대하여 검토된 자료 외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의 기초 및 벽체를 포함한 일반배치를 검토한다.

    라. 제어건물

       제어실은 대부분의 발전소에서 보조건물 내에 위치하는데 그것이 독립된 건물

에 위치할 때 제어건물이라 부르며 독립된 건물로 검토된다. 제어건물은 비산

물 방호 및 차폐를 위하여 보통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지며 검토대상 자료는 보

조건물과 같다.

    마. 디젤발전기건물

       어떤 발전소에서는 비상 디젤발전기가 보조건물내에 위치하나 보통의 경우는 

독립된 건물에 있으며 이 건물을 디젤발전기건물이라 부른다.  이 건물 또한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지며 검토 대상 자료는 보조건물과 같다.

    바. 기타 구조물

       대부분의 발전소에서는 여러 개의 기타 내진범주 I급 구조물과 안전관련 구조

물에는 속하나 기타 설계조항에 따라 내진범주 I급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구조

물들이 있다. 이들은 철근콘크리트나 강구조 혹은 두 가지의 복합구조이다.  

이들에 대하여 검토되는 자료는 보조건물과 같으며 이들 구조물에는 배관 및 

전기도관 터널, 물과 연료탱크, 폐기물 저장설비, 굴뚝, 취수구조물, 양수건물 

및 냉각탑 등이 있다.

       지지물(예 : 케이블 트레이, 수도, 난방, 환기, 공조, 배관)과 장비지지 들을 포

함하는 분배 시스템은 안전심사지침 3.9.2와 3.9.3에 따라 검토한다. 이러한 설

비들과 건물구조 강재/콘크리트(예 : 강철 플랫폼, 건물구조부재, 매입판, 건물

강재부재, 물리적 성분이 설비의 법적 범위를 넘는 건물, 강구조) 사이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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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건물요소들은 이 안전심사지침에서 검토한다. 

       추가로 검토자는 부지에서 멀리 떨어져 위치하는 특수한 구조물을 다루어야 

할 경우도 있다. 그러한 구조물의 파괴가 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

면 안전정지지진(SSE)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표면단층(surface 

faulting)은 발전소의 것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구조물은 비

상냉각수 터널, 제방, 콘크리트댐 및 집수정이 있다.  이러한 구조물은 각 경우

에 맞게 검토되어야 하며 구조물의 위치 및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안전성 평가

가 수행되어야 한다. 검토자료는 이러한 구조물의 구조적 거동을 이해할 수 있

는 것이어야 하고 특히 지진 발생시나 발전소 운전상태에서 이러한 구조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됨을 보여야 한다.

    사. 조적벽

       위에 열거된 구조물의 한 부분으로 벽이나 칸막이 혹은 방사선 차폐물 등이 

있는데 이들은 한 겹이나 여러 겹이 모르타르로 연결되거나 수직 및 수평으로 

보강된 콘크리트 조적체로 건설된다.  이 경우에 이들 벽체의 배치와 형상을 

검토한다.

       주요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의 모듈화 건설공법에 사용되는 최근의 설계(AP600 

및 AP1000)는 때때로 강구조물과 함께 현장에서 다른 부재와 접합되고, 콘크리

트로 채워진 강판구조물이 큰 조립식 부재로 벽체에 사용된다. 콘크리트를 채

워서 사용하는 조립식 벽체는 보강(reinforcing)된 콘크리트로 채워지거나 보강

되지 않은 낮은 강도의 콘크리트로 채워진 경우, 또는 방사선 차폐를 위한 중

량콘크리트가 사용한다. 바닥 모듈은 합성재료를 구성하기 위한 조립식 강재와 

콘크리트가 결합된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력 발전소, 구조모듈설계, 제조, 

형상, 배치, 그리고 연결에 대한 모듈의 설계는 사안별로 검토한다.

  2. 적용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설계, 제작, 시공, 시험 및 검사에 적용되는 설계코드, 표준

규격, 시방서, Regulatory Guide(이하 "RG"), 일반설계기준 및 기타 산업기술기준

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다.

  3. 하중 및 하중조합



제3.8.4절                                                     개정 4 - 2014. 12- 4 -

    적용되는 설계 하중과 하중조합에 대해 검토한다. 내진범주 I급 구조물에 일반적

으로 적용되는 하중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하중인 고정하중, 활하중, 프리스트레스 하중, 온도, 풍하중, 토압, 설하중, 

강우하중, 빙하중 그리고 자재중량, 작업자 및 장비하중, 수평건설하중, 조립 

및 정비하중, 기기반력, 거푸집 압력과 같은 시공하중  

    나. 고정하중, 활하중, 운전에 의한 열하중,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받는 것과 

같은 정수력 하중을 포함하여 정상가동, 운전 및 정지시 받는 하중

    다. 심한 환경상태 하중인 해당 발전소의 운전기준지진(OBE)과 설계풍속이 포함되

며,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의 설계에 요구되는 운전기준지진(OBE) 하중은 

Ⅱ.3.A에 정의되어 있다. 

    라. 극한환경상태에 의해 야기된 해당 발전소의 안전정지지진(SSE)과 토네이도 

    마. 비정상 상태중 받는 하중; 이러한 비정상 상태에는 고에너지 배관의 가상파단

도 포함된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하중에는 격실 내외로 야기되는 상승된 온

도와 압력 그리고 이러한 파단에 의해 발생되는 유체에 의한 분사력 및 충돌

력이 포함된다.

    바. 건물의 진동 관성 하중과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동수력하중(안전제어밸브

(SRV) 와 LOCA)이 포함된다.

    검토 대상이 되는 하중조합은 다음과 같다.

    정상운전하중, 정상운전하중 + 심한환경상태하중, 정상운전하중 + 극한환경상태하

중, 정상운전하중 + 비정상상태하중, 정상운전하중 + 심한환경상태하중 + 비정상

상태하중, 정상운전하중 + 극한환경상태하중 + 비정상상태하중

    상기의 하중과 하중조합은 일반적으로 모든 구조물에 적용가능하다.  또한, 부지

특성과 관련된 특별 하중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보통 비정상 상태의 하중과는 

조합되지 않으며 이러한 하중으로는 홍수, 비행기 충돌(테러와 관련없는), 부지 근

처에서 발생한 폭발재해 및 인근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포탄, 미사일 등이 있다.

  4. 설계와 해석 절차

    내진범주 I급 구조물에 이용된 설계 및 해석 절차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에는 

KEPIC SNC 및 RG 1.142, 강구조물의 경우에는 KEPIC SND와 일치하는지 다음 내

용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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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경계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

    나. 하중작용시 구조물의 거동과 여러 요소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횡하중 또는 힘

이 이들 지지물을 통해 구조물의 기초에까지 전달되는 방법

    다. 사용된 전산프로그램

    라.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설계보고서 (부록 3.8.4-3 참조)

    마. 구조설계 감사 수행 (부록 3.8.4-2 참조)

    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및 저장대(racks)의 설계검토 (부록 3.8.4-4 참조)

    사. 강재 관입물 검토 (KEPIC SNC 부록 B 및 RG 1.142, 1.199의 추가 요건)

    아. 원자력발전소의 지중 및 지상 벽체에 작용하는 동토압(본 안전심사지침 Ⅱ.4.

아 참조)

  5. 구조적 허용기준

    각 구조물과 그의 구조적 거동을 정량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변수에 대한 설

계 제한사항을 검토한다. 특히 허용응력, 변형도, 전체 변형 및 구조물 붕괴에 대

한 안전계수에 중점을 둔다.  명시된 각 하중조합에 대해 제안된 허용값을 본 지

침 II.5에 기술된 허용한도와 비교한다.

  6. 자재, 품질관리, 특수공법 및 품질보증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이러한 자재

에는 콘크리트 재료, 철근 및 기계적 이음, 구조용 강재 및 앵커 등이 있다. 재료

물성을 결정하기 위한 비파괴검사, 콘크리트 타설 및 시공 허용오차 등을 포함하

여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제작 및 시공에 관한 품질관리 변수를 검토한다.  모듈

화 공법 같은 특수공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 공법이 구조물의 구조적 건전성

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 경우에 맞게 검토한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사항도 검토한다.

    가.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관리 계획은 KEPIC SNC 및 추가 요건인 RG 1.142, 

강재의 경우에는 KEPIC SND

    나. 철근 용접의 경우에는 KEPIC SNB

  7. 시험 및 가동중 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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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납건물 이외의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은 구조물의 감시 및 유지관리 요건을 검

토한다.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의 가동중 검사는 위험부위(Critical Areas)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타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의 가동중 검사를 위해 특별한 설계 고려사

항(물리적 접근성, 고방사선 구역의 원격 육안감시, 접근불가능 지역에 발생하는 

열화확인 대체 방법 등)이 있는지 검토한다.

     접근불가지역에 대한 주기적 감시, 지하수의 화학적 감시, 침하 및 부등침하 감

시 등의 건설 후 시험 및 가동중 검사계획은 각 경우에 맞도록 검토한다.

  8. 조적벽

    조적벽에 포함된 검토분야는 최소한 안전심사지침 부록 3.8.4-1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1. 10 CFR 50 Appendix B의 요건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을 따라야 하는 안전관련 구

조물의 결정은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에 따른다.

  2. 격납건물 이외의 안전관련 구조물에 위치한 고에너지 배관으로부터 오는 압력하

중의 결정은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르며, 여기에서 결정된 하중을 본 지침의 

하중조합에 포함시킨다.

  3. 설계기준에서 제외되는 가상배관파단은 파단전 누설(the leak before break)이다.

    동 내용은 본 지침의 3.6.3절에 따라 검토한다.

  4. 사고상태 압력에 의해 야기된 하중의 결정은 안전심사지침 6.2.1절에 따르며, 여

기에서 결정된 하중을 본 지침의 하중조합에 포함시킨다.

  5. 품질보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따라 수행되고 검토한다.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quality assurance performs the reviews of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s phase quality assurance programs under SRP 

Chapter 17. In addition, while conducting regulatory audits in accordance with 

Office Instruction NRR-LIC-111 or NRO-REG-108, “Regulatory Audits,” the 

technical staff may identify quality-related issues. If this occurs, the technical 

staff should contact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quality assuranc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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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e if an inspection should be conducted(공통개정사항).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규제요건과 연계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 안전관련 구조물이 안전관련 기

능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조립,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 안전관련 구조물이 바람, 토네이

도, 홍수, 지진 및 상기하중의 적절한 조합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가장 혹심한 자연

현상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 안전관련 구조물이 비산물 및 

냉각재 상실사고와 관련된 타격하중을 포함한 기기파괴 시 동적영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안전관련 구조물의 공유가 구조

물의 안전관련 기능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음을 보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

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구조물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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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구조물의 개요가 안전심사지침 3.8.4 및 RG 1.206에 

언급된 최소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RG 1.70 또는 RG 1.206에 포함되지 않

은 새롭거나 독특한 설계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검토

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한다.

    RG 1.206은 설계인증(DC)이나 통합인허가(COL) 신청서에 포함되는 구조물의 평가

를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RG 1.70은 건설허가 (CP) 또는 운영허가(OL)를 위한 신청으로 승인되는 정보의 지

침이다. 

  2. 적용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설계, 자재, 제작, 시공, 시험 및 감시 등은 아래와 같은 코

드, 표준규격 및 지침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적용하여 수행한다.

      규 격                      제      목      

     KEPIC SNB                 격납구조 

     KEPIC SNC                 철근콘크리트 구조 

     KEPIC SND                 강구조 

       

     Regulatory Guide            제       목     

     1.69            원자력발전소의 콘크리트 방사선 차폐               

     1.91            원자력발전소 인근 수송로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가상폭발에 대한 

      평가 

     1.115           터빈 비산물에 대한 방호                                   

     1.127           원자력발전소의 물-관리 구조물의 검사

     1.142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련 콘크리트 구조물

     1.143            LWR에 설치된 방사성 폐기물 취급 계통 및 구조물과 부품을 

                     위한 설계지침                                               

     1.160           원자력발전소의 유지관리의 효과적인 감시

     1.199           콘크리트에 구조 지지를 위해 설치되는 앵커

3. 하중 및 하중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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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및 하중조합은 KEPIC SNC(철근콘크리트 구

조)와 RG 1.142(Safety-related Concrete Structure for NPPs : Other Than 

Reactor Vessels and Containments)를 따라야 한다. 하중 및 하중조합과 관련한 

추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고정하중에는 정수하중(hydrostatic loads) 포함되어야 하며 기기 지지부의 경우 

정적 및 동적 수두 및 유체흐름효과(fluid flow effects)가 포함되어야 한다.

    

    활하중에는 움직이는 기기의 하중과 토압과 같이 강도와 빈도가 변하는 하중이 

고려되어야 한다. 수평 토압의 동적 영향은 본 안전심사지침 II.4(아)에 따라야 

한다. 기기 지지부의 경우 진동이나 지지부의 움직임으로 인한 하중이 고려되어

야 한다. 하중의 크기 및 위치는 설계 시 보수적인 결과를 줄 수 있도록 조사되

어야 한다. 

    OBE를 설계입력으로 특별히 선정하지 않는다면 OBE는 발전소 정지 및 검사 에

만 관련된다. 만약, OBE가 SSE의 1/3 이하이면 설계해석이나 응답해석이 요구되

지 않으며, OBE가 SSE의 1/3보다 크면 격납건물의 응력, 변형율, 변형이 한계치 

이내이고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설계 및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3.7은 OBE 적용에 대한 상세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냉각재상실사고(LOCA)와 안전방출밸브(SRV) 작동과 같은 동수역학적인 하중을 

받는 구조물이나 구조요소는 안전심사지침의 3.8.1항에 기술된 하중을 고려하여

야 하며, 동수역학적인 하중이나 지진으로 유발된 동수력학적인 하중과 관련한 

유체구조물상호작용 효과가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에는 건설하중과 건설기간 동안에 발생되어질 하중과 하중

조합이 고려되어야 한다. 건설기간에 발생하는 하중은 사하중, 활하중, 온도하

중, 풍하중, 적설하중으로 이루어진다. 적용할 건설하중은 공사 관련 자재, 인력 

및 공사재료 하중, 수평시공하중, 장비반력, 설치 및 인양하중, 거푸집압력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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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 SEI/ASCE 37은 건설하중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지

침이 안전심사지침의 내용과 상충된다면 안전심사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의 해석시 홍수나 부지 인근에서의 폭발위험도, 잠재적인 

항공기 충돌(테러에 의한 항공기 충돌은 제외), 군사시설에서의 비산물 또는 발

전기 터빈 비산물 등 부지관련 또는 발전소 관련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기

의 하중과 하중조합의 적절성은 부지 또는 발전소의 위치, 주변시설 등을 고려

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강구조물

    강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및 하중조합은 KEPIC SND(강구조)를 따라야 한다. 

하중 및 하중조합과 관련한 추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KEPIC SND는 허용응

력설계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하중 및 하중조합에 대한 부가적인 지침은 콘크리

트 구조물에 적용되는 지침과 동일하다. 

4. 설계 및 해석절차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에 이용된 설계 및 해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관한 절차는 RG 1.142에 의하여 보완된 KEPIC SNC(철

근콘크리트 구조)를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계통 및 구조 지지를 

위해 설치되는 앵커(강재 매입물)의 해석 및 설계는 RG 1.199와 KEPIC- SNC

(철근콘크리트 구조) 부록 B를 적용한다면 만족한다.

    나. 안전심사지침의 3.8.1의 Ⅱ.4와 3.8.2에 기술된 설계 및 해석방법 중 경계조건

에 대한 가정사항, 과도하중 및 국부작용하중, 콘크리트의 건조수축과 균열 등

은 기타 내진범주 1급 콘크리트 및 강구조물에 각각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강구조물에 대한 설계 및 해석절차는 KEPIC SND(강 구조)를 따라야 한다.

    라. 해석에 사용된 전산프로그램은 안전심사지침 3.8.1절의 II.4.마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마. 설계보고서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3.8.4-3에 기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

다.

    바. 구조감사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3.8.4-2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사.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및 저장대 설계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3.8.4-4의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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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립된 벽체에 작용하는 측면 동적토압에 대한 고려는 수평토압하중을 다음의 

2가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면 타당하다. 1) 측면토압이 ASCE 4-98 Sec. 

3.5.3.2에 의하여 계산된 동적토압에 정적토압을 더한 값의 합과 동등하거나, 

2) 수평토압과 수동토압이 동등하다면 적절하다. 이런 방법들은 매우 보수적이

며, 대체 방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사안별로 검토한다. 옹벽은 ASCE 4-98 Sec. 

3.5.3.1 - 3.5.3.3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자. 조적벽체의 설계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3.8.4-1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

다.

    차. 모듈화 공법을 사용하는 구조물은 사안별로 검토 및 평가한다. ANSI/AISC 

N690(1994)은 모듈화 건설공법에 대한 지침을 기술하고 있으며, 둥 문헌의 부

록은 모듈화 건설 관련 검토기준을 제시한다.

5. 구조적 허용기준

  각각의 하중조합에 대한 허용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에는 KEPIC SNC와 

RG 1.142에 기술되어 있고, 강 구조물의 경우에는 KEPIC SND에 기술되어 있다.

  6. 자재, 품질관리 및 특수공법

    격납건물 이외의 내진범주 I급 구조물에서 자재, 품질관리 및 특수공법에 대한 허

용기준은 본 안전심사지침의 I.6항에 있는 코드 및 표준규격을 따른다.

    특수공법은 본 안전심사지침의 Ⅱ.4에 따라 사안별 평가가 필요하며, 모듈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재료검토, 품질관리 및 특별한 시공법 등이 각 사안별로 평가되어

야 한다.

  7. 시험 및 가동중 점검요건

    격납건물 이외의 내진범주 I급 구조물에 대한 감시와 유지관리 요건은 KEPIC 

SNC, SND 및 RG 1.160에 따른다.

     물-관리 구조물(Water-control structure)의 가동중 검사계획은 RG 1.127에 따르

며 콘크리트 구조물, 제방구조물, 방수로, 하수구, 저수지, 냉각수 배수로, 운하, 취

수 및 배수 구조물, 안전성능이 요구되는 기기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이다.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은 위험지역의 가동중 검사를 수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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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에 대한 상태 및 조건을 모니터링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발전소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기타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의 가동중 검사

를 위해 특별한 설계 고려사항(물리적 접근성, 고방사선 구역의 원격 육안감시, 접

근불가능 지역에 발생하는 열화확인 대체 방법 등)이 있는지 검토한다.

    발전소 부지 지하수/토양이 pH>5.5, 염화물<500ppm, 황산염<1500ppm의 조건일 때 

정상적인 조건에서 접근 불가능한 지하에 매립된 콘크리트 벽체 및 기초에 대해 

수용 가능한 계획은 (1) 어떤 이유로 굴착이 되었을 때 노출된 부분에 대한 열화

를 점검하고 (2) 지하수가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지내 지하수 

화학성분에 대해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것이다.

    발전소 부지 지하수/토양이 상기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의 허용 가능한 방법은 정

상적인 조건에서 접근 불가능한 지하에 매립된 콘크리트 벽체 및 기초에 대해 주

기적 감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이다.

 8. 조적벽

    조적벽에 관한 허용기준은 본 안전심사지침 부록 3.8.4-1에 있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다음에 기술된 검토절차 중에서 신청자가 제안한 발전소에 적합한 검토

절차를 선정하여 검토를 수행한다. 검토절차는 허용기준에 근거하고 있으며, 허용기준

과 차이점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가 제시한 관련 평가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구조물의 개요

    격납건물의 유형 및 기능적 특성을 확인하여 과거에 인가된 유사발전소의 자료를 

참고한다. 이러한 정보는 안전성분석보고서와 허가신청서의 변경내용에서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통해 검토대상과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세히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 사용

되지 않았던 새롭고 특이한 사항은 더욱 자세히 조사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

술된 내용이 RG 1.70의 내용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기술된 내용이 충분

한가를 결정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검토초기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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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

    코드, 표준규격, 지침 및 시방서의 목록을 본 절의 II.2항의 목록과 비교한다. 검토

자는 적절한 코드 또는 지침이 사용되는지, 적용한 간행판과 추가사항이 유효한지

를 확인한다.

  3. 하중 및 하중조합

    검토자는 하중 및 하중조합이 본 절 II.3항에서 기술한 내용보다 보수적인지를 검

증한다.  적절히 입증되지 않은 하중 및 하중조합이 허용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때

에는 허용불가한 것으로 규정지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4. 설계 및 해석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설계 및 해석절차에 있어서 콘크리트에는 KEPIC SNC 및 RG 

1.142, 강구조에는 KEPIC SND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구조물의 설계 및 해

석에 사용된 모든 전산프로그램이 본 안전심사지침 3.8.1절의 II.4.마.항에 기술된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며 본 안전심사지침 II.4항의 설계보고서, 구조감사, 사

용후핵연료 저장조 및 저장대의 설계조항이 만족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5. 구조적 허용기준

    콘크리트, 철근 및 강구조 등의 허용응력과 변형도에 대한 제한값을 본 안전심사

지침 II.5항에 제시된 해당 허용값과 비교하며 만일 구조물이 국부적으로 상기값이 

설정된 허용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그것이 구조물의 구조적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

지 않음을 신청자는 입증하여야 한다. 만약에 이러한 입증결과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입증 결과를 요구한다.

  6. 자재, 품질관리 및 특수공법

    자재, 품질관리절차 및 특수공법은 본 절 II.6항에 기술된 내용과 비교한다.  만약 

과거에 인가되어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자재를 사용한 경우는 그러한 자재가 

허용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험결과와 관련자료를 신청자에게 요청한

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품질관리절차나 특수공법의 경우도 구조물의 구조적 건

전성에 영향을 줄 정도의 품질저하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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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시험 및 가동중 점검요건

    격납건물 이외의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은 KEPIC SNC, SND 및 RG 1.127, 1.160에 

따라 구조물의 감시 및 유지관리 요건에 따라 검토한다. 기타 내진범주 Ⅰ급 구조

물의 가동중 검사의 특수설계 규정 및 기타 시험 및 가동중 검사계획은 각 경우

에 따라 적절히 수행한다.

  8.  조적벽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3.8.4-1절에 제시된 요건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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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내진범주 I급 기초의 설계가 허용가능하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의 관련요건에 만족되며, 10 CFR 50.55a와 

일반설계기준 1, 2, 4, 5의 관련요건에 만족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

을 근거로 한다.

  1. 신청자는 내진범주 I급 기초가 관련 국내 원자력관계법령, RG 및 산업기술기준을 

만족하도록, 그 안전기능에 상응하는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건설, 시공, 시

험 및 검사되는 것을 입증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2. 신청자는 내진범주 I급 기초가 그 부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심한 지진에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견디며, 지진 및 기타 자연현상과 같은 환경하중의 영향을 

정상 및 사고상태의 영향과 조합한 하중에 대하여도 견딜 수 있도록 기초를 설계

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3. 신청자는 내진범주 I급 기초가 비산물, 배관 휩, 배수와 관련한 동적 효과에 견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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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4. 신청자는 안전성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서로 공유되는 경우가 없거나 공

유되더라도 그 공유로 인해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을 

입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5. 신청자의 품질보증계획은 구조설계감사에 관련된 지침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므로 

안전심사지침 부록 3.8.4-2절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6. 발전소 수명기간중 각 구조물에 야기될 수 있는 예상하중 및 가상조건에 견디기 

위한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해석, 설계 및 건설에 사용된 기준은 검토자가 

인정할만한 기존의 기준, 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와 일치한다. 이것은 RG 1.69, 

1.91, 1.94, 1.115, 1.142, 1.143, 1.160 및 1.199과 산업표준규격 KEPIC SNC 및 

KEPIC SND를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7. 적용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에서 정의된 이러한 기준(하중 및 하중조합 ; 설계 

및 해석절차 ; 구조적 허용기준; 자재, 품질관리계획 및 특수공법 ; 그리고 시험 

및 가동중 점검요건)들의 사용은 바람, 토네이도, 지진 및 여러 가지 발생시에 구

조물이 요구되는 안전기능과 구조적 건전성의 손상 없이 기술된 설계조건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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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인에 대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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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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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KEPIC SNC (철근 콘크리트 구조)

  6. KEPIC SND (강구조)

  7.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KINS

  8. 10 CFR 50.55a, "Codes and Standards"

  9. 10 CFR 50.65, Monitoring the Effectiveness of Maintenance at Nuclear Power 

Plants."

 10.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1, "Quality Standards and 

Records."

 11.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2, "Design Bases for 

Protection Against Natural Phenomena."

 12.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4, "Environmental and  

Dynamic Effects Design Bases."

 13.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5, "Sharing of Structures, 

Systems, and Components."

 14. 10 CFR 50, Appendix B, "Quality Assurance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and Fuel Reprocessing Plants."

 15. 10 CFR 50, Appendix S, "Earthquake Engineering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16. 10 CFR 52, "Early Site Permits; Standard Design Certifications; and Combined 

Licenses for Nuclear Power Plants Fuel Reprocessing Plants."

 17. ACI 349, "Code Requirements for Nuclear Safety-Related Structures," American 

Concrete Institute.

 18. ANSI/AISC N690-1994, "Specification for the Design, Fabrication, and Erection  

of Steel Safety-Related Structures for Nuclear Facilities," 

 19. ASCE 4-98, "Seismic Analysis of Safety-Related Nuclear Structures and 

Commentary,"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Section 3.5.3.2 for embedded 

walls and Sections 3.5.3.1 though 3.5.3.3 for earth retaining walls)

 20.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Ⅲ, Division 2, "Code for 

Concrete Reactor Vessels and Containments,"  

 21. Regulatory Guide 1.206, "Combined License Applications for Nuclear Power 

Plants(LWR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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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NUREG/CR-6486, "Assessment of Modular Construction for Safety-Related 

Structures at Advanced Nuclear Power Plants," March 1997

 23. Regulatory Guide 1.69, "Concrete Radiation Shields for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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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Nuclear Power Plants."

 25. Regulatory Guide 1.91, "Evaluations of Explosions Postulated to Occur on 

Transportation Routes Near Nuclear Power Plants."

 26. Regulatory Guide 1.115, "Protection Against Low Trajectory Turbine Missiles."

 27. Regulatory Guide 1.127, "Inspection of Water-Control Structure Associated with 

Nuclear Power Plants." 

 28. Regulatory Guide 1.142, "Safety-Related Concrete Structures for Nuclear Power 

Plants."

 28. Regulatory Guide 1.143, "Design Guidance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stalled in LWR Plants."  

 29. Regulatory Guide 1.160, "Monitoring the Effectiveness of Maintenance at Nuclear 

Power Plants." 

 30. Regulatory Guide 1.199, "Anchoring Components and Structural Supports in 

Concrete." 

 31. SEI/ASCE 37, "Design Loads Structures During Construction."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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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8.5절 기 초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기초와 관련된 다음 분야를 검토한다.

  1. 기초의 개요

    기초의 기능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주요 구조적 형태와 요소들에 대한 자료

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기초의 평면도와 단면도를 포

함한 설명자료들을 검토한다.  또한, 인접한 기초사이의 관계도 검토하며 지진에 

의한 건물간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리를 시킨 경우는 분리 방법도 검

토한다.  특히, 기초의 종류를 확인하며 기초의 구조적 특성을 조사한다.

    여러 종류의 기초들 중에서 전면기초, 기둥기초, 여러 개의 기둥을 지지하는 복합

기초, 지지벽을 지지하는 벽기초 등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말뚝기초, 굴착 케이슨

(caisson), 펌프장과 같은 접안 옹벽구조물을 지지하는 케이슨, 암반 정착 시스템 

등도 기초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런 형태의 기초들은 각 사안에 따라 검토한다.  

이상의 설명자료와 더불어 검토해야 할 발전소의 주요 내진범주 I급 기초들은 다

음과 같다.

    가. 격납건물 기초

       콘크리트와 강구조의 격납건물에 대부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초는 전면 기

초로서, 이 기초는 격납건물, 내부구조물, 경우에 따라서는 격납건물을 둘러싸

고 있는 차폐건물들을 지지하며 편평하고 두꺼운 슬래브로 이루어져 있다.   

가압경수형 원자로 격납건물의 경우, 기초슬래브는 원자로 공동을 형성하기 위

해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형상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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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에 의한 전단력과 같은 수평 전단력을 기초로 전달시키는 방법에 특히  

중점을 두어, 안전심사지침 3.8.1절 I.1항에 따라 격납건물 기초슬래브의 일반적 

배치형상을 검토한다. 전단 키가 이용될 경우는 이 전단 키의 일반적인 배치형

상을 검토하며 방수막이 사용되는 경우는 기초의 전단저항에 방수막이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경우, 텐돈 검사용 통로

가 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이 통로의 배치를 검토하고, 기초슬래브의 다른 부위

와 통로와의 분리 방법이나 또는 통로가 전단저항과 같은 기능들을 담당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나. 격납건물 차폐건물 기초(Containment Enclosure Building Foundation)

       격납건물 차폐건물이 철근콘크리트로 건설될 때에는, 이 건물은 보통 격납건물

을 지지하는 전면기초에 의해 지지되도록 한다. 이 차폐건물을 강구조와 금속판

넬(siding)로 건설할 때에는, 이 건물은 격납건물의 노출 부분만 감싸게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차폐건물 기둥은 지표면에서의 독립기초 또는 복합기초위에 세

우거나, 격납건물에 인접하거나 격납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의 지붕, 격납건

물의 돔, 또는 가능한 경우 격납건물의 원통형 벽체 외부에 정착되어 있는 지지

대에 의해 지지되도록 한다. 이러한 기초의 일반적 배치형상을 검토하며, 이때 

차폐건물을 다른 건물과 수평방향으로 분리시키는 방법에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지진에 의한 건물간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 보조건물 기초

       보조건물의 기초는 전면기초 형식을 택하는 경우가 전형적이며, 지반이 토양인 

경우는 특히 이 형식을 취한다. 기초의 일반적인 배치형상을 검토하며, 이때 

하중이 구조물로부터 기초지반으로 전달되는 방법에 특히 중점을 둔다.

    라. 기타 내진범주 I급 기초

       기타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기초는 여러 가지 기초 형태 중 한가지를 택하거

나 조합할 수도 있는데, 이 기초는 격납건물 기초와 유사하게 검토한다. 내진

범주 I급 구조물 중에서 연료저장건물, 제어건물, 디젤발전기건물, 취수건물, 냉

각탑 등의 기초들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다른 설계조항 때문에 내진범주 I급 

구조물로 분류되지 않은 안전관련 구조물들의 기초도 검토한다.

  2. 적용 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

    내진범주 I급 기초의 설계, 제작, 시공, 시험, 점검에 적용되는 설계 코드, 표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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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시방서, Regulatory Guide(이하 "RG"), 기타 산업기술기준에 관한 자료를 검토

한다.

  3. 하중 및 하중조합

    적용 설계하중과 하중조합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다.  내진범주 I급 기초에 적용하

는 하중은 그 기초가 지지하는 상부구조물에 적용하는 하중과 같다.  이 하중들은 

안전심사지침 3.8.4절 I.3항에 설명되어 있다. 

  4. 설계 및 해석절차

    내진범주 I급 기초의 설계 절차가 콘크리트 구조물은 KEPIC SNC에 부합되는지, 

강구조물은 KEPIC SND에 부합되는지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며, 내진범주 I급 구조

물의 해석 절차에 대해서는 사용된 이론의 적용성에 관하여 검토한다.  주요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경계조건에 대한 가정 및 여러 종류의 하중을 받을 때 기초의 예상 거동에 대

한 가정

    나. 수평방향 하중 및 그로 인한 힘과 전도 모멘트를 구조물로부터 기초지반으로 

전달시키는 방법(이 하중들은 주로 바람, 토네이도, 지진, 배관 파단 등과 같은 

발전소의 비정상환경상태에 의해 유발)과 지진의 세 방향 성분들에 의한 전도 

모멘트를 결정하는 방법(안전심사지침 3.7.2)

    다.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기초의 설계 및 해석에 사용되는 전산프로그램

    라.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설계보고서(안전심사지침 부록 3.8.4-3)

    마. 구조감사(안전심사지침 부록 3.8.4-2)

        최근 원자력 구조물에서 독립 전면기초에서 사용하는 설계인중(DC)를 제시하

였다.  이러한 설계는 휨, 전단, 침하, 연속적인 건설, 유연한 기초 등에 주의

하여야 한다. 그리고 측벽과 전면기초, 견고하거나 연약한 지반과 같은 부분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정지반의 전단응력은 안전심사지침 2.5.4에서 검

토한다. 

  5. 구조적 허용기준

    구조물과 지반사이를 이어주는 기초가 하중을 받아 전달하는 기능에 대하여 적절

한 안전여유를 갖는지 검토한다. 기초의 구조적 거동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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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설계한도를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KEPIC SNC에 

부합하는지에 중점을 두어 검토한다. 특히 응력, 변형도, 변형 등에 관하여 검토한

다.  전도 및 활동에 대한 안전율을 검토한다.

  6. 자재, 품질관리, 및 특수공법

    내진범주 I급 기초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며 다음의 주요 시공자

재들을 검토한다.

    가. 콘크리트 성분

    나. 철근 및 기계적 이음

    다. 구조강재

    라. 암반정착 - 모든 프리스트레싱 계통이 포함됨

    내진범주 I급 기초의 제작 및 시공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을 검토한다.  이 검토에

는 물리적 물성값을 결정하기 위한 비파괴 검사, 콘크리트 타설, 시공 허용오차 

등을 포함시킨다. 특수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안별로 검토한다.

    추가로 격납건물 이외의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 기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도 

검토한다.

    가. 재료 및 품질관리 계획은 콘크리트는 KEPIC SNC 및 RG 1.142, 철재의 경우에

는 KEPIC SND

    나. 철근 용접의 경우에는 KEPIC SNB-3000

  7. 시험 및 가동중 점검계획

    내진 Ⅰ급 기초는 구조물 감시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 기초의 구조물의 감시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의 기초를 위한 가동중 검사의 허용 범위의 수용이 중요하

며, 기타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 기초의 가동중 검사가 수용되도록 특별설계 기준

을 검토한다.

    가동중 점검계획은 접근불가지역, 지하수의 화학적 감시, 부등침하 등의 건설 후 

시험 및  가동중 검사계획은 각 경우에 맞도록 검토한다.



제3.8.5절                                                     개정 4 - 2014. 12- 5 -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기초와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

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10 CFR Part 50 Appendix B의 검토요건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이 필요한 구조물들

을 결정하는 것은,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인 기계재

료분야 담당부서가 담당하며,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가 이 결과에 기초하여 안전

관련 구조물을 검토한다.

  2. 격납건물 이외의 안전관련 구조물에 설치된 고에너지 배관들에 의한 압력하중은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인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가 결정하며,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이와 같이 결정된 하중을 받아 하중조합에 포함시킨다.

  3. 사고 상태하에서의 압력은 안전심사지침 6.2.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인 안전해석

분야 담당부서가 결정하고,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이 하중을 하중조합에 포함

시킨다. 

  4. 품질보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인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 총괄하에 연계하여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내진범주 I급 기초에 대한 설계 타당성평가는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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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 안전관련 구조물은 안전기능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건설, 시험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해 역사

적으로 기록되어 온 가장 심한 자연현상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기록된 자료의 제

한된 정확도, 분량, 기록 시간 등에 대한 충분한 여유를 주어 이 자연현상을 고려

하여야 한다. 또한 이 자연현상의 영향에 정상 및 사고조건의 영향을 포함시킨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기기는 

기기의 파괴나 원전 구조물 외부로부터의 사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비산물, 

배관 휩, 배수 등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효과에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기기의 

공유가 안전관련 기능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

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기초의 개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구조물의 개요가 RG 1.206 3.8.5.1절에 언급된  요구조

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RG 1.206 또는 RG 1.70에 포함되지 않은 새롭거나 독특

한 설계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한다.

    RG 1.206은 설계인증(DC)에 포함되는 구조물의 평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RG 1.70은 건설허가 (CP) 또는 운영허가(OL)를 위한 신청으로 승인되는 정보의 지

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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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설명자료들은 RG 1.70, "원자력발전소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표

준규격 양식 및 내용"의 3.8.5.1절에 규정한 최소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적용 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

    내진범주 I급 기초의 설계, 자재, 제작, 건설, 검사, 시험 및 점검은 전체적으로 또

는 부분적으로 적용 가능한 코드, 표준규격 및 지침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기

준에 대한 목록은 안전심사지침 3.8.4절의 II.2항에 기술되어 있다. 추가로 안전심

사지침 3.8.1절의 II.2항에 기술된 기준들을 격납건물 기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

다.

  3. 하중 및 하중조합

    내진범주 I급 기초의 설계에 사용된 하중 및 하중조합은, 격납건물 기초에 대하여

는 안전심사지침 3.8.1절의 II.3항의 조합을 따라야 하며, 다른 모든 내진범주 I급 

기초에 대하여는 안전심사지침 3.8.4절의 II.2항의 조합을 따라야 한다.

    이 하중조합에 추가하여, 지진, 바람, 토네이도 등에 의한 활동 및 전도, 홍수로 

인한 부양을 점검하는데 사용한 하중조합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D + H + E

    나. D + H + W

    다. D + H + E'

    라. D + H + Wt

    마. D + F'

     여기서, D, E, W, E', Wt는 안전심사지침 3.8.4절에 정의한 것과 같으며, H는    

수평토압, F'은 설계기준 홍수시의 부력이다.  이 하중조합에 활하중을 포함하는 

경우는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10 CFR 50 Appendix S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운전기준지진(OBE)은, 신청자가 설계

기준지진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다면, 발전소의 가동정지 및 검사기준으로 사

용된다. 만약 OBE가 안전정지지진(SSE)의 1/3보다 작게 설정될 때는 해석 및 설

계에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SSE의 1/3보다 클 경우에는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

의 해석 및 설계에 고려되어 구조물의 기능이 유지되고 응력, 변형률, 변형 한계 

내에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3.7장은 OBE 적용에 대한 상세내용

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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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설계 및 해석절차

    내진범주 I급 기초의 설계 및 해석절차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설계에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동수력학적 효과, 동적 토압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격납건물 기초 이외의 내진범주 I급 콘크리트 기초에 대한 절차는 KEPIC SNC

에 따라야 한다(RG 1.142).

    다. 내진범주 I급 강재 기초에 대한 절차는 KEPIC SND에 따라야 한다.

    라. 격납건물 기초에 대한 설계 및 해석절차는 안전심사지침 3.8.1절의 II.4항에 준

한다.

    마. 설계보고서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3.8.4-3절에 있는 지침을 만족해야 한다. 

    바. 구조감사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3.8.4-2절에 따라 수행한다.

    지진에 의한 전도모멘트를 안전심사지침 3.7.2절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고, 전산프

로그램은 안전심사지침 3.8.1절의 II.4 "마"항에 기술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유효성

이 입증되면 허용할 수 있다.

  5. 구조적 허용기준

    본 절의 II.3에 언급된 각 하중조합의 경우에서 허용기준을 정하는 허용한계는 격

납건물 기초에 대하여는 안전심사지침 3.8.1절의 II.5항을, 기타 안전관련 구조물의 

기초에 대하여는 안전심사지침 3.8.4절의 II.5항을 참고한다.  본 절의 II.3항에 언급

된 5개의 하중조합에서 전도, 활동, 부양에 대한 안전계수는 다음의 값을 만족해

야 한다.

                                   최소 안전계수

                     하중조합         전도        활동         부양

                        가             1.5         1.5           ---

                        나             1.5         1.5           ---

                        다             1.1         1.1           ---

                        라             1.1         1.1           ---

                        마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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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재, 품질관리 및 특수공법

    격납건물 기초의 자재, 품질관리, 특수공법에 대한 허용기준은 안전심사지침 3.8.1

절의 II.6항을 참고한다. 기타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기초는 이 안전심사지침

의 I.6항의 코드 및 표준에 따라 재료 및 품질관리 계획이 만족되어야 하며, 특수

공법은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한다.

  7. 시험 및 가동중 점검 요구조건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의 기초의 구조물 감시 및 유지관리 요건은 10 CFR 50.65 

및 RG 1.160에 따른다. 

    물관리 구조물(Water control structure)의 가동중 검사계획은 RG 1.127에 따르며 

콘크리트구조, 제방구조, 방수로, 하수구, 저수지, 운하, 방전전극구조 및 안전성능

구조물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이다.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의 기초는 위험지역의 가동중 검사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

다. 검사자는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 기초에 대한 상태 및 조건을 모니터링하고 유

지관리하는 것이 발전소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검사자는 사례별로 내진범주 Ⅰ

급 구조물의 가동중 검사를 수용한 특수설계조항(예, 충분한 물리적 접근 제공, 붕

괴로 이끌 수 있는 접근불가지역에서 조건 일치를 위한 선택적 수단의 제공, 높은 

방사능 지역의 원거리 모니터링)을 재검토 한다.

    발전소 부지 지하수/토양이 pH>5.5, 염화물<500ppm, 황산염<1500ppm의 조건일 때 

정상적인 조건에서 접근 불가능한 지하에 매립된 콘크리트 벽체 및 기초에 대해 

수용 가능한 계획은 (1) 어떤 이유로 굴착이 되었을 때 노출된 부분에 대한 열화

를 점검하고 (2) 지하수가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지내 지하수 

화학성분에 대해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것이다.

    발전소 부지 지하수/토양이 상기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의 허용가능한 방법은 정상

적인 조건에서 접근 불가능한 지하에 매립된 콘크리트 벽체 및 기초에 대해 주기

적 감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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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납건물 기초는 안전심사지침 3.8.1절의 Ⅱ.7항에 따라 추가적인 시험과 점검이 

요구되며 특별한 기초의 설계는 사안별로 검토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다음에 기술된 검토절차 중에서 신청자가 제안한 발전소에 적합한 검토

절차를 선정하여 검토를 수행한다. 본 장의 검토절차에 상이하게 기술된 부분에 대해

서는 제시된 대안의 기술내용이 ‘Ⅱ장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지를 검토한다.

  1. 기초의 개요

    기초의 형식과 구조적 특성을 확인한 후에, 과거에 인가된 유사한 원자력 발전소

에 대한 자료를 참조용으로 입수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안전성분석보고서와 허가

신청서 변경내용으로 부터 입수가 가능하며, 검토하고 있는 경우와의 차이점을 확

인하고 이 차이점들로부터 추가로 필요한 검토와 평가 내용을 판단한다. 과거에 

사용되어진 바가 없는 새롭고 독특한 특징들은 더 자세히 검토한다.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이 RG 1.70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제공된 설

명자료가 충분한지 결정을 내린다.  추가로 필요한 모든 자료는 검토과정 초기에 

신청자에게 요청한다.

  2. 적용 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

    코드, 표준규격, 지침 및 시방서의 목록을 본 절의 II.2의 목록과 비교한다.  검토

자는 적절한 코드 또는 지침이 사용되었는지, 적용한 개정판과 유효한 추가 기술

사항이 인정할 만한지를 확인한다.

  3. 하중 및 하중조합

    검토자는 하중 및 하중조합이 본 절의 II.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보수적인지를  

검증한다.  적절히 입증되지 않은 하중 및 하중조합이 허용기준에 어긋날 때에는 

허용 불가한 것으로 규정지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4. 설계 및 해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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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는 신청자가 본 절의 II.4항에 기술한 적용 코드의 설계 및 해석 절차를 사

용하였는지 확인한다.  기초의 설계 및 해석에 사용한 어느 전산프로그램이든지 

안전심사지침 3.8.1절의 II.4 "마"항에 기술된 허용기준에 따른 타당성 확인을 위해 

검토한다.  검토자는 본 절 II.4의 규정이 만족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5. 구조적 허용기준

    콘크리트, 철근, 구조강재의 허용응력 및 변형도와 전도, 활동, 부양에 대한 안전

계수의 한계값을 본 절의 II.5항에 규정한 해당 허용값과 비교한다.  신청자가 이 

한계값을 벗어나는 값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입증자료를 받아서 평가해야 한다.  

만일, 그 입증결과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면 추가의 입증자료를 요구한다.

  6. 자재, 품질관리 및 특수공법

    자재, 품질관리절차 및 특수공법을 본 절의 II.6항에 기술된 내용과 비교한다.  과

거에 인가된 경우와 비교하여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자재를 사용한 경우는, 그

러한 자재가 허용가능 함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험과 관련자료를 신청자에

게 요청한다. 새로운 품질관리 절차나 특수공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초의 구

조적 건전성에 영향을 줄 정도의 품질 저하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7. 시험 및 가동중 점검 계획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의 기초는 10 CFR 50.65 및 RG 1.127, 1.160에 따라 구조물

의 감시 및 유지관리 요건에 따라 검토한다. 콘크리트 격납건물 기초의 시험, 가

동중 점검계획은 안전심사지침 3.8.1절의 Ⅱ.7항에 따르며,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

의 가동중 검사의 특수설계 규정 및 기타 시험 및 가동중 검사계획은 각 사안에 

따라 각각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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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는 내진범주 I급 기초의 설계가 허용가능하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의 관련요건에 만족되며, 10 CFR 50.55a, 10 

CFR 50 Appendix B와 일반설계기준 1, 2, 4, 5의 관련요건에 만족한다고 결론을 내린

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을 근거로 한다.

  1. 신청자는 내진범주 I급 기초가 관련 국내 원자력관계법령, RG 및 산업기술기준을 

만족하도록, 그 안전기능에 상응하는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건설, 시공, 시

험 및 검사되는 것을 입증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2. 신청자는 내진범주 I급 기초가 그 부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심한 지진에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견디며, 지진 및 기타 자연현상과 같은 환경하중의 영향을 

정상 및 사고상태의 영향과 조합한 하중에 대하여도 견딜 수 있도록 기초를 설계

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3. 신청자는 내진범주 I급 기초가 비산물, 배관 휩, 배수와 관련한 동적 효과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4. 신청자는 안전성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서로 공유되는 경우가 없거나 공

유되더라도 그 공유로 인해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을 

입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5. 신청자의 품질보증계획은 구조설계감사에 관련된 지침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므로 

안전심사지침 부록 3.8.4-2절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6. 발전소 수명기간 중 각 구조물에 야기될 수 있는 예상하중 및 가상조건에 견디기 

위한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기초의 해석, 설계 및 건설에 사용된 기준은 검토

자가 인정할만한 기존의 기준, 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와 일치한다. 이는 격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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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는 안전심사지침 3.8.1절의 Ⅱ.2, 기타 내진범주 1급 구조물 기초는 안전심사지침 

3.8.4절의 Ⅱ.2항에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7. 적용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에서 정의된 기준과 하중 및 하중조합, 설계 및 해

석절차, 구조적 허용기준, 자재, 품질관리계획 및 특수공법, 그리고 시험 및 가동

중 점검요건들의 사용은 바람, 토네이도, 지진 및 여러가지 발생시에 구조물이 요

구되는 안전기능과 구조적 건전성의 손상 없이 기술된 설계조건에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의 기초가 견딜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검토자는 내진범주 Ⅰ급 격납건물 기초의 설계는 안전심사지침 3.8.1절의 Ⅳ항에 

따라 관련된 요구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V.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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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인에 대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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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5. KEPIC SNC (철근 콘크리트 구조)

 6. KEPIC SND (강구조)

 7.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KINS

 8. 10 CFR 50.55a, "Codes and Standards"

 9. 10 CFR 50.65 "Requirements for Monitoring the Effectiveness of Maintenance at 

Nuclear Power Plant"

10.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1, "Quality Standards and 

Records."

11.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2, "Design Bases for Protection 

Against Natural Phenomena."

12.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4, "Environmental and  

Dynamic Effects Design Bases."

13.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5, "Sharing of Structures,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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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mponents."

14. 10 CFR 50, Appendix B, "Quality Assurance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and Fuel Reprocessing Plants."

15. 10 CFR 50, Appendix S, "Earthquake Engineering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16. 10 CFR 52, "Early Site Permits; Standard Design Certifications; and Combined 

Licenses for Nuclear Power Plants Fuel Reprocessing Plants."

17. ACI 349, "Code Requirements for Nuclear Safety-Related Structures," American 

Concrete Institute.

18. ANSI/AISC N690-1994, "Specification for the Design, Fabrication, and Erection  of 

Steel Safety-Related Structures for Nuclear Facilities," 

19.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Ⅲ, Division 2, "Code for 

Concrete Reactor Vessels and Contai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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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Nuclear Power Plants."

21. Regulatory Guide 1.127, "Inspection of Water-Control Structure Associated with 

Nuclear Power  Plants." 

22. Regulatory Guide 1.142, "Safety-Related Concrete Structures for Nuclear Power 

Plants."

23. Regulatory Guide 1.160, "Monitoring the Effectiveness of Maintenance at Nuclear 

Power Plants." 

24. Regulatory Guide 1.206, "Combined License Applications for Nuclear Power Plants 

(LWR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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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9.1절 기계기기에 대한 특수사항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내진범주 I급 기기 및 지지물에 대한 해석방법을 검토한다. 내진범주 I급 기기 및 

지지물에는 KEPIC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지지물, 또는 노심 지지물 그리고 비코드 

등급 기기 및 지지물이 포함된다. 동적 계통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본 안전심사지침 

3.9.1절 뿐만 아니라 안전심사지침 3.9.2절에서도 논의된다. 본 안전심사지침에서는 다

음 항목에 대해서 검토한다.

  1. 모든 코드 등급 1 및 노심 지지물 기기, 지지물,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설계 

및 피로해석에 사용되는 과도상태

  2. 내진범주 I급 코드 및 비코드 등급 기기 및 지지물의 해석에 사용되는 모든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및 입증자료

  3. 이론적인 응력해석 방법 대신에 사용되는 실험적 응력해석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4. 상기에 언급된 기기들의 설계에 탄소성 응력해석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 그 해석

방법에 대한 설명

  5.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에 모든 안전관련 기기들이 노출되는 환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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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안전심사지침 3.9.1절과 관련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심사지침 15.0절에 따라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과도상태 및 과도

상태 발생 횟수 목록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2. 안전심사지침 3.13절에 따라 볼트 및 나사고정구의 적절성 및 건전성 보증 프로

그램을 검토한다. 

  3. 안전심사지침 3.7.3절에 따라 반복되는 지진 지반 입력하중을 검토한다. 또한 기

기 및 지지물의 피로해석에 사용되는 지진 하중의 결정방법을 검토한다. 

  4. 안전심사지침 6.1.1절에 따라 설비가 노출되는 환경조건을 토대로 부식으로 인한 

재료의 열화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

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 원자



제3.9.1절                                                      개정 4 - 2014. 12

로냉각재압력경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생

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제작·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 원자로

냉각계통과 그와 관련된 보조계통·제어계통·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

과도 동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여유도

를 가져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설계관리” : 사업자는 품질보

증의 대상이 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관련 기술기준과 설계기준이 

시방서·도면·절차서 및 지시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10 CFR 50, Appendix S, “Earthquake Engineering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 기계기기에 대한 발전소 설계기준이 부지 지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

히 수립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

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위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청자는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속하는 모든 

코드 등급 1 및 노심 지지물 기기, 지지물,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 및 피로해

석에 사용되는 과도상태의 완전한 목록을 제시해야 한다. 그 목록에는 각 과도상

태에 대한 사건발생횟수와 각 사건 및 사건조합에 대한 하중 및 응력 주기 발생 

횟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노심 지지물을 포함한 원자로냉각

재 압력경계에 속한 기기에 대한 설계시방서(design specifications)에 포함되어 있

는 비상 및 회복 조건(새로운 적용을 위해 자연 순환 냉각을 포함하는), 전환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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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ing operations; 즉,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냉각재 루프의 시동 또는 정지), 

제어 계통 또는 다른 계통 작동 불량, 기기 작동 불량, 단일 운전원 실수에 의한 

과도상태, 출력준위변화, 가동중 수압시험, 10 CFR 50 Appendix S에 명시된 기준

으로부터 결정되는 지진사건, 그리고 설계기준사건 등과 같은 모든 과도상태가 

명시되어야 한다. 

     기기에 대한 피로 평가에 사용되는 과도상태 조건이 그러한 과도상태 하에서 발

생하는 온도 및 압력 조건에서 그 크기와 주기가 보수적이라면 과도상태에 관한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당 절은 허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도상태 

조건의 선정은 공학적 판단과 경험에 의존한다. 과도상태와 과도상태 조합의 선

정에 대한 지침이 안전심사지침 3.9.3절에 나타나 있다. 과도상태와 그 과도상태

의 결과로 발생하는 하중 및 하중조합은 적절하게 지정된 설계 및 운전 한계와 

함께 발전소 전 수명기간동안 예상되는 모든 조건 및 사건들에 대해서 원자로냉

각재 압력경계에 대한 완전한 설계기준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발전소 설계 수명에 적절한 과도 상태의 발생 회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부식으로 인한 재료의 열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에 중요한 설비가 노

출되는 환경 조건(예를 들면, 냉각수의 수화학)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

보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내진범주 I급 코드 및 비코드 등급 기기의 구조 

및 기능상의 건전성을 결정하기 위한 동적해석 및 정적해석에 사용되는 전산 프

로그램의 목록이 제시되어야 한다.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용 범위 및 타당

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

     가. 저자, 원본, 버전, 구동장치

     나. 프로그램 설명, 적용 범위, 제한

     다. 예제문제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의 결과가 다음의 1)에서 5)까지의 어느 하나

로부터 얻어진 결과와 실질적으로 같음을 입증해야 한다.

        1) 수계산

        2) 문헌에 발표된 해석 결과

        3) 인정할 수 있는 실험

        4) 허용 가능한 여유도 범위 내에서의 유사한 프로그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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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NUREG/CR-1677 "Piping Benchmark Problems"에 기술된 전산 프로그램 검

증문제

   

       1)에서 4)까지의 방법으로부터 얻어진 결과가 그래프 또는 표로서 요약 비교되

어 제시되어야 한다. 5)의 경우에는 모든 검증문제에 대한 완전한 입력 및 출

력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만약 상기 ‘가, 나’항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

면, 후속호기의 인허가 시에는 기 제출된 결과가 사용될 수 있다.

  3. 만약 내진범주 I급 코드 및 비코드 등급 항목에 대해서 해석적 방법 대신에 실험

적 응력해석 방법을 사용한다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1조, 제22조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실험적 응력해석 방법에 대한 평가

보고서의 내용이 KEPIC-MNZ, 부록 II, “실험적 응력해석”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해석적 방법이 적용된 경우, "설계시방서" 요건대로 설계되었음을 입

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코드 등급 1 및 노심 지지물 기기, 지지물, 원자로 내부구조물, 그리고 비코드 등급 

항목에 대해서 D급 운전한계가 명시되었다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12조, 제21조, 제22조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응력 및 변형의 계산에 사

용되는 해석방법이 본 안전심사지침 III.4의 조건 하에서 KEPIC-MNZ, 부록 F, “D급 

운전한계를 갖는 운전하중의 평가에 대한 규칙”에 요약된 방법과 일치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본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만일 신청자가 대체기준

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제시된 대체기준에 관련 규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허용 

가능한 방법이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과도상태 목록 및 발생횟수, 그리고 과도상태 발생 

횟수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방법을 이미 허가를 받은 유사한 발전소의 안전성분석

보고서 및 본 안전심사지침 II장에 제시된 허용기준과 비교한다. 만약 이미 허가

를 받은 발전소의 과도상태 목록 및 발생횟수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 신청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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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검토자는 코드 등급 1 및 노심 구조물 

기기와 지지물에 대해서 각 과도상태 하중조건 및 하중조합에 대한 만족할 만한 

코드 운전한계가 KEPIC-MN에 명시된 대로 설계조건 및 운전조건(A급, B급, C급 

및 D급 운전한계)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추가로 자료가 제출되어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2.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전산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가. 신청자가 각각의 전산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특정기기와 프로그램에 사용된 해

석방법에 대해서 적절하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나. 전산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예제문제에 대한 컴퓨터 계산 결

과로 제출된 해를 실험 해와 비교·검토한다. 대체적으로 오차범위가 5% 이

내 이면 그 전산프로그램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3. 만약 이론적인 응력해석 방법 대신에 실험적 응력해석 방법이 사용될 경우에는 

KEPIC-MNZ, 부록 II의 요건이 만족됨을 입증하는 충분한 자료가 안전성분석보고

서에 제시되어야 한다.

  4. 만약 신청자가 D급 운전한계(KEPIC MNB-3225 및 MNZ 부록 F)가 명시된 안전관

련 기기의 설계평가를 위하여 탄성 또는 탄소성 해석방법을 사용한다면 다음 사

항을 검토해야 한다:

  가. 신청자는 해석에 사용될 기기의 재질에 대한 응력-변형률 관계가 타당함을 입

증해야 하며, 운전온도에서의 인장강도 값이 타당함을 보여야 한다.

  나. 해석절차가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만약 전산 프로그램이 사용된다면 본 안전

심사지침 II.2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 탄성 계통 해석이 정밀한 허용공차를 갖는 능동기기를 포함하고 있는 계통 또

는 하중의 작용순서가 실제 응력분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통의 

해석에 적용된다면, 그 적용에 관하여 상세한 검토와 입증이 요구될 수도 있

다.

  라. 탄성 또는 탄소성 계통해석과 연계하여 탄성, 탄소성 또는 한계해석 방법이 

기기의 해석에 사용된다면 이러한 절차에 대한 근거를 검토한다. 신청자는 변

형 및 변위 계산 결과가 계통해석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가정 및 한계치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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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되지 않음을 보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1. 신청자는 현재의 기술상태에서 내진범주 I급 코드 등급 1,2,3, 노심 구조물 및 비

코드 등급 구조물에 사용되는 설계방법의 적용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한 설계 품질관리 방법을 갖춤으로써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12조의 관련요건을 만족한다.

  2. 신청자는 자연현상에 의한 영향에 견딜 수 있도록 지진사건을 설계 과도상태에 

포함시킴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와 10 CFR 50, 

Appendix S를 만족한다.

  3. 신청자는 코드 등급 1 및 노심 지지물 기기, 지지물,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에 

사용된 설계 과도상태, 하중, 하중조합, 그리고 설계 및 운전 한계가 발전소 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조건 및 사건에 대해서 원자로냉각재 압

력경계 설계에 대한 기준으로 타당함을 보임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와 제22조의 관련요건을 만족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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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설계관리”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

한 품질보증”

 7. KEPIC-MN, “원자력기계”

 8. 안전심사지침 3.9.3, “KEPIC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

물”

 9. 10 CFR 50, Appendix S, "Earthquake Engineering Criterion for Nuclear Power 

Plants."

10. Regulatory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Reactor Power 

Plants."

11. NUREG/CR-1677, "Piping Benchmark Problems - Dynamic Analysis Uniform 

Support Motion Response Spectrum Method," Vols. I and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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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9.2절 계통 및 기기의 동적시험과 해석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에서는 유체유동 및 가상 지진에 의한 하중을 포함한 진동하중 하에서 배관

계통, 기계기기,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이들의 지지물 (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및 환기

덕트의 지지물 포함)의 구조 및 기능적 건전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사용된 기준, 시험

절차, 동적해석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

21조, 제22조 및 제2장 제4절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배관진동, 안전방출밸브 진동, 열팽창 및 동적영향 시험이 시운전시험 중에 수행되

어야 한다. 감시될 계통은 다음과 같다.

가. 모든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등급 1, 2, 3 계통

나. 내진범주 구조물에 속하는 다른 고에너지 배관계통 (내진범주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에서 정의됨)

다. 파손으로 인하여 내진범주 발전소 설비의 기능을 안전수준 이하로 저하시킬 

수 있는 계통의 고에너지 부분

라.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중에너지 배관계통의 내진범주 부분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운전에 필요한 지지물과 구속장치는 배관계통의 일부로 간

주된다.

   위 시험의 목적은 배관계통, 구속장치, 기기 및 지지물이 정상상태 및 예상운전과

도상태 하의 유동유발 동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계되었음을 확인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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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열팽창이 구속받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프로그램에는 모든 유동 모

드 목록, 육안검사와 측정을 위해 선정된 위치의 목록, 허용기준 그리고 과도한 진동

이 발생하거나 열팽창이 구속받을 경우의 교정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신청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진범주 기계기기에 대한 내진해석을 수행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또한, 내진범주 I급 기계기기에 대하여, 직접 

시험을 수행하거나 경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내진검증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의 시험

방법과 기준은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3.10절을 참조하며, 원자력 공조계통 

및 기기의 설계를 위한 허용 가능한 방법과 기준은 ASME Code AG-1-1997을 참조

한다.

가. 내진해석방법

    모든 내진범주 계통, 기기, 설비 및 이들의 지지물 (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및 

환기덕트의 지지물 포함) 그리고 내진기준에 따라 설계되는 비내진범주 기기에 

적용 가능한 내진해석방법 (응답스펙트럼법, 시간이력법, 등가정적하중법)을 검

토하며, 동적해석방법의 수행절차를 검토한다. 주요 모드 및 질점 갯수 또는 

자유도의 선정방법을 검토하며 지지물 사이의 최대 상대변위에 대한 동적 및 

내진해석에 고려된 절차를 검토한다. 또한 동적 및 내진해석에 고려되는 수력

학적 영향이나 비선형 응답 등의 중요한 영향을 검토한다.

나. 지진 싸이클 수의 결정

    일회 지진사건 동안의 지진 싸이클수, 계통과 기기 설계에 사용된 최대 싸이

클 수 그리고 이들 변수의 설정에 사용된 기준 및 절차가 경수로형 원전 안전

심사지침 3.7.3절의 방법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한다.

다. 진동수 선정기준

    기기 및 설비의 기본진동수를 지지구조물의 가진 진동수로부터 분리시키는데 

사용된 기준과 절차를 검토한다.

라. 지진 운동의 세 방향 성분

    계통 및 기기의 지진응답 결정시 지진운동의 세 방향 성분이 고려된 절차를 

검토한다.

마. 모드 응답의 조합

    계통 또는 기기의 지진응답 계산에 응답스펙트럼 방법이 사용될 때, 모드간의 

위상 관계가 상실되어 각 모드의 최대응답만이 결정된다. 모드의 최대 응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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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응답의 조합은 계통 응답을 근사

적으로 구하거나 포괄하는 절차를 따라서 구해야 한다. 응답스펙트럼 방법이 

사용될 경우 근접 모드를 포함한 모드 응답 (전단력, 모멘트, 응력, 변위 및 가

속도) 조합에 대한 절차를 검토한다.

바. 배관 계통의 해석절차

    단일 구조물 내의, 혹은 다른 구조물들에 위치한 서로 다른 배관 지지점들 간

의 상대적인 거동을 고려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을 포함하여 배관계통의 내

진해석에 적용되는 해석절차를 검토한다.

사. 상이한 입력하중을 받는 다중지지 기기 및 설비

    단일 건물 내의, 혹은 다른 건물사이의 서로 다른 높이에서 지지되며 각 지지

점에서 상이한 입력하중을 받는 기기 및 설비의 내진해석에 사용되는 기준 및 

절차를 검토한다.

아. 수직정적계수의 사용

    계통, 기기, 설비 및 그 지지물의 설계에서 수직응답하중을 계산하기 위하여 

동적해석 대신 정적계수가 사용될 경우 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자. 편심질량에 의한 비틀림 효과

    내진해석에서 편심질량(예, 밸브 구동장치)에 의한 비틀림 효과를 고려하기 위

하여 사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검토한다.

차. 내진범주 매설배관 계통

    매설된 내진범주 배관 계통에 대해서는 배관형상 및 응력을 포함한 매립지반

침하의 효과와 지지점, 관통부, 앵커에서의 거동을 고려하는데 사용되는 내진

기준 및 방법을 검토한다.

카. 내진범주배관과 비내진범주 배관과의 상호작용

    내진범주배관의 내진설계에서 비내진범주 배관계통의 지진 거동을 고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내진해석 절차를 검토한다.

타. 감쇠계수에 사용되는 기준

    계통, 기기, 설비 및 그 지지물에서 감쇠계수를 고려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을 

검토한다.

  

 3. 원형(prototype) 원자로에 대해서는 정상상태 및 운전 유동 과도상태에 의해서 원

자로 내부구조물에 발생하는 동적응답을 해석해야 한다. 출력증강이나 가압경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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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원전의 증기발생기 교체시에도 이러한 해석을 수행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

원형(non-prototype) 원자로의 경우 이러한 해석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원형 원자로 내부설계나 운전조건이 상이한 경우나, 과거에 유해유동효과(adverse 

flow effects)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조건부원형 원자로를 기초로 한 비원형 원

자로의 경우, 부분적인 해석(특히, 발생 가능한 유해유동효과에 대한 평가)이 필요

할 수도 있다. 만일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가 비원형이라면, 원형 원자로에 대

한 시험 및 해석결과와 그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유해유동

효과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의 상세한 요약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증기발생기 내부 기기가 파손되는 경우, 다른 발전소 설비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데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증기발생기 역시 동적해석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해석은 입력하중 함수를 정의하고 진동응답과 응력의 크기를 계산하는 등 내

부부품의 진동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해석을 수행하기 전에 신청자/사

업자는 계산된 응답의 구체적인 위치, 수학적 모델 선택시 고려사항, 컴퓨터 소프

트웨어, 해석 및 수치해석 결과에 대한 평가, 수반되는 편이오차(bias error) 및 불

확실성, 허용기준 그리고 시험으로 해석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

다.

    이 해석을 수행할 때, 와류유발 진동(vortex-induced vibration), 유동유발 음향공진

(flow-excited acoustic resonance), 유체탄성 불안정(fluid-elastic instability), 난류충

돌(turbulence buffeting), 유동박리 및 재부착(flow separation, reattachment), 충돌

유동 불안정(impinging flow instabilities)을 비롯한 다양한 유동 가진(flow 

excitation) 메카니즘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메카니즘은 비선형인 경우가 있으

므로, 이러한 메카니즘으로 인한 유해한 영향은 현재 발전소 데이터의 외삽

(extrapolation)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다. 종종 이러한 유동장에서의 불안정성은 음

향 및/혹은 구조 공진과 연계(couple)되어 증기계통과 원자로 압력경계 전체에 걸

쳐 높은 동적하중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자기가진(self-excited) 하중은 음향 혹은 

구조 공진과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수십에서 수백배 큰 값을 보인다. 신청

자/사업자는 모든 예상 원자로 운전조건에서 유해유동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

적 자기가진(self-excitation) 메카니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완벽한 평가를 수행해

야 한다.

    편이오차 및 불확실성과 더불어, 동적 응답해석에 관련된 다음 항목들을 검토해야 



제3.9.2절                                                     개정 4 - 2014. 12- 5 -

한다.

가. 진동 및 응력계산 결과

    원자로 내부 구조물 및 주증기배관 밸브에 대해 계산된 진동 및 응력의 크기

를 안전여유도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유해유동효과로 인한 손상을 경험한 구

조물 및 기기(밸브 격리배관 개구부에서의 유동 불안정에 의하여 가진된 증기

건조기 및 안전방출밸브와 같은 기기)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유진동수, 진동과 응력응답 각각에 대한 모드형상, 감쇠계수 및 주파수응답

함수(FRF)와 같은 내부구조물의 동적 특성을 검토해야 한다.

    자기가진 응답(구조 및/혹은 음향 진동이 하중함수와 연계되어 크기를 증가시

키는 응답)을 발생시키는 잠재적 유해유동조건(특히 과거에 손상을 일으킨 조

건)의 검토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나. 과도 및 정상상태 유동유발 하중함수

    원자로 용기 및 급수/증기계통내의 하중함수(급수배관과 주증기라인 밸브격리

배관의 샘플링 탐침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하중함수)와 이를 구하기 위

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ow 

dynamics, CFD) 모델과 같은 해석 혹은 수치해석 방법, 축소모델 시험과 같은 

시험-해석 조합 방법 그리고 응답 추론법(response deduction method) 등이 있

다. 격리배관 개구부에서의 유동 불안정과 같은 유해유동효과에 기인한 하중함

수의 검토시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 진동 및 응력 예상치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

    전체 진동 및 응력응답을 계산하기 위한 진동 및 응력응답 모델(상기 3.가 참

조)과 하중함수(상기 3.나 참조)의 조합을 위한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라. 시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해석결과의 검증

    해석에 의하여 예상된 값과 시험결과의 비교내용을 개별 해석과정 혹은 전반

적인 해석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및 편이오차를 입증하기 위한 비교내용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4.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유동유발진동 및 음향 공진시험이 가동전 및 발전소 기

동시험중에 수행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출력증강이나 가압경수로형 원전의 증기발

생기 교체를 위해서도 이러한 해석을 수행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원형 원자로

의 경우 이러한 해석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원형 원자로와 설계나 운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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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면 일부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시험이 수행되

어야 한다. 만일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가 비원형이라면, 원형 원자로에 대한 

시험 및 해석결과와 그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제시되어야 한다.

    증기발생기 내부 기기가 파손되는 경우, 다른 발전소 설비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데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증기발생기 내부부품 역시 유해유동효과(유동유

발진동 및 음향공진)에 대한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 시험을 수행할 때, 와류유발 진동, 유동유발 음향공진, 유체탄성 불안정, 난류

충돌, 유동박리 및 재부착, 충돌유동 불안정을 비롯한 다양한 유동가진(flow 

excitation) 메카니즘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메카니즘은 비선형인 경우가 있으

므로, 이러한 메카니즘으로 인한 유해한 영향은 현재 발전소 데이터의 외삽

(extrapolation)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다.

    이 시험의 목적은 운전중에 예상되는 것과 유사한 유해유동효과(상기 유동가진 메

카니즘에 의한)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심각한 크기의 유동유발진동이나 구조적 손

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 프로그램에는 유동모드 

목록, 센서타입 및 위치 목록, 편이오차 및 불확실성을 포함한 측정결과 처리와 해

석에 사용될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설명, 수행될 육안검사에 대한 설명, 시험과 해

석결과의 비교가 포함되어야 한다. 

 5.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원자로냉각재 배관이 냉각재상실사고와 안전정지지진의 조합

에 의한 하중에도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구조적인 설계 적합성과 능

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적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해석

방법, 수학적 모델에 고려된 사항, 하중함수에 대한 설명, 계산 방법, 허용기준 및 

해석결과의 분석에 대해서 검토한다.

 6.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 및 응력시험 결과와 정상상태 및 운전 유동 과도상태(특

히, 유해유동조건)하에서의 동적 계통해석 결과를 상호 관련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축소모델 시험결과와 해석 혹은 발전소 계

측데이터를 상호 관련시키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특성이 유사한 기존 발전소의 시험결과는, 고유진동수와 같은 동특성을 비

교함으로써 냉각재상실사고와 안전정지지진의 조합 하중조건하에서 사용되는 수학

적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검토자는 시험과 해석결과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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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사용되는 방법과 해석모델의 입증에 사용되는 방법을 검토한다. 하지만, 검토

대상 발전소와 기존의 유사한 발전소와의 차이(유동유발 음향 혹은 구조공진을 발

생시키는)는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계통 및 기기의 동적시험과 해석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이 안전심사지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해석에 사용된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1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지진사건의 주파수대역 이상에

서의 구조물과 계통의 동적 및 응력응답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산 프로그램과 

모델링 방법을 이 안전심사지침 II.3의 허용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2. KEPIC 코드 등급 1, 2, 3 기기, 기기 지지구조물 그리고 노심지지구조물의 설계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3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3.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5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4. 내진범주 I급 기계기기의 내진검증시험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0절 검토주

관부서에서 수행한다.

 5. 아래 항목들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4.4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가.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시험에 사용되는 다양한 유동 모드가 운전기간 동안 원

자로에서 예상되는 정상상태 및 운전과도상태를 대표하고 있음.

   나. 원자로냉각재계통 배관 및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유체역학 해석이 타당함.

 6. 배관파단의 동적영향과 관련된 설계하중의 배제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3

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7. 내진계통의 해석과 내진범주 부계통 및 기기의 설계를 위한 지진 싸이클수의 결정

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7.2절 및 3.7.3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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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계통 및 기기의 동적시험과 해석은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가 수행될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적합한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안전에 중요한 계통, 구조물 및 기기가 자연현상, 정상 및 사고조건과의 조합에 

의한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가 정상운전, 보수, 시험 및 냉각재상실사고를 포함한 

가상사고의 영향을 수용하도록 설계되고 그와 관련한 환경상태에 맞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가 비정상 누설, 급격히 진전되는 고장 및 완전 파열의 확률

이 매우 낮도록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재계통 등”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동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설

계조건이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설계되어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

영에 관한 품질보증”

    계통, 구조물 및 기기의 동적시험 및 해석은 품질보증 요건에 적합하게 수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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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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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및 제22조의 관련 기준은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과 그 지지물 및 구속장치에 대한 진동, 열팽창 및 동적영향 시

험이 기동 기능시험 기간 동안에 수행된다면 만족된다. 이 시험의 목적은 배관, 기

기, 구속장치 및 지지물이 관련요건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로 운전기간 동안 예상

되는 동적하중 및 운전 과도상태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열팽창에 의한 거동이 허용치 이상으로 구속받고 있지 않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설계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감시될 계통의 목록

나. 기기 시험중의 펌프정지, 밸브닫힘 등과 같은 운전 및 과도상태 유동 모드의 

목록. (추가적인 지침은 RG 1.68 참조) 예를 들면, 원자로냉각재계통 가열시험

과 관련된 과도상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로냉각재펌프 시동

2)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

3) 감압밸브의 작동

4) 터빈정지밸브의 닫힘

다. 배관 계통에서 육안검사 및 계측이 수행될 위치목록. 

    각 위치의 응력 및 피로 값이 설계한계를 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변형, 

압력 또는 다른 적절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저온상태에서 고온상태로 천이될 때, 측정될 만큼 충분히 큰 열적 변형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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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진기의 목록

마. 열적 거동 감시프로그램, 즉 허용기준과 거동 계측방법을 포함한 방진기 거동, 

적절한 간격 및 간극의 입증에 대한 설명

바. 만약 진동이 위 다.항의 기준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교정 구속장

치를 설계하여 배관계통 해석에 반영하고 설치해야 한다. 시험기간 동안에 배

관 계통 구속장치가 부적절하거나 손상되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교정하는 구속

장치를 설치하고 진동이 허용수준 이하임을 확인하는 추가시험을 수행해야 한

다. 위 라.항에 명시된 위치에서 방진기 피스톤 거동을 측정한 결과 이동거리

(열적변형)가 없다면, 방진기 작동을 보증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교정 조치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관련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본 

안전심사지침 I.2.항에 기술된 검토분야에 대한 허용기준이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내진범주 I급 계통, 기기, 설비 및 그 지지물이 지진 발생중과 발생후에 필요

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안전심사지침에 명

시된 허용기준과 동등하거나 또는 더 보수적이라고 입증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가. 내진해석방법

    모든 내진범주 계통, 기기, 설비 및 그들의 지지물 (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및 

환기덕트의 지지물 포함)의 내진해석은 적절한 동적해석방법 또는 그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등가정적하중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동적해석방법

  등가정적하중 방법의 타당성이 입증될 수 없을 경우 동적해석방법 (즉, 응답

스펙트럼 방법, 시간이력 방법 등)이 사용되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해석이 되

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시간이력 방법 또는 응답스펙트럼 방법의 사용

   나) 모든 내진범주 및 비내진범주 계통 기기의 응답을 결정하기 위한 동적 

모델링에서의 적절한 집중 질량의 수 및 자유도의 사용. 자유도를 추가

로 증가시켜서 응답이 10%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면 자유도의 선정은 

타당하다. 또는 진동수가 33 Hz 이하인 모드 수의 두 배를 자유도로 선

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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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든 중요한 모드가 포함되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모드의 수

에 대한 조사. 충분하다는 것에 대한 기준은 모드의 수를 추가로 증가 

시켰을 때 응답이 10%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이다.

   라) 내진범주 계통 및 기기의 지지물 사이의 최대 상대 변위에 대한 고려

   마) 배관 상호작용, 외부에서 작용하는 구조적 구속, 동수력 (질량 및 강성 

효과) 하중 및 비선형 응답과 같은 중요한 영향의 포함.

2) 등가정적하중 방법

   등가정적하중 방법은 다음 사항이 만족될 때 허용될 수 있다.

   가) 계통이 단순한 모델에 의해서 사실적으로 묘사될 수 있고 응답 결과가 

보수적으로 산출됨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한 방법의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유사한 계통에 대한 예제나 문헌이 제출될 수도 있다.

   나) 설계 및 그와 관련된 단순화된 해석이 모든 지지점들 사이의 상대 거동

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단순 모델로 묘사될 수 있는 기기 또는 설비의 등가정적하중을 구하기 

위해서 해당 층응답스펙트럼의 최대가속도값에 1.5를 곱해야 한다. 만약 

타당성이 입증되면 1.5 이하의 값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단일자유도계로 적절하게 모델링될 수 있는 기기에 대해서는 층응답

스펙트럼의 첨두치에 해당하는 등가정적하중의 사용이 허용된다. 두 지점에

서만 지지되고 있는 배관에 대해서도 층응답스펙트럼의 첨두치에 해당하는 

등가정적하중의 사용이 허용된다.

나. 지진 싸이클 수 결정

    일회 지진사건동안의 지진 싸이클 수, 계통과 기기 설계에 채택된 최대 싸이

클 수 그리고 이들 변수의 설정에 사용된 기준 및 절차는 경수로형 원전 안전

심사지침 3.7.3절에 명시된 방법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한다.

다. 진동수 선정 기준

    공진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기기 및 설비의 최저 고유진동수는 지지구조물 지

배 진동수의 1/2 이하 또는 2배 이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만약 기기가 작용

하중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계되었다면 기기의 최저 고유진동수가 이 진동수범

위 사이에 위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라. 지진운동의 세 방향 성분

   내진해석에서 사용되는 방법 즉 응답스펙트럼 방법이나 시간이력 해석방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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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지진 효과의 조합을 위하여 다음의 방법이 허용된다. 

1) 응답스펙트럼 방법

   응답스펙트럼 방법이 내진해석에 사용될 경우 지진 거동의 최대 구조 응답

은 구조물이나 수학적 모델의 특정지점에서 지진 거동의 세 방향 성분 각

각에 발생하는 각 방향 최대응답 제곱합의 제곱근을 취하여 구해야 한다.

2) 시간이력 해석방법

내진해석에 시간이력 방법이 사용될 때에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일반적으

로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가) 지진 거동의 세 방향 성분 각각에 의한 최대 응답을 구할 때 : 시간이

력 방법을 사용하여 최대 응답을 계산한 후 1)의 조합 방법에 따라서 

각 방향의 성분을 조합한다.

나) 지진 거동의 세방향 성분 각각으로부터 시간이력응답을 구하고 각 시

간단계에서 대수적으로 조합할 경우: 최대 응답은 조합된 시간이력으로

부터 구할 수 있다. 이 방법이 허용되려면 서로 다른 세 방향에 대한 

지진 거동이 통계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마. 모드 응답의 조합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3.7.2절과 RG 1.92 "Combining Modal Responses 

and Spatial Components in Seismic Response Analysis" 에 허용가능한 모드 응

답의 조합에 관한 기준과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바. 배관계통의 해석절차

    내진범주 배관의 내진해석에는 동적해석 또는 등가정적하중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동적해석 또는 등가정적하중 방법에 대한 허용기준은 본 안전심사지침 

II.2.가) 항에 제시되어 있다.

사. 상이한 입력하중을 받는 다중지지 기기 및 설비

    기기 및 설비는 종종 단일 구조물 또는 두 개의 별도 구조물에 의하여 여러 

지점에서 지지되며, 각 지지점에서 구조물의 거동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

    둘 이상의 지점에서 지지되는 기기 및 설비에 대한 보수적이고 허용할 수 있

는 방법은 다중지지 기기 및 설비의 최대 관성응답을 계산하기 위하여 각 지

지점에서의 개별적인 응답스펙트럼을 상한으로 포괄하는 값을 사용하는 것이

다. 또한 지지점에서의 상대변위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통상적인 정

적해석 절차가 허용된다. 지지점의 최대 상대 변위는 구조 응답 계산 또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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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으로 층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각 지지점의 

최대 변위는 아래 식으로부터 예측될 수 있다.

  


    여기서, 는 스펙트럼곡선의 고주파수 단부에서의 스펙트럼가속도로서(즉, 최

대층가속도) 단위는 중력가속도 이고, 는 주요 지지구조물의 기본주파수로

서 단위는 radian/sec이다. 지지물의 변위는 지지받는 기기 및 설비에 최악의 

조합으로 부과될 수 있다. 관성효과와 상대변위에 의한 응답은 절대값의 합에 

의한 방법으로 조합되어야 한다. 

    단일 구조물에 위치한 다중 지지점의 경우 층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는 방법 

중 허용가능한 다른 방법은, 만약 스펙트럼 첨두값들의 진동수에 심한 변화가 

없다면 여러 층에서 얻어진 층응답스펙트럼 중에서 최악의 단일 층응답스펙트

럼을 선정하고 이를 여러 층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동적응답을 결정하는 방법

이다. 또한, 지지물의 변위는 정적 해석절차를 사용하여 지지되는 기기 및 설

비에 최악의 조합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이외의 다중지지물의 해석에 대한 기

준과 방법은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3.7.2절과 3.7.3절에 기술되어 있다.

    위의 방법은 지진응답을 과대 예측할 수 있다. 더 현실적으로 예측하기 위하

여 허용되는 응답스펙트럼법이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3.7.3절의 II.9.에 

기술되어 있다.

    응답스펙트럼 방법 대신에 지지물 거동의 시간이력이 가진력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응답스펙트럼 방법과 비교하여 더 많은 해석적인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

에, 일반적으로 중요장치 계통에 대해서만 시간이력 방법이 사용된다. 그러나, 

응답스펙트럼 방법과 비교해 볼 때 시간이력 방법이 다중지지 계통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는 더 실제에 가까운 결과를 산출한다.

아. 수직정적계수의 사용

    구조물이 만약 수직방향으로 강성이라고 입증되면 모든 내진범주 계통, 기기, 

설비 및 그 지지물의 내진설계에 동적해석 대신 수직응답하중으로써 수직정적

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강성도에 대한 기준은 수직방향의 최저 고유

진동수가 33 Hz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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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편심질량의 비틀림효과

    내진범주 계통에 대해서 만약 배관계통의 밸브 구동장치와 같은 편심질량의 

비틀림 효과가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심질량과 그 편심도가 수학적 모델

에 포함되어야 한다. 중요함에 대한 기준은 사안별로 결정된다.

차. 내진범주 매설배관 계통

   내진범주 매설배관 계통에 대해서 다음 사항이 해석에 고려되어야 한다.

1) 매설배관 계통에 작용하는 지진에 의한 관성효과가 해석에서 적절하게 반영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참고문헌에 기술된 절차의 사용이 허용된다.

2) 주위 토양의 정적 저항이 배관 변형 또는 변위, 배관 앵커의 서로 다른 거

동, 굽힘형상 및 곡률반경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문헌에 기술된 절차의 사용이 허용된다.

3) 또한, 필요한 경우, 국부적인 지반침하, 지반융기 등에 의한 효과가 해석에 

고려되어야 한다.

카. 내진범주 배관과 비내진범주 배관과의 상호작용

    비내진범주 배관계통은 구속장치 또는 방호벽에 의하여 모든 내진범주 배관계

통으로부터 격리되도록 설계되거나 또는 내진범주 배관계통으로부터 원거리에 

설치되어야 한다. 만약 내진범주 배관계통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여의치 않

을 경우에는 내진범주 배관계통에 적용하는 내진기준에 따라 인접한 비내진범

주 배관에 대한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내진범주 배관계통에 연결되는 비내진

범주 배관계통의 동적영향이 내진범주 배관의 모델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내

진범주 배관과의 연결부위에서 첫번째 앵커까지의 비내진범주 배관은 안전정

지지진 강도를 갖는 지진 발생동안 내진범주 배관을 파손시키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타. 감쇠계수에 사용되는 기준

    RG 1.61 "Damping Values for Seismic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에는 

사용될 수 있는 타당한 감쇠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ASME Code Case (또는 

KEPIC 적용사례) N-411-1에 기술된 감쇠값도 허용된다. 감쇠계수의 해석방법

은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3.7.2절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

여 RG 1.20과 더불어 아래의 지침이 원형 내부구조물의 진동을 예측하는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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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이 해석은 원형 원자로의 설계 및 운전중인 원전의 출력

증강에만 요구되며, 비원형 원자로의 경우 이러한 해석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

나, 만일 원형 원자로 내부설계나 운전조건이 상이한 경우나, 과거에 유해유동효과

(adverse flow effects)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조건부원형 원자로를 기초로 한 비

원형 원자로의 경우, 부분적인 해석(특히, 발생 가능한 유해유동효과에 대한 평가)

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만일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가 비원형이라면, 원형 원자

로에 대한 시험 및 해석결과와 그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유해유동효과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의 상세한 요약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가. 원형원자로의 진동 및 응력계산 결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로 내부구조물 중 진동측정 센서가 부착된 위치와 같은 중요한 지점에

서의 운전과도상태에 대한 동적응답이 결정되어야 한다. 각 위치에서의 최

대응답, 전체 응답에 대한 각 모드의 기여도(주기적 혹은 공진거동을 보이

는 경우), 그리고 최대 응력을 일으키는 응답이 계산되어야 한다.

2) 각기 다른 진동모드에 대한 감쇠계수가 적절히 선정되고 입증되어야 한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중-고주파 해석에 대한 높은 감쇠계수의 적절성을 입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규제기관의 저주파 내진해석에 대한 감쇠지침을 언급

해왔다. RG 1.20에서는 이러한 관행 대신에, 구조 동역학 모델링에 사용되

는 감쇠계수는 중-고주파 계측에 의한 것이거나 대상이 되는 원자로 내부

구조물을 대표할 만한 구조물에 대한 엄격한 해석에 의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한다. 

3)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고유진동수 및 주요 모드 형상을 포함한 동특성이 규

명되어야 한다. 만약 해석이 구조요소별로 수행된다면 구조요소들 사이의 

동적 연계성(coupling)이 존재하는지가 조사되어야 하며, 관련된 모드의 모

든 고유진동수의 불확실성에 대한 최대치가 제시되어야 한다. 주파수응답함

수(FRFs)의 크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편이오차(bias error)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상기의 불확실성과 편이오차는 대상이 되는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구

조적으로 유사한 구조물에서의 측정값과 해석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4) 자기가진(self-excited) 유체진동에 의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동적 응답이 

평가되어야 한다. 신청자/사업자는 와류유발 진동, 유동유발 음향공진, 유체

탄성 불안정 및 기타 유동 불안정(유동분리 및 충돌유동 불안정 등)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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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유동효과를 상세히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유동 메카니즘은 이론적, 수

치해석적 혹은 축소모델시험을 포함한 실험적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해

석에는 상기의 각종 유동 메카니즘이 발전소의 수명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

을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 중 진동측정 

센서가 부착된 위치와 같은 중요한 지점에서의 진동 및 응력크기 평가를 

포함한 유해유동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예상되는 유동 메카니즘에 대해

서는 전체 동적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RG 1.20 C.2.1.3에서 자기가진 유동불

안정에 관한 더욱 많은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5)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수 및 유로형상과 같은 동수력학적 가진력이 동적 응

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펌프 날개통과주파수(blade passing 

freqency)와 내부구조물의 고유진동수의 주파수가 일치하는 경우에 대한 평

가를 오차 및 불확실성 해석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6) 허용응답 및 진동 측정센서 부착위치에 대한 허용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기준은 노심구조물 및 핵연료집합체가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설정된 

코드의 허용응력, 변형률 및 변형한계와 관련되어 있다.

나. 하중함수는 과도유동조건 및 진동수 성분의 영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자

기가진 혹은 구조/음향공진과 함께 발생하는 유동불안전성의 고착화(lock-in)로 

인한 하중함수의 잠재적 증폭량이 명확히 평가되어야 한다(RG 1.20 C.2.1.3에

서 자기가진 유동불안정에 관한 더욱 많은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진동예측

을 위한 허용 가능한 하중함수 유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해석적인 방법 : 진동거동에 대한 지배 미분방정식을 표준 동수력학 이론에 

따라 유도하며, 적절한 경계조건 및 변수를 적용하여 해를 얻는다. 이 방법

은 유로의 기하학적 형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하다.

2) 시험-해석의 조합방법 : 발전소 시험 또는 축소 모델 시험으로부터 얻은 자

료(즉, 속도 또는 압력분포 자료)에 기초하여 복잡한 유로 형상 및 광범위하

게 변하는 압력분포의 영향을 포함하는 하중함수를 유도해야 한다. 하중함

수를 정의하기 위한 방법의 적합성을 해당 방법의 예상 편이오차 및 불확

실성과 함께 평가해야 한다. 하중함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발전소에서 직접 

측정을 수행하는 방법과 더불어, 다음의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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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축소모델시험(Scale Model Tests, SMTs): 하중함수를 구하기 위하여 축

소모델시험을 이용한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축소모델은 원형과 동력학적으로 유사해야 한다. 동력학적 유사성에

는 고려된 현상과 관련된 모든 유체, 구조(배관 치수 및 엘보 위치와 

같은) 및 음향적 변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일, 축소모델의 무차

원변수에 약간의 왜곡이 존재한다면, 신청자/사업자는 이러한 왜곡이 

보수적임을 보여야 한다. 예를 들어, 낮은 압력에서 시험되는 작은 

크기의 모델에서는 점성열전도(viscous heat conduction) 및 기타 손

실이 크므로, 축소모델의 음향감쇠는 일반적으로 원형의 경우보다 

크다. 이는 곧, 원형에서 존재하는 유동유발진동 및 음향공진과 같은 

특별한 유동현상을 재연하기 위해서는 축소모델의 크기 및 시험압력

이 충분히 커야 함을 의미한다.

      (2) 축소모델에서 측정된 하중함수에 대한 구조감쇠 및 시험매질에서의 

음향감쇠에 의한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하중함수를 원래 크

기 원자로압력용기에서의 하중함수와 일치시켰을 때, 원형 원자로에 

비하여 비보수적인 축소모델의 변수는 조정이 되어야 한다.

      (3) 축소모델에서는 보수적인 경계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축소모델의 크기가 작고 상세한 부분까지 모사할 수 있을 만큼 충분

히 커야 한다.

      (5)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측정을 통한 축소모델 결과의 검증이 수행되어

야 한다.

   나)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ow Dynamics, CFD): 비정상(unsteady) 하

중함수를 구하는데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한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만일 유동불안정이 존재한다면, 유동불안정이 증대되는 것을 모의해

석(simulation)하기 위하여 음향/진동 연계(coupling) 현상을 포함해야 

한다.

      (2) 격자크기에 따른 민감도 시험(Grid size sensitivity test)이 수행되어야 

한다.

      (3) Courant number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4) 높은 Reynolds number 유동하에서, Large Eddy Simulation(LES)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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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Numerical Simulation(DNS)을 이용한, 또한 유체내의 음파와 

유동의 연계를 모델링하기 위한 압축성(compressibility) 효과(자기가

진 혹은 고착화 효과)를 포함한, 비정상(unsteady) 모의해석을 수행해

야 한다. 

      (5) 실제 기체에 대한 모의해석을 수행해야 한다(즉, 실제 기체의 증기 

상태 방정식을 이용한다).

      (6) 모의해석 절차는 유사한 유동 조건(즉, 복잡하고 높은 Reynolds 

number)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다) 응답으로부터 추론하는 방법 : 하중함수는 발전소 또는 축소 모델 시험

자료로부터 얻어진 응답특성을 근거로 하여 유도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하중함수는 유일하지 않고 재료특성과 손실계수(loss factor)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산절차와 대표적인 하중함수의 선정기준이 

모든 편이오차 및 불확실성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발전소 혹은 축소

모델시험 데이터로부터 추론된 하중함수에 대한 지침은 이 안전심사지

침 II.3.가.1).가) "축소모델시험“을 참조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청자/사업자는 하중함수를 유도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선정된 방법이 기술적으

로 타당하며, 하중함수를 사실적으로 예측한다는 충분한 정당성이 제시

되어야 한다.

다. 진동 및 응력을 예측하기 위한 동적응답을 얻는데 사용될 수 있는 허용 가능

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모드형상과 주파수응답함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수치해석적 모델이 사용된다

면, 모델링방법이 모델 자체와 함께 서류화되어야 한다. 특정한 모델과 모

델링 방법 사이의 불확실성과 편이오차가 그 근거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수치해석적 불확실성과 편이오차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은 RG 1.20을 참조

할 수 있다.

2) 만약 하중함수의 특성이 사전에 보수적으로 정해졌으며, 원자로 내부구조물

의 수학적 모델이 설계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다면 하중-응답 계산은 허

용된다.

3) 하중함수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사한 설계의 원자로 내부구조물로 

부터 측정된 응답신호에 대한 특별한 해석을 수행하거나, 복합통계학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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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유사한 설계의 내부구조물 또는 부품에 대한 시험결과를 외삽하기 

위한 매개변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매개변수 방법은 유동유발진동 혹은 

음향공진이 하중함수가 외삽되는 운전조건하에서 발생되지 않음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라. 진동예측 결과는 원자로압력용기, 증기, 급수 및 복수배관 그리고 안전방출밸

브 시험결과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이 경우, 편이오차 및 불확실성이 발

생할 수 있는 모든 원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시험결과가 예측 응답 결과

와 본질적으로 다를 경우, (1)시험결과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또한 (2)원형 원자

로 및 확증시험이 수행된 다른 원자로의 응답을 예측하기에 적절한 해석 모델 

및 입력하중함수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진동 해석방법을 적절히 변경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의 관련 내용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1)원형원자로 내부구조물, (2)출력증강에 대비한 운전중인 원자로 그리고 

(3)유효원형 혹은 조건부원형이 유해유동효과로 인한 구조적 손상을 경험한 비원형

원자로에 대한 가동전 진동 및 응력시험 프로그램이 RG 1.20의 원형원자로 시험에 

관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상기 요건은 진동 예측, 진동 감시, 유해유동효과(유

동유발 음향 및 구조공진), 데이터 처리(data reduction), 편이오차 및 불확실성 해

석, 현장점검 및 표면검사를 포함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 타당성 입증을 

위한 시험 프로그램은 적어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노심에 핵연료 또는 그와 동일한 동적효과 및 유동특성을 가진 모의 핵연료를 

장전한 상태에서 진동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만약 핵연료를 장전하지 않고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보수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핵연료를 장전하지 않고 

시험하는 것이 허용된다.

나. 계측기의 종류와 명세사항(가용한 주파수 및 진폭 영역을 포함한), 계측기 위치

를 표시한 도면을 포함한 진동감시 계측장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도면에는 가장 심한 진동거동을 보이게 되는 위치 또는 안전기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유해유동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은 증기 건조기

와 주증기배관 밸브를 포함해야 한다. 증기건조기에 부착된 계측기에는 압력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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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스트레인 게이지 및 가속도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주증기배관 역시 증기압

력 변동을 결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계측기가 설치되어야 한

다. 이러한 압력변동 해석은 유동유발 음향공진을 확인하고 주증기배관 밸브하

중 및 증기건조기 하중과 응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주증기밸브에는 

가속도계를 부착하여 유동유발 음향공진이나 진동의 존재 및 크기를 기록한다. 

라. 모든 중요한 부품들이 적어도 1,000,000회의 진동주기를 겪도록 정상운전 모드

에 대한 시험기간이 계획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최저 

응답 진동수가 10 Hz라면 시험기간은 1.2일 이상이 되어야 만족스러운 시험이 

된다.

마. 시험에는 정상운전 및 이상 과도상태에 대한 모든 유동 모드가 포함되어야 한

다. 만약 제시된 유동 모드가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동적응답을 결정하는데 보

수적인 기준을 제공해 준다면 그 유동 모드는 허용된다. 기동시험을 위한 출력

상승 프로그램은 데이터저장과 처리를 위한 충분한 기간 동안의 필수입회점, 

사전에 예측된 한계하중과의 비교 및 증기, 급수, 복수계통에 대한 검사와 현

장점검을 포함해야 한다. 시험프로그램은 또한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취해야 할 상세한 후속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시험절차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

항은 RG 1.20을 참고할 수 있다.

바. 다양한 구조물의 진동거동 분석을 위한 시험 데이터 처리방법 및 절차가 제시

되어야 한다. 진동거동의 분석에는 진폭, 진동수 성분, 응력상태 그리고 안전기

능에 대한 영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측정, 데이터 취득 시스템 및 측정된 데이

터로부터 하중함수를 얻기 위한 모델의 편이오차와 불확실성에 대한 상세한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사. 진동예측, 시험 허용기준과 근거, 기준에 대한 허용영역이 시험 수행전에 제시

되어야 한다.

아. 신청자/사업자는 발전소 기동 및 출력상승에 대한 평가결과 요약을 발전소 기

동후 90일 이내에 규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90일 이내에 승인된 최

대 출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신청자/사업자는 승인된 최대 출력에 도달한 

이후 30일 이내에 추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 진동시험 중 및 후에 육안 및 비파괴 표면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검사 프로

그램에는 검사부위, 검사방법, 원자로 내부구조물 접근을 위한 설계, 검사수행

에 사용될 장비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사는 원자로 용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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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부구조물을 인양한 다음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내부구조물의 

인양이 불가능하면 현장검사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검사되어야 할 부위에는 하중을 지탱하는 모든 접촉점, 노심을 구속하는 장치, 

고응력 지점 및 안전기능에 중요한 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동시험기간에 

유해유동효과(유동유발 음향공진 및 구조공진)가 확인된 경우, 주증기밸브에 

대한 검사도 포함되어야 한다.

    원형원자로 내부구조물과 동일한 설계, 크기, 모양 및 운전 조건을 갖는 후속기의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진동 시험프로그램은 RG 1.20에 명시된 비원형원자로 

내부구조물 프로그램의 관련 요건을 따라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제15조의 관련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만족되어야 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원자로 냉각재 배

관이 최악의 냉각재상실사고와 안전정지지진의 조합하중을 구조적으로 견딜 수 있

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적 계통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냉각재

상실사고 (또는 안전정지지진) 하중의 가진진동수와 구조물의 고유진동수가 본질적

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보일 수 있다면 하중을 정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 

    안전심사지침 3.6.3절은 배관파단의 동적효과에 의한 설계하중을 배제하기 위한 

사업자의 신청에 대한 검토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 대한 검토시, 안전심

사지침 3.6.3절의 검토내역을 참고하여야 한다.

    냉각재상실사고에 의한 최악의 동적영향은 일반적으로 원자로가 가장 위험한 정

상운전 상태에 있을 때 압력용기 입구 또는 출구 노즐 부근 주냉각재 배관의 가상 

양단파단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모든 다른 가상 파단지점도 

평가하여, 지배적인 영향을 발생시키는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냉각재상실사고와 안전정지지진이 조합된 상태에 대한 동적 계통해석에 사용되는 

수학적 모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모델링에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동적으로 관련된 배관, 배관 지지물, 기기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델링을 위

한 전형적인 절차가 개발되고 배경이 서술되어야 한다.

나. 수학적 모델은 유연성, 질량관성 효과, 기하학적 형상 및 감쇠 (점성감쇠 및 쿨

롱감쇠(viscous and Coulomb damping)의 공존 가능성을 포함한) 등과 같은 계

통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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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적 계통 모델링에 사용된 계통의 구조적 분리 및 방향에 따른 비연계는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라. 계통의 질량 및 유연성에 미치는 유동의 영향이 기술되어야 한다.

   냉각재상실사고에 의하여 유발되는 하중함수의 가정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절차 및 

배경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때, 관련 동수력학 방정식, 수학적 단순화를 위하여 유

로형상에 사용된 가정, 유동계수의 결정을 위한 시험 그리고 압력차이 또는 속도 

분포 결정을 위한 반실험식 및 축소모델 유동 시험에 대한 설명이 함께 제시되어

야 한다. 수력학 해석의 만족여부는 공학적인 관례 및 일반 주제별 검토(generic 

topical review)에 의해 평가된다.

   운동지배방정식과 결과 유도에 사용되는 계산방법을 포함하여 동적계통해석에 사

용되는 방법과 절차가 기술되어야 한다. 시간영역에서의 강제 진동응답 계산방법은 

냉각재상실사고 및 안전정지지진 해석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응답스펙트럼 모드 

해석방법은 안전정지지진의 해석에 사용될 수 있다.

   노심지지원통(CSB) 및 제어봉 안내관과 같이 출구 배관 파손 하중하에서 압축 하중

을 받는 요소들의 안정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노심지지구조물에서 안전정지지진의 입력 거동을 지정하기 위하여 응답스펙트럼  

또는 시간이력이 사용될 수 있다. 

   해석결과에 대한 허용기준은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3.9.3절 및 3.9.5절에 제

시되어 있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비대칭 취출하중에 대한 기준과 검토방법은 경

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3.9.5절에 제시되어 있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시험 및 해석결과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논의되어야 한다.

가. 해석에 사용된 수학적 모델의 검증을 위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해석에 의한 

고유진동수와 측정을 통한 응답진동수의 비교. 해석에 사용된 감쇠의 검증을 

위한 고유진동수의 함수로서 측정에 의한 감쇠계수와 해석에 의한 감쇠계수의 

비교.

나. 모드조합 또는 특정 모드검증을 위한, 해석된 모드형상과 측정된 거동 비교.

다. 가정된 하중함수의 검증을 위한, 해석 및 측정결과 각각에 대한 응답크기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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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및 진동수 성분의 비교.

라. 예측된 하중함수의 검증을 위한, 진폭, 주파수 및 시간에 따른 하중변화의 측

정값과 시험-해석의 조합에 의하여 예측된 값의 비교.

마. 응력값의 검증을 위한, 해석 및 측정결과 각각에 대한 최대 응답의 비교.

바. 냉각재상실사고와 안전정지지진의 조합하중 및 운전 유동과도상태 하에서 동

적해석에 사용된 수학적 모델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의 비교.

사. 유해유동효과(유동유발 음향공진 및/혹은 구조공진)의 예측모델 검증을 위한, 

유해유동효과의 예측값과 측정값의 비교.

 7. 신규 인허가 신청의 경우, 시험 시방서는 KEPIC-MOG, "배관진동시험“ 및 ASME 

OM-S/G-1990 Part 7 "Requirements for Thermal Expansion Testing of Nuclear 

Power Plant Piping Systems"를 따라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1조 및 제22조

는 안전에 중요한 모든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운전과도상태, 지진 및 냉각재상실사

고 하중 하에서도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시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규 인허가 신청의 경우, 시험 시방서는 KEPIC-MOG, "배관진동시험“ 및 ASME 

OM-S/G-1990 Part 7 "Requirements for Thermal Expansion Testing of Nuclear Power 

Plant Piping Systems"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규제요건에 근거하여 검토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서 안전 관련 배관계통과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동적응답에 관한 설계절차를 검토한다.

 1.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검토를 통하여, 신청자가 정상상태 

배관진동, 열팽창 및 운전과도상태 시험프로그램을 수행하기로 하였는지를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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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자가 제시한 시험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본 안전심사지침 II.1.항에 제시

된 것과 같은 허용가능한 프로그램의 모든 항목을 포함할 만큼 충분히 종합적이어

야 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검토를 통하여, 신청자가 예비안전

성분석보고서에서 약속한 사항이 수행되고 있고, 시험 프로그램이 충분히 상세하

게 개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3.9.2절과 14.0절

의 시험프로그램이 다음 사항들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는지 확인한다.

가. 허용기준 및 배관 거동을 감시할 위치선정에 대한 이론적 원리와 근거의 설정

나. 감시할 위치에서의 변위 한계치 및 다른 관련 한계치의 제시

다. 배관 거동의 감시 및 측정에 사용되는 기술과 계측기에 대한 설명

라. 시험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문서상으로 제시되며 시정조치의 유효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추가 시험이 수행될 것이라는 기술

 2. 내진해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검토한다.

가. 내진해석방법

    모든 내진범주 계통, 기기, 설비 및 그 지지물(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및 환기

덕트의 지지물 포함)에 대하여 적용된 내진해석방법(응답스펙트럼, 시간이력, 

등가정적하중 해석방법)이 본 안전심사지침 II.2.가.항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산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내진부계통 (기기 및 배관)과 이를 지지하는 내진계

통(구조물)이 단단하게 고정 및 부착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에 의하면 

동적응답에 대한 앵커계통 강성도의 영향이 무시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특히 무거운 기기에서, 이 가정은 지진하중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신규 인허

가 신청의 경우, 검토자는 내진해석에서 내진부계통 앵커의 강성도에 관하여 

적절한 가정이 이루어졌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나. 지진 싸이클 수 결정

    일회의 지진 사건 동안의 지진 싸이클 수, 계통과 기기설계에 채택된 최대 싸

이클수 그리고 이들 변수의 설정에 사용된 기준 및 절차가 안전심사지침 3.7.3

절의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다. 진동수 선정에 대한 기준

    지지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진동수로부터 기기 및 설비의 최저 고유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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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리시키는데 사용된 기준 또는 절차가 본 안전심사지침 II.2.다.항의 허용기

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라. 지진거동의 세 방향 성분

    계통의 지진응답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진거동의 세 방향 성분을 고려한 절차

가 본 안전심사지침 II.2.라.항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마. 모드 응답의 조합

    응답스펙트럼 모드 해석방법이 사용되었을 경우, 모드 응답의 조합절차가 본 

안전심사지침 II.2.마.항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바. 배관계통의 해석절차

    모든 내진검증 대상 배관에 대하여, 내진해석방법(응답스펙트럼, 시간이력, 등

가정적하중 해석방법)이 본 안전심사지침 II.2.바.항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충분한 자유도가 포함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수학적 

모델을 검토한다.

사. 상이한 입력하중을 받는 다중지지 기기 및 설비

    상이한 입력하중을 받는 다중지지 기기 및 설비의 내진해석에 사용된 기준이 

본 안전심사지침 II.2.사.항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아. 수직정적계수 사용

    내진범주 계통의 내진설계에서 수직방향의 응답하중을 위하여 상세한 동적 방

법대신 수직정적계수를 사용할 경우, 구조물이 본 안전심사지침 II.2.아.항의 강

체에 대한 정의에 따라 수직방향으로 강체일 때만 정적계수가 사용되었는지 

검토한다.

자. 편심질량의 비틀림 효과

    내진범주 배관계통의 내진해석에 대한 절차가 본 안전심사지침 II.2.자.항의 허

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차. 내진범주 매설배관 계통

    내진범주 매설배관 계통에 대한 내진해석 절차가 본 안전심사지침 II.2.차.항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이 검토에는 배관형상 및 배관응력, 그리고 

지지점, 관통부 및 앵커에서의 상이한 거동을 포함한 매립지반 침하의 효과를 

고려하는데 사용된 절차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다. 그 타당성이 적절하게 입증

되지 못한 절차는 추가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카. 내진범주 배관과 비내진범주 배관과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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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범주 배관과 비내진범주 배관과의 연결부위 설계에 사용되는 기준이 본 

안전심사지침 II.2.카.항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타. 감쇠계수에 사용되는 기준

    계통, 기기, 설비 및 지지물에서 감쇠를 고려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이 본 안전

심사지침 II.2.타.항의 기준을 만족하는지와 사용된 감쇠계수가 RG 1.61 또는 

ASME Code Case (또는 KEPIC 적용사례) N-411-1의 규제입장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3. 건설허가 단계에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가 원형 설계일 경우, 신청자는 본 

안전심사지침 I.3에 제시된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진동해석을 할 것임을 확약

하여야 한다. 진동해석에는 발생 가능한 유동유발 진동 및 음향공진에 의한 유해

유동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해석에 사용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

어야 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 가동전 진동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진동예측에 사용될 원형 설

계에 대한 상세 동적해석이 제시되어야 한다. 해석의 만족여부는 사용된 해석방법 

및 절차의 기술적 타당성과 위에 언급된 허용기준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에 

근거한다. 또한 해석은 가능하면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건설 및 운영허가 단계에서, 현재 발전소의 출력증강(extended power uprate)을 신

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력증강을 위한 진동해석을 수행할 것임을 확약해야 한다.

건설 및 운영허가 단계에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가 비원형 설계일 경우, 신

청자는 해당 원자로의 원형원자로를 제시해야 하며 원형원자로에 대한 해석 및 시

험결과의 요약을 제시해야 한다. 혹은, 위의 자료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와 같이 다

른 형태로 제시될 수도 있다.

 4. 건설허가 단계에서, 유동유발 진동에 대한 원자로 내부구조물 가동전 진동시험의 

검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신청자는 원형원자로 내부구조물로서 시험을 수행할 것인지 또는 비원형원자

로 내부구조물로서 시험을 수행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나. 발전소가 원형으로 지정되거나 혹은 발전소의 출력증강이 검토된다면, 가동전 

진동시험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이 프로

그램이 이 안전심사지침 II.4.항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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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전소가 비원형일 경우 신청자는 유사한 설계의 원형 발전소를 명시해야 한

다. 검토자는 유동 과도상태의 거동 및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응답 이후에 본질

적 설계변경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유동조건이나 원자로 내부구조

물 설계 차이를 포함한 원형발전소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검토를 완벽하게 하

기 위해 추가적인 상세해석, 축소모델 시험 또는 확인 시험중의 진동 계측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만약 원형으로 지정된 내부구조물의 시험 결과를 정해진 시

기에 얻을 수 없을 경우에 신청자는 내부구조물 시험을 원형 시험으로 수행할 

것을 확약해야 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다음의 절차에 대해서 검토한다.

1) 상세 가동전 진동시험 프로그램과 잠정적인 시험수행 일정을 검토한다. 프로

그램의 내용이 RG 1.20에 명시된 지침과 다를 경우 그에 대한 타당성이 입

증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검토자는 유동모드가 허용 가능한지 확인한다.

2) 발전소가 원형으로 지정되거나 혹은 발전소의 출력증강이 검토된다면, 진동

예측, 표면육안검사 절차, 진동 계측장치에 대한 상세 설명, 시험결과의 처

리 방법 및 절차 그리고 부품 진동시험, 유동시험 및 축소모델시험과 같은 

가능한 보충시험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3) 비원형발전소의 경우 검토자는 원형 내부구조물과의 설계 및 운전조건의 유

사성을 포함하여 지정된 원형원자로의 적용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검

토를 완료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상세해석, 축소모델 시험 또는 확인시험을 

통한 진동감시가 필요할 수도 있다.

 5. 건설허가 단계에서, 파단되지 않은 원자로 냉각재 배관과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

한 고장조건 하중하에서의 동적해석 검토를 위하여, 신청자는 해당 해석을 수행하

거나 또는 필요한 내용을 보고서(일반적으로,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형태로 제출

할 것임을 확약해야 한다. 해석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 검토자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파단되지 않은 원자로 냉각재 

배관이 최악의 냉각재상실사고와 안전정지지진의 조합에 의한 동적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된 해석의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한다. 이 검토에는 

해석방법 및 절차, 하중함수에 대한 근거, 동적계통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수학

적 모델 그리고 노심지지원통 및 압축하중을 받는 중요 기기에 대한 안정성 조사가 



제3.9.2절                                                     개정 4 - 2014. 12- 28 -

포함된다. 해석의 만족여부는 (1)사용된 해석방법의 기술적 타당성 (2)위에 열거한 

허용기준에 대한 만족도 (3)하중조합하에서의 응력이 해당 코드의 허용응력을 초과

하지 않음의 입증 (4)원자로 내부구조물과 배관이 필요한 안전기능을 수행함이 보

증될 수 있도록 변형량이 설정된 한계를 넘지 않음의 입증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6. 신청자가 가동전 시험의 일부로 수행하기로 확약한,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가

동전 진동시험의 측정결과와 동적해석결과를 상호 연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검

토한다. 검토자는 보고서가 적절한 시기에 제출될 것임을 확인하며, 보고서에 해석 

및 시험결과가 요약되어 있어서 시험결과와 해석결과가 일치하는지, 서로 다른 하

중에 대하여 사용된 수학적 모델사이에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시험 및 해석결과

의 분석이 타당한지를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1. 신청자는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 모든 관련계통, 구속장치 및 지지물에 대해

서 기동시 및 초기 운전시에 만족할 만한 진동, 열팽창 및 동적영향 시험프로그램

을 수행함으로써,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는 급속하게 전파되는 파손 및 전체적인 

파손의 확률이 낮으며 예상되는 운전사건을 포함한 정상운전 중에 설계조건이 초

과되지 않음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및 제22조의 관련요건을 만족한다. 위의 시험은 계통의 배관 및 배관 지지물이 밸

브닫힘, 펌프정지 및 설계 기준 유동조건과 관련된 다른 운전 모드에 따른 진동에 

의한 동적효과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위의 시험은 

정상 계통 가열 및 냉각 운전중에 배관 및 지지물의 구속되지 않은 열팽창에 대해

서 방진기가 적절한 간극 및 자유로운 거동을 보이고 있음을 입증한다. 계획된 시

험에서는 원자로가 운전중 경험하게 되는 하중과 유사한 하중이 도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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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자는 RG 1.61 (혹은 ASME Code Case N-411-1 혹은 KEPIC 적용사례 

N-411-1) 및 1.92의 규제입장을 포함하여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3.7.2절 및 

3.7.3절의 관련 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만족할만한 내진계통해석 절차와 기

준을 제시하여 모든 내진범주 계통, 기기, 설비 및 그 지지물이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되었음을 입증하였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만족한다. 내진계통해석의 검토 범위에는 모든 내진범주 계통, 기

기, 설비 및 그 지지물에 대한 내진해석방법은 물론 모델링 절차, 비틀림효과의 고

려, 내진범주 배관계통의 내진해석, 상이한 입력을 받는 다중지지 기기 및 설비의 

내진해석, 수직정적계수 사용의 타당성 입증 및 복합 감쇠계수의 결정이 포함된다. 

또한, 내진범주 배관과 비내진범주 배관의 상호작용 평가에 대한 설계기준과 절차 

및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격납건물 외부의 내진범주 매설배관에 대한 기준 및 내진

해석 절차가 포함된다.

계통해석은 탄성론에 근거해서 수행된다. 모든 주요 내진범주 계통, 기기, 설비 및 

그 지지물에 대해서는 다자유도해석, 모드 응답스펙트럼해석과 시간이력해석 방법

이 사용된다. 모드 응답변수는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3.7.2절이나 RG 1.92의 

허용방법에 따라 조합된다. 시간이력 방법이나 응답스펙트럼 방법의 경우 지진거

동의 세 방향 성분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 방향 최대응답의 제곱합의 제곱근이 사

용된다. 계통, 기기, 설비 및 그 지지물의 설계 및 시험 입증에 사용되는 층응답스

펙트럼 입력은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첨두치확장(peak widening)방법을 사용하

여 시간이력 방법으로부터 구해진다. 구조해석결과가 수직방향으로 상당히 증폭되

는 모든 계통, 기기, 설비 및 그 지지물에 대해서는 수직 동적해석이 수행된다.

 3. 신청자는 가동전 진동시험에 대한 RG 1.20의 규제입장을 만족하고 있으며 원자로 

내부구조물이 운전중에 경험하게 될 하중에 상응하는 시험하중 조건하에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가동전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시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자로 내부구조물이 수행하는 안전기능에 적합한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시험되며 품질기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고 있으므로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의 관련 요건을 만족

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시험, 해석 및 육안검사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이 

전 수명기간 동안 구조적 건전성을 상실하지 않고 유동유발 진동을 견딜 수 있음

을 입증한다. 가동중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건전성은 핵연료집합체가 적절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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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음과 안전운전 및 정지를 위한 제어봉 집합체의 기능 저하가 없음을 보증하

는데 필수적이다.

 4. 신청자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파손되지 않은 배관의 구조설계가 가상 냉각재상

실사고와 안전정지지진의 조합에 의한 하중을 견딜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해주는 

동적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가 지진에 의한 영향은 물

론 안전정지지진 하에서의 정상 및 가상사고 조건의 조합에 의한 영향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를 

만족한다. 해석은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원자로 내부구조물 기기의 조합응력 및 변

형률이 제작에 사용되는 재질의 설계 허용응력 한계 및 변형률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확신과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변형 또는 변위가 노심 냉각기능에 손상을 

초래할 만큼 원자로 내부구조물을 심하게 변형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

한다. 기기 해석에 사용된 방법은 계통해석에 사용된 방법과 상응하므로 제시된 

기기 해석과 계통 해석의 조합은 타당하다. 가상적인 최악의 하중사건인 냉각재상

실사고 하에서도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입증하

는 경우,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가 좀 더 소형의 배관 파단과 지진하중의 영향

에 견딜 수 있음을 보일 수 있다.

 5. 신청자는 계통과 기기의 해석결과를 측정결과와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

으므로, 계통과 기기가 수행하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합당한 품질기준에 따라 설

계 및 시험되어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위의 프로그램은 시험과 해석결과의 일치여부, 서로 다른 하중에 대하여 

사용된 수학적 모델의 일관성 그리고 시험 및 해석결과 분석의 타당성 입증에 대

한 허용근거를 제공해 준다.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의 경우에는 위의 내용중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

이 과거형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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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9.3절 KEPIC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 ”외

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21조, ”원

자로냉각재압력경계“,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및 KEPIC-MN, ”원자력기계

“에 따라서 설계된 압력유지 기기, 이들의 지지물 및 노심 지지구조물의 구조적 건전

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검토자는 다음의 특정 분야에 대해서 검토한다.

  1. 하중조합, 계통운전 과도상태 및 응력한계

   설계와 운전한계가 모든 하중조합을 반영하여 적절히 반영하였는지를 결정하

기 위하여 KEPIC 코드 등급 1,2,3 기기(등급 1,2,3 기기 지지구조물 포함)와 노심 

지지구조물로서 지정된 항목들에 대한 설계 및 운전 하중조합(즉, 계통운전 과도

상태를 포함한 설계 및 운전 하중과 가상지진 및 다른 사고)을 검토한다. 검토자

는 설계 및 운전 한계와 변형기준이 코드 및 안전심사지침 부록 3.9.3-1에 명시된 

한계를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에 대해서 소성 변형을 허용하는 운전 응력한계를 평가하며, 현장설치 

배관, 운전 중에 동하중을 받는 밸브 디스크, 시트(Seat), 펌프축과 같은 기기의 내

부 부품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2. 감압 장치의 설계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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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등급 1,2,3 기기의 과압방지를 위한 감압장치(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의 장착에 

적용되는 설계 및 설치기준을 검토하며, 검토에 적용되는 하중조합 및 응력기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설계 검토에서는 안전 및 방출 밸브가 열릴 때 발생하는 

급격한 반발력을 수용할 수 있는 장치도 고려하며, 폐쇄된 방출 배관계통에서의 

안전 및 방출 밸브의 하류측 배관에 작용하는 유동관련 천이하중도 고려한다.

   안전 및 방출 밸브 계통 설계에 가정된 하중조합, 상류측 배관 또는 헤더, 하

류측 배관 또는 배기 배관, 계통 지지물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한다.

하중조합은 내부 유체의 무게, 모멘텀과 압력, 밸브 및 배관의 자중, 가열시의 열

하중, 안정 및 과도상태 밸브 작동, 밸브에 의한 유체방출 시의 반발력(추력, 굽

힘, 비틀림), 그리고 지진력에 의하여 작용하는 하중의 가장 심각한 조합을 포함

하여야 한다. 밸브 방출하중에는 과도상태 또는 사고조건하에서 루프 밀봉수 슬

러그(Loop Seal Water Slug)와 과냉각 또는 포화상태 액체의 방출에 의한 반발력

을 포함하여야 한다.

   배관 또는 그 지지 계통의 구조적 응답을 검토하는 경우, 밸브가 개방될 때 

발생하는 동적하중 하에서 지지물 및 구속장치의 강성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

용하는 동적해석 또는 시간이력 해석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유압식 방진기가 사용된다면, 방진기의 작동 효과가 정상상태 밸브 작동 및 

압력 과도상태 중에 주기적인 밸브 개폐에 의한 반복하중이 해석에 고려되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진기의 작동특성을 검토한다.

  3. 기기 지지물

   코드 등급 1,2,3 기기 지지물에 대해서 검토하며, 지지물의 설계 및 구조적 건

전성에 대한 평가를 검토에 포함한다. 지지물은 판 및 원통(Plate and Shell), 선

(Linear), 기기 표준(Component Standard)의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에서는 위의 세 가지 형식의 지지물을 모두 검토한다. 방진기는 비록 

기기 표준 형식 지지물로 분류될지라도 그 독특한 기능 때문에 특별한 고려가 필

요하다. 방진기는 발전소 정상 운전 시에는 하중 경로 또는 힘 전달 등을 하지 않

으나, 동적 천이하중 하에서 강성 지지물의 역할을 한다. 기기 지지물은 하중을 

기기의 압력유지 경계로부터 건물 구조물로 전달하도록 설계된 금속 지지물이다. 

냉각재상실사고 및 안전정지지진(SSE) 사건의 조합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자로냉각

재 압력경계 지지물의 응답을 계산하기 위한 해석방법은 본 안전심사지침 3.6.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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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3.9.2절에 따라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안전심사지침 3.9.3절과 관련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심사지침 3.10절에 따라 기기 작동성 보증과 내진검증 계획의 요구 사항에 대

하여 발전소 사고조건 상태나 상태 후에 능동 기능을 갖고 있는 압력방출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과 펌프 및 밸브의 작동성을 평가한다. 

 2. 안전심사지침 10.3절에 따라 증기 및 급수 계통에 대한 밸브의 크기와 개수가 적

절한 압력방출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3. 안전심사지침 5.2.2절에 따라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경계에 있는 밸브의 크기와 개

수가 적절한 압력방출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4. 안전심사지침 3.12절에 따라 계통간 냉각재상실사고(ISLOCA)에 관한 원자로냉각재

계통에 대하여 이와 연계된 계통 및 기기의 설계를 검토한다.

 5. 안전심사지침 5.4.7절과 6.3절에 따라 신청자가 잔열제거계통 및 비상노심냉각계통

과 같은 열성층 유동, 열성층 띠(Thermal Striping), 열주기 효과(Thermal Cycle 

Effect)를 받는 원자로 냉각재계통과 연계된 배관에 대해 논의, 확인하였는지를 검

토한다.

 6. 안전심사지침 3.13절에 따라 볼트 및 나사 고정구의 적절성 및 건전성 보증 프로

그램을 검토한다.

 7. 안전심사지침 3.9.6에 따라 방진기의 적용성, 분류, 표식, 설치, 검사, 시험, 작동성 

설계 및 품질 입증에 대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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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및 KEPIC 

Code 적용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

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그리고 ASME Code 적용시 미국 10 CFR 50.55a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

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및 미국 10 CFR 50, Appendix S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

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

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 원자

로냉각재압력경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생

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제작·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 원자로

냉각계통과 그와 관련된 보조계통·제어계통·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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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동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여유도

를 가져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

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하중조합, 계통운전 과도상태, 응력한계

   각 기기 및 기기 지지물에 대해서 고려되는 계통운전 과도상태, 그와 관련된 

설계 및 운전 응력한계, 그리고 설계 및 운전 하중조합은 모든 조건하에서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에 대한 설계 기준으로 제공하

기에 충분하도록 정의되어야 한다.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의 설계에 적용된 설

계 및 운전하중 조합(계통운전 과도상태가 포함)에 대한 허용 여부와 각 하중조합

에 대한 설계 및 운전 응력한계 설정의 허용 여부는 본 안전심사지침 부록 

3.9.3-1에 명시된 규제입장이나 검토자가 인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개발된 기

준과 비교하여 판단한다.

   밸브 디스크, 시트 및 펌프 축과 같은 기기의 내부 부품에 대한 설계기준은 

해당 코드 또는 코드케이스 기준을 따라야 한다. 만약 해당 코드 기준이 없을 경

우, 그 부품의 안전성 관련 기능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구조적 건전성이 보장된

다면 설계기준을 허용할 수 있다.

  2. 감압장치의 설계 및 설치

    신청자는 KEPIC-MNZ, 부록 O, “안전밸브 설치 설계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감압

장치 설치에 대한 설계기준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의 기준들을 적용한다.

    가. 한개 이상의 밸브가 동일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관의 임의 지점에 대

한 응력해석을 수행하는데 가정된 밸브 개방순서는 그 지점에서 최대 순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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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값을 유발시키는 순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관 및 연결 계통의 모든 부품과, 지지물 및 부품 사이의 연결 용접부를 포

함한 감압밸브 장치에 대한 응력을 평가해야 하고, 이는 적용 가능한 응력한

계를 만족하여야 한다.

    다. 응력한계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반발력과 반발력에 의한 모멘트로부터 발

생하는 응력에 동적하중인자(Dynamic Load Factor)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거나, 

그 응력계산에 동적인 유체/구조 계통해석에 의하여 결정되는 최대 순간 반발

력 및 모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배관의 모든 지점과 코드 등급 1,2,3 배관의 

감압 밸브에서 모든 설계한계를 만족함을 입증하여 위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하중인자를 결정하기 위한 동적해석 대신에 동적하중인자 2.0을 사

용할 수도 있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해석에 사용된 계산절차, 전산 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방법

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그 해석에는 시간이력이나 유체의 유동방향 변

화에 의한 모멘텀 변화효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고려되어야 할 유체의 상태는 밀

봉수(Seal Water)가 사용되는 곳에서의 가상적인 물 슬러그(Water Slug)와 가상적

인 과도상태 또는 사고조건하에서 방출될 수 있는 과냉각 또는 포화상태 액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수조(Suppression Pool)를 사용하는 발전소 신청자는 안전방출밸

브계통에 작용하는 수조의 동적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응력계산 및 응력한계는 

코드의 허용기준과 일치하여야 한다.

  3. 기기 지지물

 가. 기기 지지물은 모든 하중조합 하에서 적절한 안전 여유도를 갖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계통내의 각 기기 지지물에 대해서 고려된 계통 운전 과도상태를 포

함한 하중조합과 각각의 하중조합에 대한 운전 응력한계의 설정은 안전심사지

침 부록 3.9.3-1과 Regulatory Guide(이하 “RG") 1.124, 1.130 및 KEPIC-MNF, 

”지지물“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능동 펌프 및 밸브의 지지물은 안전심사지침 3.10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작동

성 보증 및 내진검증 계획의 다른 특징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기

기 지지물의 변형이 지지되는 기기의 작동요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상되

면, 변형한계도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형한계는 운전 보증 및 내진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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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기기 허용 변형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지 기초구조물

(Support Base Structure)의 움직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방진기 운전 보증을 위한 허용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해석 및 계통평가

          방진기를 충격 및 진동 완충장치로 사용하는 계통 및 기기에 대해서는 방

진기가 부착되는 계통 및 기기와 방진기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한 해석

을 수행하여야 한다. 방진기는 충격 및 진동 완충장치로 사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 목적 방진기로 사용되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 피로 

강도(Fatigue Strength)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로평가에는 다음의 중요한 인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 지지되지 않는 계통 기기의 거동 또는 진폭

          나) 방진기에 전달되는 힘과 감쇠진폭(Damped Amplitude)에 의해 계통이나 

기기에 작용하는 반발력

          다) 진동수 또는 하중 사이클 수

          라) 계통 또는 기기 및 방진기의 피로강도 확인

          

          충격완충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진기는 만약 (가) 방진기가 정상 발전소 운

전조건에서 받는 하중 사이클 수가 2,500보다 작거나 또는 (나) 정상 발전소 

운전조건에서의 거동이 방진기 작동불가영역(Dead Band)을 초과하지 않는

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로 평가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정상운전 조건 또는 예상과도상태(Anticipated Transients)에서 열팽창속도

(Thermal  Growth Rate)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계통 또는 기기에 사용되는 

방진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열팽창속도가 방진기 잠김(Lock-Up) 속도를 초과

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2) 기계적 성질에 대한 특성 

 구조해석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해석모델에서 사실적으로 방진기 기계적 성

질(즉, 탄성율)의 특성을 기술하는 것이다. 방진기의 유효강성(Effective 

Stiffness)은 일반적으로 방진기 지지물 집합체(방진기와 클램프, 확장 연결

부, 보조 지지물 등)의 유효강성보다 크기 때문에 방진기의 응답 특성이 지

지물에 의하여 추가되는 유연성으로 인하여 상실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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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기의 구조적 반응을 평가할 때에는 방진기와 지지물 집합체 강성이 

결합된  유효강성을 고려해야 한다.

 방진기 탄성율(Spring Rate)은 간극(Clearance), 손실 운동량(Lost Motion), 활

성화 준위(Activation Level), 또는 이완율(Release Rate)과는 별개로 결정되

어야 한다. 강성(Stiffness)은 구조적 및 수력학적 탄성특성(Compliance)에 기

초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온도에 의한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방진기 종단

이음간극(End Fitting Clearance), 종단이음간극의 불일치, 활성화와 이완율

의 불일치 및 손실 운동량은 최소화 되어야 하며, 계통 또는 기기에 대한 

선형 해석에 입각한 방진기의 반발하중 및 응력 계산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은 종단이음간극의 부적합에 의한 방진기의 하중 분담에 미치는 영향

이 활성화 수준 또는 이완율의 부적합에 의한 방진기의 하중 분담에 미치

는 영향보다 큰 복수 방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중요하다. 만약 종단이음간

극이 부적합하다면 동일한 하중의 분담은 이루어질 수 없다.

  3) 설계시방서

 방진기에 요구되는 구조적 및 기계적 성능은 상기 1), 2)항에 기술된 신청자

의 구조해석으로부터 결정된다. 방진기 설계시방서는 규제요건이 만족되도

록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이다. 설계시방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일반 성능요건

          나) 운전 환경 

          다) 적용 규격 및 기준

          라) 사용 재질, 유압용 유체와 윤활유에 대한 기준

          마) NUREG/CR-5416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정격부하용량(Rated Load 

Capacity)이 5649 N·m (50 kips) 이상인 대구경 유압식 방진기의 품질

을 보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동적 인증, 시험 및 외삽법을 포함하는 

환경, 구조, 및 성능 설계 입증 시험 

          바) 제품 성능 입증 시험 및 인증 

          사) 포장, 수송, 취급 및 보관 요건

          아) 부착 및 설치에 대한 규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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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계획에는 구매자가 검토와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방진기 제작자가 품질

보증 및 조립 품질관리 절차서 제출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방진기의 추가사용

때로는 방진기를 발전소 건설 중 또는 그 이후에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다. 

이는 안전심사지침 3.9.2절에 기술한 예기치 못한 배관 진동이나 건설상의 

장애요인들로 인하여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방진기의 추가는 발전소 정상

운전 및 안전성에 저해가 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충분히 평가되고, 

문서화 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본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만일 신청자가 대체기준

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제시된 대체기준에 관련 규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허용 

가능한 방법이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1. 하중조합, 계통운전 과도상태, 및 응력한계

   신청자가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의 설계에 

채택한 하중조합 및 응력한계를 검토하는 목적은 가상사건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계통운전 과도상태를 포함한 하중조합과 설계 및 운전 응력한계 

설정이 타당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건설허가(CP) 단계에서의 검토는 신청자가 

구체적인 설계기준을 설계에 반영할 것이라는 이행약속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운영허가(OL) 단계에서는 설계보고서, 하중용량(Load Capacity) 

자료, 그리고 관련 재질 등과 같은 코드가 요구하고 있는 설계 문서를 검토함으

로써 설계 기준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기기가 설계되었는지

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가. 신청자가 제시한 설계 및 운전 하중, 그리고 그 하중조합에 누락된 사항이 있

는지 그리고 해당 설계 및 운전 응력한계가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나. 코드에 따라서 제작되는 각각의 기기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는 하중조합의     

절차를 포함한 설계 및 운전하중 조합이 타당한지를 안전심사지침 부록 

3.9.3-1에 제시되어 있는 하중조합 및 하중조합 절차와 비교 검토한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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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이 발견되면 항목별로 그에 대한 타당성 입증을 요구하며 답변을 검토

하여 공학적 판단과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다.

    다. 각각의 설계 및 운전조합에 대하여 선정된 설계 및 운전응력 한계를 검토하여  

안전심사지침 부록 3.9.3-1에 명시된 설계 및 응력 한계를 만족시키는 지를 결

정한다. 배관 기기의 기능에 대한 허용기준을 검토하여 안전심사지침 부록 

3.9.3-1에 명시된 사항을 적절히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차이점이 있

다면 그에 대한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적절한 안전여유도가 고려되어 있

다면 허용될 수 있다.

  2. 감압장치 설계 및 설치

  감압장치의 설계 및 설치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목적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감압장치가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에 감압장치 및 관련 배관의 건전성이 보증되도

록 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최종설계가 위의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한 확신이 있는지 결정되어야 하며,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최

종설계가 위의 목적을 만족시켰는지를 검토한다. 검토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가. 감압장치의 압력유지 경계에 대한 설계를 KEPIC-MNZ, 부록-O, “안전밸브 설

치 설계에 관한 규칙"과 본 안전심사지침 II.2의 추가적인 허용기준과 비교하여 

검토한다. 허용 응력한계는 해당 제작등급에 대한 코드의 한계와 비교한다. 차

이점이 있다면 확인이 되어야 하며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응력 한계 

및 하중조합은 본 안전심사지침 II.1 및 III.1절의 "하중조합, 계통운전 과도상태 

및 응력한계"에 따라 검토한다.

    나. 감압밸브 작동에 의한 동적효과를 견딜 수 있는 구조적 건전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압장치 설치에 대한 설계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서 신청자

는 반발력, 밸브 개방순서, 밸브 개방시간, 해석방법, 동적하중인자(만약 사용 

된다면)를 포함시켜 논의해야 한다. 검토자는 II.2절에 명시된 요건들과 비교하

여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차이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밸브 개방순서의 

영향은 가장 심한 경우의 하중조합이 포함되어야 하며 하중함수는 밸브 개방

시간 데이터로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운전중인 발전소에서 이미 시험

되어 승인된 설계와 비교하여 검토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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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기 지지물

   기기 지지물에 대한 검토 목적은 기기 지지물과 상호작용을 하는 능동 기기들

의 작동성 및 기기 지지물의 구조적 건전성이 보증되도록 설계 및 해석이 적절하

게 이루어졌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본 안전심사지침 II.3.나.항의 1)~4)에 제시된 사

항들을 포함하는 방진기 작동성 보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것이라는 논의 

및 이행약속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 안전심사지침 I.3항에 기술된 세 가지 형식의 기기 지지물의 구조적 건전성

은 II.3항의 기준과 지침에 따라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검토자는 KEPIC 코드 등급 1,2,3 압력유지 기기에 적용한 설계 및 운전하중 조합이 

허용할 만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

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KEPIC 코드 적용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그리고 ASME Code 적용시 미국 10 CFR 50.55a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는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 사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1. 안전성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수행하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합당한 품

질기준에 따라서 설계되고, 정상운전에 의한 영향뿐만 아니라 냉각재상실사고 및 

지진에 의한 동적효과와 같은 가상사건도 수용할 수 있음을 보증한다. KEPIC 코

드 등급 1,2,3 기기들에 대하여 명시된 설계 및 운전하중 조합과 관련 응력 및 변

형한계에 대해서 신청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

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 KEPIC 코드 적용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

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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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Code 적용시 미국 10 CFR 50.55a를 만족한다.

       내진범주 I급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된 계통의 KEPIC 코드 등급 1,2,3 압력

유지 기기에 적용된 설계 및 운전 하중조합은 부지에 영향을 주는 지진 또는 가상

사고 계통운전 과도상태에 의한 다른 운전하중 하에서 계통 기기에 부과되는 응력

이 제작에 사용되는 재질의 허용응력 및 변형률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한 

하중조합 하에서 응력을 제한하는 것은 계통 기기 설계가 가장 최악의 하중조합 

하에서도 구조적 건전성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보수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2. 안전 및 방출 밸브는 수행하는 안전기능에 합당한 기준에 따라서 설계 및 설치되

고 정상 운전에 의한 방출 효과 뿐 아니라 냉각재상실사고와 안전정지지진으로부

터 발생되는 동적효과도 수용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KEPIC 코드 등급 1,2,3 감압

장치의 설계 및 설치에 사용되는 기준에 대해서 신청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KEPIC 코드 적용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 그리고 ASME Code 적용시 미국 10 CFR5 0.55a 요건을 만족한다. 또한 예상운

전과도를 포함한 정상운전에 대하여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설계한계를 넘지 

않도록 보증하고 있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2조의 

관련 요건을 만족한다. 코드 등급 1,2,3 압력유지 기기에 적용되는 하중의 설계 

및 운전 조합은 가상사고 또는 계통 운전하중에 의하여 계통 기기에 발생하는 응

력이 제작에 사용한 재질의 허용 응력 및 변형률 한계를 넘지 않을 것을 보증한

다. 이러한 감압장치의 작동을 유발시키는 하중조합 하에서 응력을 제한하는 것

은 구조적 건전성이나 과압방지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및 

설치에 대한 보수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3. 안전성에 중요한 기기 지지물이 그 수행하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합당한 품질기

준에 따라서 설계되며 기기 지지물이 정상운전 뿐만 아니라 냉각재상실사고에 의

한 효과와 안전정지지진에 의한 동적효과도 수용할 수 있음을 보증한다. KEPIC 

코드 등급 1,2,3 지지물에 지정된 설계 및 운전 하중조합과 그와 관련된 응력 및 

변형한계에 대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

조, KEPIC 코드 적용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그리고 ASME Code 적용시 미국 10 

CFR 50.55a 요건을 만족한다. 계통내의 각각의 지지물에 대해서 고려된 계통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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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도상태를 포함한 하중조합과 각각의 하중조합에 대한 운전 응력한계 설정은 

RG 1.124와 1.130과 안전심사지침 부록 3.9.3-1 요건 및 KEPIC-MNF, ”지지물

“에 기술된 허용기준을 만족하며 NUREG-0484 및 NUREG-0609를 따르고 있다. 

내진범주 I급으로 분류된 계통의 KEPIC 코드 등급 1,2,3 기기 지지물의 설계에 사

용된 설계 및 운전 하중조합은, 가상사건이나 계통운전 과도상태에 의한 다른 하

중 또는 지진하중 하에서 계통에 부과되는 응력이 제작에 사용된 재질의 허용응

력 및 변형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위의 하중조합 하에서 응력을 제한

하는 것은 기기 지지물이 가장 최악의 하중조합 하에서도 구조적 건전성을 상실

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보수적인 설계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노심 지지구조

물의 평가결과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안전심사지침 3.9.5절에서 다루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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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9.4절  제어봉 구동계통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제어봉 구동계통은 제어봉과 관련 구동 기계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에 따르면 제어봉 구동계통은 

하나의 독립적인 반응도 제어계통이어야 한다. 제어봉과 그 구동장치는 예상운전과도

(AOO)를 포함한 정상운전 및 가상사고 조건에서 반응도 변화를 신뢰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어봉 고착과 같은 기능 이상에 대비한 여유도 확보

를 위하여 제어봉 삽입의 확실한 방법이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제어봉 구동계통은 안

전에 중요한 계통이고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일부이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6조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적용에 관한 지침

“에서는 예상운전과도나 가상사고 및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 조건에서 안전기능을 보

증할 수 있도록 그 수행하는 안전기능에 합당한 품질기준에 따라서 설계, 제작 및 시

험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어봉 구동장치 중 본 안전심사지침에서 검토되는 부분은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

에 있는 반응도 조절 장치들과 경계를 이루는 부분까지이다. 전자기식의 경우에는 제

어봉 구동계통의 제어봉 구동장치까지 검토하고, 유압식인 경우에는 제어봉 구동장치, 

유압식 제어장치, 응축수 공급계통, 긴급정지방출 체적(scram discharge volume)을 검

토한다.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은 두 가지 형태에서 모두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일

부로 취급된다. 관련 기계공학적 정보는 본 안전심사지침에 제시되어 있거나 원자로냉

각재압력경계와 관련된 절을 참고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종류의 제어봉 구동계통이 사용되거나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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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도입되면 그에 대한 정보가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

  1. 계통이 기계적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설계기준, 시험 

프로그램, 도면, 제어봉 작동방법에 대한 요약 등을 검토한다.

  2. 제어봉 구동계통의 설계, 제작, 건설 및 작동에 적용된 관련 규칙, 규제지침 및 

규제입장뿐만 아니라 설계코드, 기준, 사양 및 표준관행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다.

     위에 기술된 여러 가지 기준은 그것이 적용되는 장치별로 제시되어야 한다.  계

통 중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속하는 부분은 KEPIC-MN의 등급 1 요건을 만족

하고 있는 지를 검토한다.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속하지 않는 부분은 

KEPIC-MN의 다른 부분이나 KEPIC 코드의 다른 부분에 따르며, 해석에 사용된 

피로허용치에 대한 설계여유도, 변형 및 피로값에 대한 설계 여유도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검토를 수행한다. 만약 해석 대신 시험 프로그램이 사용되면 그

것이 응력, 변형 및 피로를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3. 설계하중과 하중조합 그리고 해당 응력 한계 및 허용 변형에 관계된 내용을 검토

한다. 과도한 변형으로 인해 작동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이동이 안전기능 수행에 

필요할 경우에만 변형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 만약 응력 한계 및 허용 변형을 설

정하는 대신 실험적인 방법이 선택되면, 상세한 시험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검토

되어야 한다.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하중조합, 설계 응력 한계, 허용 변형기

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는 실제 설계내용이 설계기준 

및 허용한계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용한계와 비교되

어야 한다. 발전소 정상운전과 기동 및 정지 과도상태시에 가해지는 하중에는 압

력, 온도영향, 자중 및 예상운전과도가 포함된다. 지진 및 다른 동적 사건과 관련

된 하중은 위의 하중들과 조합된다. 각각의 하중조합에 대한 응답에는 변형 또는 

응력 한계가 지정되어 있다. 한계의 설정은 가상 사건의 발생확률과 사건 전후의 

작동보증에 대한 필요성에 영향을 받는다.

  4.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작동 보증 프로그램 수행에 대한 계획 또는 유사한 장치에 

대한 기존의 시험 프로그램이나 표준 산업절차를 이용한 부분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제어봉 구동계통에 대한 수명주기 시험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작동 보증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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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한다.

가. 수명주기 시험 프로그램

나.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지진 및 가상사고조건을 포함한 시험중에 부가되는 

운전환경

다. 장치기능시험

라. 프로그램 결과

검토연계분야

   안전심사지침 3.9.4절 제어봉구동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제어봉 구동계통의 압력유지 기기가 바르게 분류되고 적절한 품질기준이 적용되

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2와 5.2.1.1절에서 수행한다.

  2. 볼트와 나사 고정구의 건전성 확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안전심사지침 

3.13절에서 검토한다.

  3. 안전심사지침 4.2절에서 각종 정상운전 및 사고조건하의 노심설계 요건을 만족시

키는데 있어서 제어봉 구동계통이 핵연료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핵연료 

계통설계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4.6절에서 배관과 

장치의 가상파손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어봉 구동계통과 그의 설계

를 포함한 반응도 제어계통의 기능적 설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4. 안전심사지침 4.5.1절에서 제어봉 구동계통의 재료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5. 환경검증에 대한 지정된 환경 및 운전조건과 제어봉 구동계통의 기기 기능에 대한 

검토는 3.11절에서 수행한다.

  6. 특정환경 및 가동환경에서의 제어봉구동장치의 전체적인 작동에 대한 실증과 관

련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2절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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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코드 등급 1,2,3 기기, 기기지지물 및 노심지지구조물의 구조건전성에 대한 검토

는  안전심사지침 3.9.3절에서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관련된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원자력안

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

한 지침” : 제어봉 구동계통은 수행하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합당한 품질기준

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제어봉 구동계통은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 제

어봉 구동계통의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부분이 매우 낮은 확률의 누설이나 완전

파단에 대하여 설계, 건설 및 시험되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 제어봉 구

동계통은 노심보호계통과 관련하여 예상운전과도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높은 확률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 제어봉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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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통은 예상운전사건을 포함한 정상운전조건하에서 반응도조절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여유도를 가지고 설계된 하나의 독립된 반응도 조절계통이어야 한

다. 제어봉 구동계통은 적절한 여유도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비상노심

냉각계통과 관련하여 가상사고조건하에서 반응도를 조절하고 노심을 냉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와 관련하여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제어봉구동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최소한의 요

건을 만족시키고 안전기능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2. KEPIC 코드 MNA-1110에 정의된 제작은 원자력 산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음

의 기준과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품질등급 A, B, C로 분류된 기기의 가압 부분 (Regulatory Guide(이하 "RG") 1.26)

    KEPIC-MN, 등급 1, 2, 3

나. 품질등급 D로 분류되어 있는 장치의 가압 부분 (RG 1.26)

1) 용기 및 펌프 케이싱에 대한 KEPIC-MGB, “압력용기”

2) 배관 계통에 적용되는 규격 및 기준 (ANSI)

B16.5 Steel Pipe Flanges and Flanged Fittings 

B16.9 Steel Butt Welding Fittings 

B16.11 Steel Socket Welding Fittings 

B16.25 Butt Welding Ends

B16.34 Steel Valves with Flanged and Butt Welding Ends

B31.1 Power P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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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S-SP-25 Marking for Valves, Fittings, Flanges, and Unions

다. 비가압 장치 (비 KEPIC 코드 등급)

    응력, 변형 및 피로의 허용 한계에 대한 설계 여유도는 우수한 운전이력을  

보이고 있는 다른 발전소의 설계 여유도와 같거나 커야 한다. 만약 설계 여

유도가 더 작다면 그 타당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3. KEPIC 코드 MNB-3113에 정의된 각종 설계 및 운전 조건에 대한 하중조합이 안

전심사지침 3.9.3절에 제시되어 있다.

    제어봉 구동계통의 가압 및 비가압 부분에 적용되는 응력 한계는 각각의 하중 조

합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안전심사지침 3.9.3절에서와 같이 제시되어야 한다.

  4. 작동성 보증 프로그램은 마모, 작동횟수, 랫칭 및 제어봉 고착 문제해결에 대한 

관찰된 성능이 계통 설계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검토

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

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검토의 목적은 제어봉 구동장치의 설계, 제작 및 건설이 구조적 건전성을 제공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운전조건하에서 작동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타당한 수명 주기 

시험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설계기준에 적절한 하중조합, 응력 및 변형 한계가 사용되

었는지, 이미 승인된 시험 프로그램을 인용하여 작동성에 대한 보증이 제시되었

는지, 또는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필수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시험 프로그램의 수

행이 언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사전에 검토되지 않은 모든 

시험 결과를 검토한다.

  2. 제어봉 구동장치의 가압 및 비가압 부분에 대한 설계기준을 평가한다.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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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유압식 제어봉 구동장치의 경우 유압식 제어장치, 응축

수 공급계통 및 긴급정지방출 체적(scram discharge volume) 그리고 실린더, 튜브, 

피스톤 및 콜렛 장치(collet assembly)가 포함된다.

특히 과거에 사용되지 않았던 장치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검토한다. 압력유지 기

기의 설계가 승인된 규격 및 기준을 따르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각종 발전소 운

전조건에 대한 하중조합이 안전심사지침 3.9.3절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즉 주어진 하중조합에 대하여 해당 코드의 응력 한계가 초과되지 않아야 되고 

또는 설계 코드에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안전심사지침 3.9.3절의 한계가 초과되

어서는 안된다.

제어봉 구동계통의 재질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4.5.1절에서 수행된다.

  3. 하중조합은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한번 이상 발생이 예상되는 발전소 운전과 관

련된 하중으로서 모든 재순환펌프의 전원상실, 터빈 발전기 정지, 주 복수기의 격

리, 모든 소외 전원상실, 자연 현상 및 사고에 의해 유발되는 하중 등이 포함된

다. 발생이 예상되는 하중조합은 KEPIC 코드 MNB-3113에 정의된 설계 및 운전조

건 각각에 대하여 명시된다. 이 하중조합은 안전심사지침 3.9.3절에 정의되어 있

으며 신청자가 제시한 하중조합과 비교한다.

    제어봉 구동장치의 부품에 대한 응력, 피로 및 변형한계를 지정된 코드의 한계와  비

교하고, 운전경험이 우수한 기존의 계통 또는 원형 시험 프로그램의 결과와 비교한

다.

  4. 새로운 설계 또는 형상을 갖고 있는 제어봉 구동장치는 수명주기 시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상운전, 예상운전사건, 지진 및 가상사고시 또는 사고후에 예상되는 전 

범위의 온도, 압력, 하중 및 정렬이탈에 대해서 기능 수행 능력을 결정한다. 시험

에는 제어봉 삽입과 인출 횟수, 걸쇠작동 (latching operation), 긴급정지기능 및 소

요시간, 유압식 제어봉 구동계통에서의 계통 밸브 작동 및 급속정지 축압기(scram 

accumulator) 누설, 제어봉 고착 상태에서의 회복능력 및 마모를 결정하기 위한 기

능시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동장치의 운전 수명기간 동안 예측되는 제어봉 이동

거리와 운전 및 시험, 긴급정지 횟수가 시험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요구되는 모든 변수들이 시험 프로그램에 확실히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

인하고 시험결과의 적절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한다. 과도한 마모, 부품의 기능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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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치를 넘어선 작동 횟수, 정지축압기 누설 등은 모두 재시험의 원인이 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검토자는 제어봉 구동계통의 설계가 타당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6조, 제28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에 근거하고 있다.

  1. 신청자는 안전에 중요한 기기를 그 수행하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적합한 품질기준

에 따라 설계하고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1

조, 제26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3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

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제어봉 구동계통에 

사용되는 설계절차와 기준은 KEPIC 및 ANSI 코드의 요건과 일치한다.

  2. 신청자는 제어봉 구동계통이 반응도 제어기능을 확보하도록 충분한 여유도를 확

보하고 있으며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누설이나 대규모 파단 가능성이 극히 낮

도록 설계하고 있으므로 제어봉 구동계통이 지진과 예상운전사건을 포함한 정상

운전 조건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1조, 제28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지정된 설계 과도상태, 설계 및 

운전하중, 하중조합 그리고 하중조합하에서 응력 및 변형의 한계가 해당 KEPIC 

코드 및 안전심사지침 3.9.2절 ANSI 코드의 요건과 일치한다.

  3. 신청자는 제어봉 구동계통이 비상노심냉각계통 또는 원자로 보호계통과 함께 적

절한 여유도를 갖고 반응도를 제어하며 노심을 냉각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증하

도록 설계하고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8조

를 만족시키고 있다. 작동성 보증 프로그램은 마모, 작동 횟수, 랫칭, 고착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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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의 복구에 대한 관찰된 기능수행에 있어서 계통설계 요건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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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9.10 ‘99.10

3 김진수 '09.12 정해동 '09.12

4
노경완

최영환
‘14.11 김용범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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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9.5절 원자로 내부구조물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

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하며,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외

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

다.

본 안전심사지침에서 다루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노심지지구조물과 기타 내부구

조물을 포함하며, 다음을 제외한 원자로용기 내부의 모든 구조 요소 및 기계 요소를 

의미한다. 

  1. 핵연료 요소 및 구동장치와 연결되는 커플링까지의 반응도 제어 요소 (핵연료계

통 설계는 안전심사지침 4.2절에서 다루나 핵연료집합체의 구조적 건전성은 원자

로 내부구조물과 함께 본 절에서 검토한다.)

  2. 제어봉 구동요소 (제어봉 안내관 내부의 구동요소는 안전심사지침 3.9.4절에서 검

토하나 제어봉 안내관은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함께 본 절에서 검토한다.)

  3. 노내계측설비 (노내계측설비 지지구조물은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함께 본 절에서 

검토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의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원자로 내부구조물, 기기, 집합체 및 계통(원자로용기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

물, 축방향 및 측면방향 변위 억제물, 내부구조물 지지물, 열 및 기타 영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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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수변경 수용체 포함)의 물리적 혹은 설계 배열

  2. 원자로 내부구조물 설계, 정상운전조건, 예상운전발생(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 AOO), 유체가진진동 및 음향공진 영향에 의한 잠재적 유해유동

(adverse flow) 영향, 가상사고 및 지진사건에 대한 근거. 원자로 내부구조물 설계

시 사용하는 모든 설계 및 운전하중 조합 (예: 운전차압, 열영향, 잠재적 유해유동

영향(유체가진진동 및 음향공진), 지진하중, LOCA에 대한 과도압력하중)을 목록화

하여야 한다. 내부기기 및 구조물에 작용하는 설계 및 운전하중의 분포를 기술하

여야 한다. 하중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해석적 혹은 실험적 방법과 이에 대한 검

증은 무작위 불확실성과 편향오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원자로 내부 기기 및 구조물에 대한 응력분포를 결정하기 위해 전산해석방법(예: 

유한요소해석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해석을 위한 모델링 과정에 대한 검증결과

가 있어야 한다. 검증결과에는 실험을 통해 결정된 고유진동수, 모드 형상, 주파

수응답함수에 대한 비교결과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다음에 대한 허용한계를 포함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기계적설계에 대한 설계 기준

     - 최대허용응력

     - 동적하중하에서의 안정성

     - 변형, 주기(Cycling) 및 피로한계

     - 노심 기계적 및 열적 구속물

동적해석, 입력하중함수 및 하중응답(유해유동 영향 포함)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안전

심사지침 3.9.2에 기술되어 있다. 동적하중에 대한 구조 감쇠 값의 적절성이 제시되

어야 하며, 동적해석에 대한 편향오차 및 무작위 불확실성이 목록화되어야 한다. 

  5. KEPIC 및 안전심사지침 3.9.3절에 정의된 허용 설계한계 혹은 운전한계에 따라 

분류되는 설계 및 운전하중 조합, 응력강도 혹은 변형한계. 설계 혹은 운전하중은 

안전정지지진과 필요한 경우 운전기준지진 하중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잠재적 유해유동(potential adverse flow) 영향이 평가

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3.9.2절, Regulatory Guide(이하 “RG") 1.20 참조)

검토연계분야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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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관 가상파단으로 인한 동적영향, 파단 하중, 파단 위치의 평가는 안전심사지침 

3.6.2절에서 검토한다. 

 2. 내진범주 I급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해석방법과 계통 동해석방법의 적절성,  

설계과도조건, 내부구조물의 설계 및 피로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 과도 하중 

상태는 안전심사지침 3.9.1절에서 검토한다. 

 3. 정상상태 및 운전유동 과도조건하에서의 동적해석,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음

향 공진과 유체기인진동을 확인하기 위한 가동전 및 기동 시험 프로그램은 안전심

사지침 3.9.2절에서 검토한다. 

 4. 설계 피로곡선의 적절성을 포함하여 원자로 내부구조물 구조건전성 설계의 적절성

과 설계·운전·가상 사건 하중 조합 방법의 적절성은 안전심사지침 3.9.3절에서 

검토한다.

 5. 제어봉구동요소를 포함하여 제어봉구동계통의 기계적 설계의 적절성은 안전심사지

침 3.9.4절에서 검토한다.

 6. 볼트 및 나사고정구 건전성 보증 프로그램의 적절성은 안전심사지침 3.13절에서 

검토한다.

 7. 가상배관파단 면제에 대한 해석내용의 적절성은 안전심사지침 3.6.3절에서 검토하다.

 8. 정상 및 사고 운전조건에서 노심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연료 거동을 포함한 핵연료

계통 설계는 안전심사지침 4.2절에서 검토한다.

 9. 원자로 내부구조물 재료는 안전심사지침 4.5.2절에서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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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 원자로 내

부구조물은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지진 등의 자연현상으로부터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

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배관 설계기준과 일

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배관의 파단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

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련된 동적영향은 설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 원자로 내부

구조물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

한 여유도를 갖게 설계를 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

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KEPIC-MNG에 따라 제작되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적용되는 하중, 하중조합 및 허

용한계에 대한 요건은 안전심사지침 3.9.2절에 제시되어 있다.

 2. 노심지지구조물에 대한 설계 및 제작은 KEPIC-MNG와 안전심사지침 3.9.3절 요건

을 따라야 한다.

 3. 노심지지구조물 이외의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기준, 하중조건 및 해석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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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MNG-3000의 지침을 만족해야 하고 노심지지구조물의 건전성을 저하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KEPIC MNG-1122). 다른 지침(예 : 제작사 기준, 현장경험 

및 시험에 의한 경험적 방법)이 응력 및 변형률 계산, 피로 허용기준으로 사용된다

면 해당 지침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신청자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변형한계를 설정하여 안전성 분석보고서에 제시해

야 하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포함하여야 한다. 변위에 해당하는 응력이 정해진 

한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기기의 동적 해석에 대한 요건은 안전심사지침 3.9.2절

에 기술되어 있다. 

 5.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가상배관파단에 의한 비대칭 취출하중을 수용하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동 하중으로 인한 영향이 허용가능한 코드 및 기준에 제시된 허용한계

를 초과하지 않음을 보여야 한다. 냉각재배관의 양단파단을 가정하는 위치에서 하

중과도상태 및 구조기기에 대한 평가기준이 NUREG-0609에 기술되어 있다.

 6. 원자로내부구조물의 유체가진진동과 음향공진에 의한 잠재적 유해유동 영향은 안

전심사지침 부록 3.9.5-1절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로부터 재료를 선택한다. 

  검토절차는 각각의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허용기준을 벗

어난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체방안이 II장에 기술된 허용기준과 동등한지 

검토한다. 

 1. 본 안전심사지침에서 다루는 모든 기계적 및 구조적 내부구조물 요소의 전체적인 

배열과 배치를 검토하고 이미 허가를 취득한 발전소와 비교한다. 만약 설계나 운

전상태에 주요한 변화가 있다면 신청자는 안전심사지침 3.9.2절에 기술된 유체유인 

진동 시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2.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 및 해석은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가 KEPIC-MNG와 

안전심사지침 3.9.3절에 따른다고 명시되면 만족된다. 만약 그러한 명시가 없다면 

검토자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 및 해석이 위의 II절 허용기준에서 언급된 요

건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를 위해서 신청자는 설계에 사용된 설계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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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에 대해서 기술해야 한다. 기술된 내용에는 모든 적용 하중조건에 대한 

설계 및 운전 응력한계에 대한 목록이 포함된다. KEPIC 응력한계 만족여부를 판단

할 때, 유해유동상태에 의한 응력은 일차응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3. 검토자는 파단전 누설해석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은 가상배관파단위치에서 배관 파

단으로 인한 원자로내부구조물의 비대칭 취출하중이 II.5절 요건에 따라 설계되는

지 검토한다. 

 4. 제시된 변형한계를 검토하고 변형에 의하여 제어봉이나 대기(standby) 냉각계통 등

의 기능에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지와 변위에 의한 응력이 노심지지구조물의 허용

한계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5.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계산된 응력 및 변형이 지정한계를 초과하지 않는지를 확인

한다.

 6. 검토자는 발전소의 주요한 변경, 출력증강, 건설운영허가시 전출력범위까지의 운전

조건에 대해 잠재적 유해유동영향을 안전심사지침 부록 3.9.5-1절에 기술된 절차와 

허용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검토자는 발전소 계통, 배관, 기기 및 원자로내부구조

물에 대한 유체가진 영향에 대한 평가내용이 출력증강이나 장기 운전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요건을 만족함을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검토자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가 타당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

은 다음에 근거하고 있다.

 1. 신청자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에 있어서 그 수행되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따른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하고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요건을 만족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사용된 설계절차와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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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MNG 요건을 만족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잠재적 유해유동영향에 

전출력 조건까지 적절히 평가되었다. 

 2. 신청자는 안전에 중요한 기기의 설계에 있어서 지진, 정상운전, 보수유지, 시험 및 

가상사고 (냉각재상실사고 포함)에 의한 영향에 대하여 그 안전기능 수행능력이 유

지됨을 보증하도록 충분한 여유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7조 요건을 만족한다. 신청자는 또한 예상운전과

도의 영향을 포함하여 정상운전의 어떤 조건에서도 정해진 핵연료 집합체의 허용

한계가 초과하지 않음이 보증되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가지고 원자로 내부구조물을 

설계하였다.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기기의 설계에 적용된 설계과도상태, 설계 및 운전하중 그리

고 하중조합은 정상운전 중 지진 및 계통과도상태에서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기기

에 가해지는 변형 및 관련 응력이 재질의 허용 응력 및 변형한계를 초과하지 않

으므로 타당하다. 동 하중조합에서의 응력과 변형에 대한 제한은 원자로 내부구조

물과 기기가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예상되는 최악의 하중상태에서도 구조적 건전

성이나 기능의 손상없이 견딜 수 있는 타당한 설계기준을 제공해 주고 있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5. KEPIC-MNG, "노심지지구조물"

 6. NUREG-0609, "Asymmetric Blowdown Loads on PWR Primary Systems: Resolution of 

Generic Task Action Plan A-2," Hosford, S.B., Mattu, R., Meyer, R.O., Division of 

Safety Technology, January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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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9.6절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MN에 의거하여 등급 1, 2 또는 3으로 분류되는 안전 관

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가동중시험 계획에 관하여 기술한 안전성분석보고서 부분을 

검토한다. KEPIC 등급 1, 2 또는 3으로 분류되지 않은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도 포함

시켜야 한다. 본 안전심사지침 3.9.6절, Ⅱ항의 세부 허용기준 지침을 준수하면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2조, 13조, 15조, 21조, 22조, 23조, 41조 및 63조, 원

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3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고시)를 만족하는 가동중시험 계획 특히 전력산업기술기준 원전 가동중시험 요건

(KEPIC MO)에 적합함을 보증한다.

심사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펌프 가동중시험 계획

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KEPIC 등급 1, 2 및 3 계통의 펌프뿐만 아니라 KEPIC 등

급 1, 2 또는 3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검토자가 안전 관련으로 판단하는 펌

프에 대한 가동중시험 계획에 대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을 검토

한다.

나. 펌프 정상운전 조건에서 속도, 압력, 유량, 진동에 대한 시험절차를 검토한다.

다. 가동, 저온정지 또는 재장전정지 중 계속 또는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펌프(A군 펌

프) 및 시험할 때만 운전하는 펌프(B군 펌프)의 시험 계획 및 변수를 검토한다.

라. 상기 펌프 변수들에 대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기준값을 설정과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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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험 값을 측정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마. 계측기의 범위 및 정밀도를 검토한다.

바. A군 시험, B군 시험 및 종합시험에 대한 시험기간을 검토한다.

 2. 밸브 가동중시험 계획

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KEPIC 등급 1, 2 및 3 계통의 밸브뿐만 아니라 KEPIC 등

급 1, 2 또는 3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검토자가 안전 관련으로 판단하는 밸

브에 대한 가동중시험 계획에 대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을 검토

한다.

나. 범주 A, B, C 및 D 밸브에 대한 시험 절차서를 검토한다.

다. 저온정지 및 재장전정지 시험일정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한다.

라. 모터구동밸브(MOV), 공기구동밸브(AOV), 유압구동밸브(HOV) 및 솔레노이드밸브

(SOV)를 포함한 동력구동밸브(POV)에 대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기준

값을 설정하고 가동중시험 값을 측정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3. 완화요청서 및 KEPIC MO 요건에 대한 대체인가

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3호(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

한 규정 고시)에 따르면 설계, 형상 및 재질의 한계로 시험이 불가능하거나, 방

호조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피폭이 우려되거나 현장접근 불가하거나, KEPIC 

MO 요건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등으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완화요

청을 할 수 있다.

나. 안전 관련 펌프, 밸브 가동중시험 지침(KINS/GT-N001, KINS/G-018 Rev.2) “I.3.

다. 완화요청 허용기준”에 따르면 요건에 대한 대체방법이 적정한 품질 및 안

전성을 확보할 수 있거나,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상응하는 안전성의 향상도 없

이 작업만 어렵게 할 경우 완화요청을 허용할 수 있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

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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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2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안전 관련 펌

프 및 밸브의 품질등급 관련 내용을 검토한다. 

 2.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10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안전 관련 펌

프 및 밸브의 내진 및 동적 검증 관련 내용을 검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9.2 및 3.9.3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각각 안전 관련 펌프 및 밸브의 동적 시험과 동적 해석 및 구조설계 내용을 검토

한다.

 4. 기계재료분야 및 전기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대한 검토주관

부서로서 안전 관련 펌프 및 밸브의 환경검증 내용을 검토한다.

 5. 중대사고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2.4절 및 6.2.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

서 각각 격납건물 격리계통 및 격납건물 종합 누설시험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6.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12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 간 냉각

재상실사고의 심사 주관의 일부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접속하는 압력유지계통과 

기기의 설계 및 누설시험 규정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2조, 13조, 15조, 21조, 22조, 

23조, 41조 및 63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3호(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

중 시험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요구하는 관련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한다. 관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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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63조 : 안전관련 주요 펌프 및 밸브에 대

하여 그 성능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의 감시․평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2조 : 주요 안전성 기기들에 대하여, 수행

될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적합한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41조 : 비상노심냉각계통 능동기기들의 누

설기밀 건전성과 성능을 보증하기 위한 동 계통의 주기 기능시험.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41조 :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능동기기들의 

누설기밀 건전성과 성능을 보증하기 위한 동 계통의 주기 기능시험.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41조 : 격납건물 대기정화계통의 펌프 및 

밸브와 같은 능동기기들의 누설기밀 건전성과 성능을 보증하기 위한 동 계통의 주

기 기능시험.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41조 : 냉각수계통 능동기기들의 누설기밀 

건전성과 성능을 보증하기 위한 동 계통의 주기 기능시험.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3조 : 격리 운전성을 주기적으로 시험하

고 밸브누설 허용성을 판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격납건물 관통 배관계통.

 8.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3호(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고시) : 주기적인 시험으로 안전기능 수행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가동중시험 

계획에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펌프 및 밸브를 시험.

 9.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3호(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고시) :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의 설계기준 성능평가 및 주기적 성능

확인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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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에서 확인한 관련 규제요건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세부기준들은 다음에 제시되

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

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 계획 규제요건에 관한 보충지침이 KINS/G-018 Rev.2에 

제시되어 있으며, 가동중시험 계획과 완화요청서 양식과 내용에 관련되는 정보, 완화

요청서의 예, 가동중시험 관련 현안문제의 해명 및 가동중시험에 대한 현재의 규제 입

장에 관련된 정보를 제시한다. 

1. 펌프의 가동중시험

가. 신청자의 시험계획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3호(안전관련 펌프 및 밸

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고시), KEPIC MOA 1100에 기술된 모든 안전등

급 펌프들과 KEPIC 등급 1, 2 또는 3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검토자가 안전 

관련으로 판단하는 펌프들을 포함하고 있으면 동 계획의 범위는 적합하다. 펌

프시험 계획은 KEPIC MOB 3000에서 정한 기준시험에 상대적인 펌프의 수력학 및 

기계적 상태 변화를 탐지하는데 기초를 두기 때문에 동 계획의 기본적인 허용기

준은 기준값 설정과 일관성 있는 시험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펌프시험 계획이 KEPIC MOB 3000에 기술된 기준값 수립과 주기시험 계획의 

요건을 만족시키면 동 계획은 적합하다. 가동중시험 값(예, 유량 및 압력차)의 

허용범위, 시정조치 및 진동시험이 KEPIC MOB 3000, 5000, 6000에 수립되어 

있다. 펌프시험 일정은 이들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 KEPIC MOB 3000의 규정을 만족하면 가동중시험의 시험변수 및 시험주기는 적

합하다.

라. 시험계획이 계측기, 압력측정, 회전속도, 진동측정 및 유량측정에 관한 KEPIC 

MOB 5000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그 측정방법은 적합하다.

마. 계측기가 KEPIC MOB 3500의 정밀도 및 범위 요건을 만족하면 적합하다.

바. KEPIC MOB 5000의 규정을 만족하면 시험기간은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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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밸브의 가동중 시험

가. KEPIC MOC 1200에 의해 면제되는 밸브들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3호(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고시) 및 

KEPIC에서 요구하는 모든 안전관련 KEPIC 등급 1, 2 및 3 밸브들을 안전성분

석보고서 시험밸브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KEPIC 등급 1, 2 또는 3으로 분류

되지는 않았으나 안전 관련인 밸브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안전성분석보고

서 밸브 목록에는 KEPIC MOC 1400의 규정에 따른 밸브범주 분류를 포함시켜

야 한다. KEPIC MOA 1100의 규정에 의해 시험되는 각 밸브를 형식, 식별번호, 

코드등급 및 밸브범주 별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나. 밸브시험 절차, 허용기준 및 시정조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3호(안

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인용한 KEPIC 

MOC의 규정을 가동전시험 및 주기적 가동중시험에서 만족하면 적합하다.

다. 특정밸브 또는 구동기 형태에 대한 추가적인 허용기준을 다음에 제시한다.

  1) 모터구동밸브(MOV)의 가동중시험 계획

  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3호(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

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인용한 KEPIC 가동중시험 요건 외에 교육과학기

술부 고시 제2009-37호(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고시)는 안전관련 MOV가 설계기준 안전기능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지를 확인하는 계획을 요구한다.

  나) 설계기준 조건하에서 적절히 열리고 닫히는 안전기능의 지속적인 MOV 수

행능력을 확인하는 모터구동밸브에 대한 주기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설계기준 조건에서(예, 환경조건 하에서) 시험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시험결과를 조합한 해석으로 MOV의 설계기준 능력을 보여야 한다.

  다) 계속적인 설계기준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주기는 별도로 정당화할 수 없으

면 5년 또는 3회의 재장전정지 중 긴 것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 MOV에 대한 가동전 및 가동중시험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허용기준에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안전기능에 따라서 밸브는 완전 개방 및/또는 완전 폐쇄가 가능해야 한

다. 진단장비로 완전한 시트접촉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진단장비 부정확도, 저하된 전압, 제어스위치 동작 재현성, 부하-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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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 거동 및 열화 여유도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설계요건을 달성하

기에 충분한 여유도를 동 시험을 통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3) 진단장비 부정확도와 제어스위치 동작 재현성에 대한 충분한 여유도를 

고려한 MOV의 최대 토오크 및/또는 스러스트(적용 가능한 경우)는 MOV 

개별 부품들에 대한 모터의 허용 가능한 구조적 및 저전압 성능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2) 모터구동밸브를 제외한 동력구동밸브의 가동중시험 계획

  가) 안전관련 동력구동밸브는 설치전 또는 가동전시험에서 설계기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을 보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NRC RIS 2000-03에서는 MOV 해석 및 시험에서 얻은 교훈에 따라 POV의 

가동중시험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다) 등급 1E SOV가 설계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모든 SOV를 가능한 범

위까지 설계기준 극한의 전류 및 전압의 전력공급에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역지밸브의 가동중시험

  가) 모든 역지밸브에 대한 가동전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통 정상운전 조건

하에서와 안전기능과 일치하는 바대로 역지밸브에 대한 열림 및 닫힘 방

향으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배관계통 설계특성은 모든 적용 가능한 

역지밸브 시험장비 및 절차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기기 내부 상태를 감시하거나 유량, 디스크 위치, 디스크 이동, 디스크 

충격력, 기밀성, 누설률, 열화 및 디스크 안전성과 같은 매개변수들을 측

정하는 진단장비 또는 비해체기법을 가능하면 시운전시험 및 가동중시험

에 사용하여야 한다. 장비와 그 장비의 작동원리를 설명하고 기법을 정

당화하여야 한다. 진단 장비 및 기술의 운영 및 정확도를 시운전시험 중

에 입증하여야 한다.

(2) 실행 가능한 범위까지 저온정지 뿐만 아니라 정상운전 중에 나타나는 온

도 및 유동 조건들 하에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타 모드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온도 및 유동 조건들이 중대하면 그러한 조건들 하에서

도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시험결과들로부터 완전 열림 위치로 밸브를 개방하는데 필요한 유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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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되는 계통운전조건에 대하여 요구되는 바대로, 시험에 급격한 펌프 

시동과 정지의 효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시험에 예상되는 계통운전조건

에 의해 요구될 수도 있는 여타 역류조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나) 역지밸브의 열화 및 성능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비해체(진단)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역지밸브에 대한 가동전시험 및 가동중시험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허용기

준에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예상 계통운전조건을 모의하는 모든 시험 모드들에서 밸브에 부가되는 

차압의 방향에 근거하여 예상되는 방향으로 밸브 디스크가 완전히 개방

되거나 완전히 폐쇄되어야 한다.

(2) 밸브를 분해하지 않고 밸브 디스크 위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밸브 시트로 또는 밸브 시트로부터 디스크의 자유로운 이동이 있음을 시

험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4) 밸브 디스크는 정상 및 여타 최소 계통운전 유동조건 하의 개방위치에서 

안정적이어야 한다.

(5) 피동발전소 설계에서는 정상 및 여타 최소 차압 조건 하에서 밸브 디스

크가 시트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6) 교과부고시 제2009-37호(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상태감시 프로그램의 적용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KEPIC MO의 부록 I을 적용할 때는 이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압력격리밸브 누설시험

  가) 압력격리밸브는 정상적으로 닫혀있는 2개의 직렬밸브로서 원자로냉각재계

통을 부착된 저압계통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압력격리밸브는 

KEPIC MOC 1400의 규정에 따라 범주 A 또는 A/C로 분류된다.

  나) 압력격리밸브 시트 누설률 시험은 각 개별 압력격리밸브에 대하여 KEPIC 

MOC 4300에 따라서 수행하여야 한다.  각각의 압력격리밸브에 대한 허용

가능 누설률과 시험주기를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 또는 최종안전성분석보

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원자로 최대압력에서 각각의 압력격리밸브에 대

한 최대 허용가능 누설률은 밸브크기에 대한 공칭 인치당 1.9 L/min(0.5 

gpm)이하이고 19 L/min(5 gpm)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시험주기는 18개월

과 매 연료재장전 정지 중 긴 쪽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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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각 밸브에 대한 허용 누설률을 포함한 압력격리밸브 목록을 신청자의 안

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5) 격납건물 격리밸브 누설률시험

  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6호(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격납건물 격리밸브에 대한 누설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각 밸브 또는 밸브조합에 대한 허용가능 누설률을 포함한 격납건물 격리

밸브의 목록을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6) 안전 및 방출밸브 가동중시험 계획

  가) 열방출밸브, 진공방출밸브를 포함한 안전 및 방출밸브는 원자로를 정지시

키고, 안전정지 상태를 유지시키거나 사고결과를 완화하는 계통(또는 계통

의 일부)을 보호하는 압력방출장치이다.

  나) 안전 및 방출밸브 시험은 KEPIC MOD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동력구동 압력방출밸브는 범주 B 밸브에 대한 KEPIC MOC 4200 및 범주 

C에 대한 KEPIC MOC 4400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라) 계기, 변환기, 로드셀 및 교정표준을 포함한 밸브 설정압력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시험장비의 총조합정밀도가 설정압력 지시치(측정치)의 ± 1%를 

초과하지 않으면 허용가능하다.

  마) 발전소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각 밸브의 설정압력 및 허용범위를 포함

한 안전 및 방출밸브의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7) 수동밸브 가동중시험 계획

  가) 발전소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안전관련 기능을 포함한 수동밸브의 목록

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4호(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고시)에서 KEPIC MOC-2002 추록의 수동밸브 동작시험 주기 5

년에 대한 제한사항을 두었다. 이에 따라 수동밸브는 2년마다 동작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기준에서 말한 밀폐장치의 최대위치로 동작시켜야 한다.

3. 완화요청 및 제안된 대체방법

1) 완화가 요청된 기기를 확인할 것.

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명칭 및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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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능

다) 안전등급

라) KEPIC MOC 1400에 정의된 밸브범주

마) KEPIC MOB 3000에 정의된 펌프군

2) 완화요청한 전력산업기술기준 요건을 확인할 것.

3) 신청자는 완화요청한 근거를 명시하고 요건을 따르는 것이 왜 비현실적인지를 

설명한다.

4) KEPIC 요건에 대한 대체방안의 경우, 신청자는 다음을 충분히 보일 수 있도록 

상세한 근거를 제시할 것.

  - 제안한 대체방안이 적정 수준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공한다.

  - 요건의 수행이 품질 및 안전의 향상도 없이 곤란 또는 이례적인 어려움만 초

래한다.

5) 신청자는 완화요청 또는 대체방안에 대한 적용일정을 명시할 것.

6)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대체방법 또는 완화요청을 허용할 것. 

가) 실행할 수 없는 코드요건에 대한 완화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3호(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펌프, 밸브의 설계제한 때문에 적용할 수 없는 코드

요건에 대한 완화를 검토자는 허용할 수 있다.

나) 전력산업기술기준 요건에 대한 대체방안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3호(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검토자는 신청자가 다음을 적절히 보이면 코드의 

IST 계획 요건에 대한 대체방안을 허가할 수 있다.

   - 코드요건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제안한 대체방안이 적정수준의 품질 및 안전

성을 제공한다.

   - 요건의 수행이 품질 및 안전의 향상도 없이 곤란 또는 이례적인 어려움만 

초래한다.

4. 가동중시험 관련 펌프 및  밸브 설계 또는 성능검증 규정

   신규 신청서 검토 시에 다음 지침들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련 펌프, 밸브 및 배관의 설계에는 최대 설계 유량 조건에서 펌프 및 역

지밸브의 전유량 시험을 위한 설비를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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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터구동밸브 및 동력구동밸브에 대하여, 설계(설계기준 및 요구되는 운전) 조건

하에서 밸브 구동기가 전달할 수 있는 스러스트 및 토오크(적용 가능한 경우)의 

적절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설계조건까지의 차압 및 유량조건 범위에서 크기, 형

식 및 모델 각각에 대한 원형시험(Prototypical Test)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조건에는 유체유량, 차압(배관 파단 포함), 계통압력, 유체온도, 주위온

도, 최소전압(적용 가능한 경우), 공기공급(적용 가능한 경우), 최소 및 최대 

행정시간 요건(적용 가능한 경우)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제작자로부터의 시험자료(즉, 환경검증, 내진검증, 동적검증, 압력시험), 특정 

발전소 전용 현장시험자료, 시험에 의해 지원되는 경험자료, 또는 유사성 등

을 기술자료로 정당화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밸브의 검증을 뒷받침하는 

(원형시험과 같은) 유사밸브 시험을 크기, 형식 및 모형 각각에 대한 시험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본 시험의 목적은 벤치마크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설계 조건하에서의 모터

구동밸브 또는 동력구동밸브의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본래의 장소에서 또는 

설치 조건하에서 수행된 시험결과들이 이용될 수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라) 시험자료를 이용하여 모터구동밸브 또는 동력구동밸브 개별 부품들의 구조

적 성능 한계가 설계 조건하에서 초과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마) 시험자료를 사용하여 용도별로 규정된 밸브가 압력잠김 또는 열적고착의 발

생 잠재성이 없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3) 설계(설계기준 및 요구되는 운전) 조건하에서 역지밸브의 적절성을 보증하도록 

설계조건까지의 차압 및 유량조건 범위에 걸쳐 역지밸브의 크기, 형식 및 모형

별 원형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조건에는 밸브가 겪도록 요구되는 모든 계통운전 사이클(주기형식별 빈

도와 지속기간), 밸브의 기능발휘가 요구될 환경조건, 수격현상 또는 배관파

단과 같은 밸브수명기간 중에 예상되는 중대한 과도부하, 주요 개조중 수명

예측, 밀봉 및 누설 요건, 부식 요건, 유량 및 속도 한계를 갖는 운전매체의 

온도 및 변화도, 보수요건, 진동부하, 계획된 시험 및 방법, 무부하 운전의 

시험빈도 및 기간을 포함시켜야 한다. 동 설계조건에는 발전소 계통의 상세 

설계 시에 파악되는 여타 요건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나) 제작자로부터의 시험자료, 특정 발전소 전용사항에 대한 현장시험자료, 시험

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험자료, 또는 유사성을 기술자료로서 정당화시켜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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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해당 밸브의 품질인증을 뒷받침하는 유사밸브에 대한 시험 (원

형시험과 같은)을 크기, 형식 및 모형 각각에 대한 시험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제작자가 권고하는 대로 계통유동조건에 기초한 밸브 크기 및 형식의 선정, 

난류근원에 관한 밸브 장착 위치, 배관에서 밸브의 정확한 방향설정(즉, 수

직 대 수평)을 포함한 적절한 역지밸브 적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험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밸브의 설계특징, 재료 및 표면처리는 산업계에서 이용가능하거나 명시된 대

로 이용 가능한 비해체 진단시험법의 수용이 가능함을 보장하는 것이라야 

한다. 적절하다면, 밸브를 통한 유량이 설치된 계측설비로부터 측정될 수 있

어야 하며, 비해체 진단법의 사용에 의한 것과 같이 분해하지 않고 밸브 디

스크 위치가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밸브 내부 부품들은 정확한 밸브 설치 

보장을 위해 자기정렬 특징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설계기준 조건 및 요구되는 운전 조건하에서 역지밸브에 미치는 최대 부하

는 역지밸브 개별부품들에 대한 허용 가능한 구조적 성능한계에 대응하여야 

한다.

Ⅲ.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 중 특정 경우에 적절한 것을 선별할 것이다.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 계획 검토절차에 관한 보충지침이 KINS/G-018에 제시되어 있다.

 1. 펌프의 가동중시험

가. 신청자의 프로그램 범위가  II.1 항과 일치하는 지를 검토한다. 가동전시험 계획

은 기준치들을 수립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  가동중시험 계획의 주기적 적용

을 통하여 기준치가 허용가능 범위 내에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펌프 시험 프로그램 절차들이 II.1 항의 요건과 부합하여야 한다. 동 프로그램을 

표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 가동중시험의 주기 및 시험기간이 II.1 항과 일치하는 지를 검토한다.

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시험절차가 II.1 항과 일치하는 지를 검토한다. 측정

방법과 자료수집체계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 필수적인 정보만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으면 된다. 검토자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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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계기 및 방법에 대하여 승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

 2. 밸브의 가동중시험

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밸브 시험 목록 및 분류가 II.2 항과 일치하는 지를 검토한다.

나. 밸브시험 프로그램이 Ⅱ.2 항과 일치하는 지를 검토한다.

다. 검토자는 Ⅱ.2 항에 기술된 바대로 모터구동밸브에 대한 시운전 시험, 가동중 

시험 및 허용기준을 검토한다. 이러한 절차 및 가동중 시험은 Ⅱ.2 항에 기술

된 가동중시험과 함께 수행한다.

라. 검토자는 Ⅱ.2 항에 기술된 바대로 동력구동밸브에 대한 시운전 시험, 가동중 

시험 및 허용기준을 검토한다. 이러한 절차 및 가동중시험은 Ⅱ.2 항에 기술된 

가동중시험과 더불어 수행한다.

마. 검토자는 Ⅱ.2 항에 기술된 바대로 역지밸브에 대한 시운전 시험, 가동중 시험 

및 허용기준을 검토한다. 이러한 절차 및 가동중시험은 Ⅱ.2 항에 기술된 가동

중 시험과 더불어 수행한다.

바. 검토자는 신청자의 압력격리밸브 목록을 검토하여 그 목록이 완벽하고, 각 압

력격리밸브에 대한 허용가능 누설률이 Ⅱ.2 항에 제시된 지침에 따르고 있는지

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검토자는 신청자의 격납건물 격리밸브 목록을 검토하여 그 목록이 완벽하고, 

각 격납건물 격리밸브에 대한 허용가능 누설률이 Ⅱ.2 항에 제시된 지침에 따

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완화요청서

   KEPIC MOB 또는 KEPIC MOC 요건으로부터의 완화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충분

한 정보를 제시하였는지와 Ⅱ.3 항의 허용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판정한다.

Ⅳ.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

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신청자의 펌프 및 밸브 시험 계획이 허용가능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12조, 13조, 15조, 21조, 22조, 23조, 41조 및 63조 및 교육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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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고시 제2009-37호(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고시)의 요건

들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결론은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들이 발전소 

수명기간동안 필요한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운전준비성을 갖춘 상태에 있을 것

임을 보증하기 위한 시험 계획을 신청자가 제공했다는데 근거를 둔다. 동 시험 계획은 

운전 상태에 있는 기기들에 대한 기능시험에 대비하고 있다.  신청자는 모든 안전관련 

안전 등급 1, 2 및 3 펌프와 밸브를 포함하고 또한 안전 등급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안

전 관련인 것으로 고려되는 펌프와 밸브들도 포함하도록 가동중시험 계획을 구성하였

다. 

  시험계획과 적용일정은 가동전시험 및 전동기구동밸브시험 계획에 대한 인허가조건

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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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9.8절 리스크 정보활용 배관 가동중검사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안전심사지침서의 목적은 원자력 발전소의 현행 ISI 프로그램과는 상이한 리스크 

정보활용 배관 가동중검사(RI-ISI) 프로그램을 검토하는데 사용하는 절차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리스크 정보활용 의사결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사업자는 ISI 프로그램이나 

규제요건에 대해 제안된 변경사항이 다음의 핵심 원칙을 만족함을 보장해야 한다:

1. 제안된 변경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

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대체적용 및 완화요청”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 제안된 변경사항은 심층방호개념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3. 제안된 변경사항은 충분한 안전 여유도를 유지해야 한다.

4. 제안된 변경사항의 영향은 성능 측정 전략을 활용하여 감시되어야 한다.

각 원칙들은 리스크 정보활용 통합 의사결정 절차에 고려되어야 한다. 리스크 정보활

용 의사결정의 이들 원칙 하에서, 검토자는 리스크 정보활용 방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ISI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된 변경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구성하는 4-요소 접근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4-요소는 다음과 같다 : 변경사항을 정의하고, 공학적 해석을 

수행하며, 이행 및 감시 프로그램을 정의하고, 제안된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것이다.

요소-1에는 제안된 변경사항의 특성화를 포함한다. 사업자는 ISI 요건의 제안된 변경사

항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발전소 인허가 근거의 측면을 파악하여야 하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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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기술지침서, 인허가 조건, 인허가 서약 등이 포함된다(이들

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 또한, 사업자는 변경사항에 대한 규제기관 사전승인 없이 

향후 평가에서 수정하려고 의도하는 ISI 프로그램의 모든 사항과 요소들을 확인해야 

한다. ISI 프로그램의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정 배관계통, 분절, 용접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또한, 영향을 받는 배관에 의존하는  발전소 계통과 기능도 확인하여야 한

다. 이전 검사의 효과성을 특징짓는 산업계 정보와 발전소 고유의 정보는 문서화되어

야 한다.

요소-2에서, 제안된 변경사항이 심층방호개념과 일치하며,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유지되

며, Regulatory Guide(이하 “RG”) 1.174에 기술된 CDF와 리스크의 증가량이 작다는 

원칙을 가지고, 사업자는 제안된 변경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이 요소는 전통적인 공학

적 해석과 PSA를 포함하는 공학적 평가로 구성된다. 제안된 변경사항에 대해 PSA에 근

거한 평가는 영향을 받는 배관 분절을 명확하게 고려해야 하며, 또한 사업자의 현 ISI 

프로그램의 변경에 의해 CDF와 LERF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상호 보완적인 

전통적 방법과 PSA 방법의 결과들은 종합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요소-3에는 시행과 감시 프로그램의 개발이 포함된다. 이 요소의 주된 목표는 ISI 프로

그램 변경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립된 가정과 해석을 확인하기 위해 성능-감시 

전략을 설정하여 제안된 RI-ISI 프로그램 하에서의 배관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검사 

범위, 주기, 방법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배관의 신뢰도와 건전성에 중요한 영향

을 줄 수 있는 모든 관련 파손 기구가 검사 범위와 방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요소-4는 해석결과를 문서화하고 규제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위한 신청 서류를 포함한

다. 신청 서류는 본 안전심사지침에 따라 검토된다. 

배관의 ISI에 대한 RI-ISI 프로그램의 사용과 관련된 다음 분야가 검토된다.

I.1. 요소-1 : ISI 프로그램에 대해 제안된 변경사항의 정의

ISI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된 변경사항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정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의 RI-ISI 신청내용을 검토한다. 사업자는 제안된 변경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령,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기술지침서, 그리고 인허가 조건 등(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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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을 포함하는 발전소의 인허가 근거를 검토한다. 추가로, 인허가 

서약을 검토한다. 검사 관행의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정 배관계통과 용접부를 검

토한다. 검사범위, 검사일정, 검사위치, 검사방법에 대한 특정 개정내용들도 검토한다. 

규제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향후 ISI 프로그램의 변경을 야기하는 평가에 대한 지침을 

주는 사업자의 프로그램과 절차를 검토한다.

영향을 받는 배관에 의존하는 발전소 계통과 기능도 검토된다. 검토자는 제안된 변경

사항과 관련하여 유용한 공학적 연구결과, 방법, 기술기준, 적용가능한 고유의 발전소 

자료와 산업계 자료 및 운전 경험, PSA 발견사항들, 그리고 연구와 해석 결과를 검토

한다. 검사 프로그램 결과를 포함하는 발전소 고유의 경험사례가 검토되며, 발견된 결

함과 배관의 이전 검사의 효과성과 관련된 특성도 검토된다.

I.2. 요소-2 : 공학적 해석

요소-2의 한 부분으로서 검토자는 제안된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공학적 해석을 

검토한다. 이 검토의 목적은 심층방호개념이 유지되고,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유지되며, 

리스크와 그것의 제안된 증분들과 그들의 누적 영향이 작은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다. RG 1.174와 1.178은 이 평가를 수행하는 지침이 된다.

 I.2.1 전통적 해석

 수행된 전통적인 공학적 해석은 제안된 ISI 변경사항의 영향이 심층방호개념과 적절

한 안전여유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원칙을 따르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학적 해석

을 검토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0호, “원

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는 배관의 ISI를 규정하는 1차 규제요건이다. 

그 요건들은 배관의 구조적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층방호개념의 요소들을 정의

하고 있다. 검토자는 제안된 변경사항이 요건들을 만족시키는 지를 사업자의 평가내

용을 검토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는 안

전에 중요한 계통에 대한 배관 ISI 요건으로 KEPIC-MI를 인용하고 있다. KEPIC-MI에서 

요구되는 검사는 검사위치와 검사 주기의 항으로, 결함 발견에 대한 대응으로 요구되

는, 추가 검사와 함께 표본 선정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다. ISI의 목적은 발전소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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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압력경계에서의 누설이나 파단의 사전인자인 결함 지시와 같

은 조건들을 확인하는데 있다. 검토자는 제안된 변경사항이 KEPIC-MI 요건의 의도를 

만족시키는 지를 평가한 사업자의 근거를 검토한다.  

배관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반적인 배관 열화 문제를 반영하는 강화 

검사 프로그램을 규제기관이 권고하고 산업계는 이를 시행해 왔다. 대표적인 배관 검

사 강화 프로그램으로는 배관 열피로 등이 있으며, 강화 검사 프로그램이 어떻게 반영

되었는지를 검토한다.

 I.2.2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

 PSA에 대해 요구되는 범위, 상세정도, 품질은 리스크 고찰결론과 통합 의사결정 과정

에서의 PSA 결과의 역할에 주어지는 강조의 수준과 대등해야 한다. 변경에 대한 타

당성 입증이 PSA 고찰결론에 의해 지원되는 잘 확립된 전통적인 논거에 근거한다면, 

제한된 PSA 검토도 용납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변경에 대한 타당성 입증이 복잡한 

PSA 논거에 근거한다면, PSA 검토의 폭과 깊이는 대체로 커질 것이다. ISI 변경 신청

을 위해 사용된 PSA 부분만이 검토된다.

 I.2.2.1   배관계통의 범위

 제안된 RI-ISI 프로그램에 포함된 배관의 범위를 검토한다. 원전 배관에 대한 현재 ISI 

요건은 KEPIC-MI 요건을 인용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0호, “원자로시설

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KEPIC-MI 프로그램에 현재 포함되

어 있는 KEPIC 등급 1, 2, 3 배관계통과 BOP 배관에 대한 RI-ISI 프로그램 범위가 검

토된다. 배관 범위를 선정하는 과정, 범위의 타당성 입증, 선정된 배관의 특정한 선택

을 검토한다.

 I.2.2.2 배관 분절

 PSA에서 배관을 모델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관 계통 내에서 배관 분절을 정의하는 

절차나 그 분절의 ISI 요건을 정의하는 절차를 검토한다. 초기 사건, 계열의 상실, 계

통의 상실, 또는 그 결합과 같은 손상 결과가 분절 정의에 통합되는 방법을 검토한

다. 손상 결과에 추가하여, 선정된 계통 배관 경계내의 배관에 나타나는 열화기구를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데 사용된 절차와 기준을 검토한다.

 발전소 배관의 위치와 격납건물 내부인지 외부인지가 배관 분절을 정의하는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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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절차를 검토한다. 배관 계통 경계내의 배관 분절은 선정된 배관계통내의 배관 분

절 초기 선정 시에는 완전하지 않으며, 열화와 결과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반복적

인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손상 기구와 배관 분절 파손 결과가 반복적인 과정에 통합

되는 절차를 검토한다.

 I.2.2.3 PSA에 의한 배관 손상 평가

 배관 파단은 전통적으로 시작인자로서 모델링되나, 각 배관 분절이나 구조적 요소의 

파손은 PSA에서 모델링 되지 않는다. 배관 파단의 가능성(또는 확률)과 그런 파단이 

다른 계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상세하게 처리되어 PSA에 통합될 수 있도록, 

PSA나 PSA 결과가 수정되는 방식을 검토한다. 

 I.2.2.4 배관 손상 가능성

 배관 손상 가능성은 각 분절에 대해 정량적인 평가가 될 수도 있으며, 또는 비슷한 

손상 기구, 환경, 그리고 파손 형태를 갖는 그룹으로 분절을 범주화할 수도 있다. 다

음과 같은 세 가지의 손상 형태가 있다:

 

  1. 손상이 과도상태를 직접 유발하고, 또한 하나 또는 더 이상의 발전소 계열이나 

계통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는 초기사건 손상. 초기사

건 손상은 손상 빈도로 나타낸다. 

  2. 대기 손상은 한 계열이나 계통의 상실을 초래하지만, 천이상태를 직접 유발하지 

않는 손상. 대기 손상은 기술지침서나 운전 제한조건에 의해 발전소 정지를 요구

할 수도 있는 계열이나 계통의 이용불능도로 나타낸다. 이용불능도는 파손 빈도

와 이용불가능한 시간의 결합이다. 

  3. 요구 손상은 계열이나 계통의 요구에 동반되는 손상으로, 보통 계통 기동기간 동

안 분절에 작용되는 천이유도하중에 의해 보통 발생하는 손상이다. 요구손상은 

요구에 대한 확률로 나타낸다.  

 배관 분절의 손상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접근방법을 검토한다. 과거 손상 자

료, 전문가 의견 및 확률론적 파괴역학이 배관 손상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방식을 검토한다. 대기 손상과 관련된 이용불가능한 시간의 결정을 검토한다. 검사는 

KEPIC-MI의 Program A나 B에 따라 수행될 것이다. 데이터 분석이 사용될 경우,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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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적절성과 완전성, 그리고 데이터가 충분한 시간대에 걸쳐 취득된 것인 지를 평

가한다.

 배관 분절 손상의 수치적 빈도나 확률을 결정하는데 확률론적 구조해석 방법이 사용

될 수도 있다. 이 방법은 Monte-Carlo 모사와 같은 확률론적 방법과 결합하여, 파괴

역학해석과 같은 전통적인 구조해석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들은 시간의 함수로 파

손 확률을 평가하는 전산 코드에 의해 시행된다. 파괴역학 해석과 Monte-Carlo 모사 

방법의 적절히 적용하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배관 손상 확률을 결정하는 확률론적 

구조해석 방법을 검토한다. 산업계 표준 코드뿐만 아니라 산업계 경험 자료와 비교함

으로써 전산 코드의 벤치마킹을 검토한다. 신청자는 사용한 방법이 알려진 열화 기구

의 존재와 같은 환경 영향과 물성치의 차이에서 초래되는 손상 빈도나 확률의 중요

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대안으로, 열화 기구에 근거하는 전문가 의견이나 범주화가 파괴역학과 함께, 또는 

파괴역학을 대신하여, 적은 수효의 손상 가능성 범주로 각 요소를 할당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 바, 예를 들면 고, 중, 저 등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손상 가능성 결정 

과정과 근거가 검토된다.

 정량적 평가방법과 유사 그룹으로 등급화에 대해, 손상 형태, 산업계 경험, 배관 재

질, 열화 기구, 그리고 다른 여러 매개변수가 어떻게 확인되고 고려되는지가 평가된

다. 분절 파손 가능성 평가를 수행하는데는 많은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다. 파손 가

능성을 예측할 때, 이 불확실성을 다루는 절차가 검토된다. 

 I.2.2.5  손상 사고결말

 배관 손상의 직접 영향은 LOCA 또는 손상된 배관으로 인해 충분한 유체가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계통 상실을 일으키는 시작 인자를 포함한다. 간접 영

향은 배관 휩, 분사 충격, 침수 또는 온도와 같은 영향 때문에, 다른 계통의 기기를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기기의 추가 손상을 포함한다. 적절한 파손 기구

와 의존성이 리스크 해석에서 평가될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영향과 간접 영향

이 특성화되고 문서화되는 절차가 검토된다.  

 I.2.2.6 ISI 변경이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ISI 프로그램의 제안된 변경으로 인한 리스크의 변화를 특성화하는데 사용된 방법이 

검토된다. RI-ISI 프로그램에 대한 허용가능성의 근거의 일부는 선정된 배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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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효의 감소가 제안되더라도 이로 인해 확립된 리스크 척도가 크게 증가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되는 요소의 수의 변화를 적절

히 고려하는데 사용된 과정과 방법, 그리고 강화 검사 방법의 영향이 검토된다.

 I.2.3 통합 의사결정

 ISI 프로그램의 제안된 변경사항의 영향에 대한 허용가능 여부는 I절에 기술되어 있고 

RG 1.174에서 상세히 논의된 5개의 핵심 원칙을 사업자가 충족시켰는가를 검토한 적

합성 검토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2.1절과 2.2절에서 논의된 공학적 해석의 다른 요소

들과 핵심 원칙을 통합하고, 필요한 경우 통합된 사항을 반복하는 사업자의 과정, 절

차, 결정 기준을 검토한다. 

 배관 요소를 안전성-중요도 범주에 할당하는 것은 리스크-정보 ISI 과정의 중요한 부

분이다. 결과적으로, 범주화를 지원하는데 사용된 범주화 과정과 모든 정량적 및 정

성적 지침 또한 검토된다. 

 각 배관 분절에서 리스크 기여도를 특성화하고 구분하는데 사용된 리스크 척도를 검

토한다. 리스크 척도를 개발하고 기술하는데 사용된 기법, 기준 및 문서자료를 검토

한다. 각 배관 분절을 안전성-중요도 그룹으로 범주화하는 데 이런 리스크 척도를 사

용하기 위한 기준을 검토한다. 장점의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수치에 대한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배관 분절 및 구조 요소에서의 ISI에 대한 리스크 중요도 결정을 위해 검사 

위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에 검토의 초점을 둔다. 분절이 적절하

게 등급화 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해 배관 분절과 배관 구조물 검토를 수행하는데 사

용된 절차가 검토된다.

 ISI를 받아야 하는 배관 분절내에서 구조 요소의 숫자와 위치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

된 기준과 절차가 검토된다. KEPIC-MI에 의한 ISI 프로그램과 신청한 RI-ISI 프로그램

의 비교 자료가 검토된다. 

I.3. 요소-3 : 이행과 감시 프로그램

이행 및 감시 계획의 적절성이 검토된다. 관심있는 손상 기구가 반영되었으며 구조적 

건전성이 영향을 받기 전에 충분히 높은 확률로 손상을 감지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 전략이 검토된다. 검사 프로그램의 범위를 정의할 때, 배관 분절의 안전

성 중요도가 고려되는 절차가 검토된다. RI-ISI 프로그램이 품질과 안전성 관점에서 허

용가능한 수준을 제공하는 지를 확증하는 목적과 함께, 검사 범위, 검사 방법, 검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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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평가 방법이 검토된다.

해당되는 열화 기구가 반영 되었는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를 위해 안전성에 중요

한 배관의 구조 요소의 검사 면적과 체적에 대한 선정 기준이 검토된다. 열화 기구, 

가상 손상 형태, 배관 구조 요소의 형상이 검사 범위와 검사 위치에 통합되는 방법이 

검토된다. 심각한 응력 집중, 기하학적 불연속부위, 일반적 및 발전소 고유의 배관 파

손 경험이 검사 위치 선정시 고려되는 방식이 검토된다.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방사선 

피폭문제와 같은 제한조건으로 의해 검사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구조적 건전

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 방법을 검토한다.

RI-ISI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표본 선정 전략은 사업자가 검사에 포함시키도록 제안하

는 구조 요소의 선정에 의해 정의된다. 검토자는 표본 크기 확장에 대한 허용기준이 

허용가능한지 그리고 후속 표본 선정이 ISI 검사 결과와 구조적 열화의 여타 증거들에 

근거하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RI-ISI 프로그램의 이행에 사용되는 검사 방법과 허용 기준이 검토된다. 사업자에 의해 

선정된 검사 방법은 열화 기구, 배관 크기, 관심 있는 재질이 반영되어야 한다. 육안검

사, 표면검사, 체적검사와 같은 검사방법의 적절성을 결정하는데 열화 기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고려되는지가 검토된다. RI-ISI 프로그램이 KEPIC-MI에 현재 규정된 검사 주

기, 검사 방법, 허용기준을 통합하는 정도가 검토된다. 

비파괴검사 방법의 신뢰도는 검사자의 능력에 의존한다. 검사팀이 산업계 기술기준을 

만족할 것이며, 허용된 방법과 절차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RI-ISI 프

로그램이 검토된다.

만일 새로운 또는 고려되지 않았던 열화 기구가 발생할 경우, ISI 계획의 적절한 수정

이 개발되는 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RI-ISI 프로그램의 이행 계획이 검토된다. 이행된 

비파괴검사 방법의 신뢰도에 대한 적절성이 감시되는 방식이 검토된다.

II. 허용기준

다음은 본 안전심사지침 1절에 기술된 검토범위에 대한 허용기준이다. 기술된 허용기

준과 동등함이 입증될 수 있는 다른 접근법도 사용될 수 있다. 검토자는 ISI와 관계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제13

조 요건을 만족한다면, 검사계획에 대한 리스크 정보활용 결과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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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정보활용에 사용된 공학적 평가와 PSA에 대한 허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반 

지침은 RG 1.174와 안전심사지침 19장이다. ISI에 대한 공학적 평가와 선정된 PSA 현

안에 대한 허용가능한 지침은 RG 1.178에 주어져 있다.

II.1  요소-1 : ISI 프로그램에 대해 제안된 변경사항의 정의

사업자의 RI-ISI 신청내용에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ISI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된 변경사항

이 정의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발전소가 현재 승인된 요건에 따라 설계되고 운전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하며, RI-ISI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사용된 PSA가 실제 발전소를 반

영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는 제안된 변경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령,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기술지침서, 그리고 인허가 조건 등(이것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 발전소의 인허가 근거를 확인하여야 한다. 추가로, 사업자는 이행 서약사항

에 대한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규제기관 사전승인 없이 ISI 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의 변경사항을 지원하는 현장의 프로그램과 절차서는 사업자가 의도하는 변경사항의 

크기에 일치하도록 공학적 평가, 내부 면담, 추적성을 제공해야 한다. 

ISI 프로그램의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정 배관계통, 분절, 용접부가 확인되어야 한

다. 또한 검사범위, 검사일정, 검사위치, 검사방법에 대한 특정한 개정내용들도 확인되

어야 한다. 추가로, 영향을 받는 배관에 의존하는 발전소 계통과 기능도 확인되어야 한

다. 검사 프로그램결과를 포함하는 산업계와 발전소 고유의 경험사례가 수집되어야 하

며, 발견된 결함과 과거의 배관 검사의 효과성과 관련된 특성도 기술되어야 한다.

II.2 요소-2 : 공학적 해석

ISI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된 변경사항이 정의된 후, 사업자는 PSA에서의 고찰결론과 

전통적인 공학적 해석방법을 결합하여 제안된 변경에 대한 공학적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RG 1.174와 1.178은 이 평가를 수행하는 지침이 된다.

 II.2.1 전통적 해석

 수행된 전통적인 공학적 해석은 제안된 ISI 변경사항의 영향(개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 심층방호개념과 적절한 안전여유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원칙을 따르는 지를 평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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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의 ISI를 규정하는 주 규제요건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

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이다. 

이 요건의 취지는 발전소 배관의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있다. 그 요건들은 배

관의 구조적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층방호개념의 요소들을 정의하는 다른 코드

나 문헌을 인용하고 있다. 배관의 ISI와 관련된 각각의 규제요건이나 인허가 근거에 

대해, 사업자는 ISI 프로그램의 제안된 변경사항이 규제요건이나 인허가 근거와 불일

치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는 안

전에 중요한 계통에 대한 배관 ISI와 관련하여 상세한 요건으로 KEPIC-MI를 인용하고 

있다. KEPIC 코드에서 ISI 요건의 목적은 발전소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압력경

계에서의 누설이나 파단의 전조인 결함 지시와 같은 조건들을 확인하는데 있다. 사업

자는 누설이나 열화의 전조를 확인하고, 결함이나 열화기구 발견에 따라 추가적이고 

더욱 빈번하게 검사하는 계획을 제공함으로써, ISI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된 변경사항

이 KEPIC-MI의 의도를 만족시키거나 초과함을 입증해야 한다. 결함 발견에 따른 추

가 검사 계획은 허용가능하지 않은 결함 발생에 기여할 수 있는 동일한 열화 기구가 

있는 위치를 목표로 해야 한다.

 원자력 산업계는 FAC와 같은 일반적인 배관 손상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강화 검사 프

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사업자는 ISI 프로그램에 대해 제안된 변경사항이 FAC와 같은 

배관 열화 문제에 대한 강화 검사 프로그램을 위한 기존의 인허가 서약에 영향을 미

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II.2.2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

 PSA의 품질은 요청된 ISI 변경사항의 안전성 관계와 변경요청의 타당성입증이 PSA 

해석에 의존하는 정도에 부합해야 한다. 리스크의 예상되는 변화에 근거하는 허용 범

위, 상세 정도, PSA 해석의 품질과 관련된 지침은 RG 1.174, 2.4.2절, "Evaluation of 

Risk Impact, Including Treatment of Uncertainties,"와 안전심사지침 19장 III.2.2.4절, 

“Quality of a PRA for Use in Risk-Informed Regulation”에 제시되어 있다. 

 수행된 PSA는 사실적으로 실제 설계, 건설, 운전 관행을 반영해야 하며, 승인된 요건

에 대해 만들어진 이전의 변경사항의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 PSA 모델을 사용하는 

모든 계산은 정확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허용된 관행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

야 한다. ISI 적용을 지원하도록 요구되는 결과들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P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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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PSA 기법에서의 제한사항과 근사치는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적절히 반영되어

져야 한다. 변수 불확실성, 모델 불확실성, 완전도 불확실성은 RG 1.174의 지침에 따

라 다루어져야 한다. 

 PSA 사용, 개정 및 장기적인 유지보수에 대한 프로그램과 절차는 규제기관 통보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 ISI 프로그램의 예상되는 변경사항이 적절하게 산출된 리스크 

고찰 결론에 항상 근거할 것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II.2.2.1 배관계통의 범위

 ISI 프로그램의 제안된 변경사항이 발전소 전체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

한 목적으로, 그리고 배관 계통의 안전성을 분류하기 위한 선별의 목적으로 RI-ISI 프

로그램에 포함된 배관계통은 제안된 CDF나 리스크의 증가량이 허용가능하여야 한다. 

 II.2.2.2 배관 분절

 PSA에서 배관계통을 모델링하거나 ISI 요건을 정의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방법은 배

관계통을 분절로 나누는 것이다. 동일한 손상 결말을 갖는 배관계통내의 배관 부위는 

체계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손상 결말은 초기사건, 특정 트레인의 상실, 계통의 상

실, 또는 그 결합을 포함한다. 발전소에서의 배관 위치와 격납건물 내부 또는 외부인 

지가 배관 분절을 정의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동일한 열화 기구를 갖는 배관 부분은 체계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발전소에서 나타

나는 대부분의 열화 기구는 설계 특성, 제작 공정과 관행, 운전 조건, 운전 경험의 조

합에 의존한다. 고려되는 손상기구로는,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동 피

로, 열피로, 부식 균열, PWSCC, MIC(미생물에 기인하는 부식), 침식, 공동(cavitation), 

그리고 유체 침부식(FAC) 등이 있다.  

 배관 분절은 분절내의 어떤 위치에서도 잠재적인 열화 기구와 손상 결말을 고려하여 

정의되어야 한다. 같은 결말을 주지만 다른 열화 기구를 갖는 분절은 결말 특성화에 

의해 결합될 수 있지만, 검사 프로그램의 개발에서는 같은 분절내의 다른 열화 기구

를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추가로 유량 분산 또는 통합 지점, 크기가 변화하는 지

점, 격리 밸브, 모터구동 또는 공기구동 밸브와 같은 분기 지점에서 별개로 구분되는 

분절 경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파손 가능성이 배관의 여러 부분에 대해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별개로 구분되는 분절 경계가 정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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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2.2.3 PSA에 의한 배관손상 평가

 사업자의 방법론은 각 분절의 손상이 발전소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특성화하기 위

하여 PSA와 PSA 결과로부터의 리스크 고찰 결론을 체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성

화는 서로 다른 배관 분절들의 상대적인 안전성-중요도의 결정을 참작해야 하며, 또

한 RI-ISI 프로그램의 이행이 발전소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종 결정을 지원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고 완화계통을 요구하는 범위를 대표하는 3~4개의 1차계통 LOCA 크기

와 2개의 증기관 파단 지점이 PSA에서 모델링된다. 내부 침수 사건 해석은 USNURC 

Generic Letter 88-20에 따라 수행된 대부분의 PSA에 포함되어 있다. 이 해석의 대부

분은 배관 손상 결과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될 것이다. 기본 PSA에서의 상기 

모델과 방법들에 대한 타당성과 RI-ISI 이행에 의한 변경사항이 리스크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기 위해 이 정보를 적절히 사용했는지에 심사의 초점이 주어져야 한다. 

 ISI 프로그램의 변경으로 인한 리스크의 변화 배관 요소 손상 가능성을 확률로 전환

되고, 이 확률을 기존의 정량적인 PSA 체계로 통합되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 지를 조

사하는 것이 하나의 허용 가능한 접근방법이다. 

 ISI 프로그램의 변경으로 인한 리스크의 변화가 배관 요소 손상 가능성을 확률로 전

환하고, 이 확률을 기존의 정량적인 PSA 체계로 통합되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 지를 

조사하는 것이 하나의 허용 가능한 접근방법이다. 각 배관 요소가 리스크에 기여하는 

정도는 순위화될 수 있으며, 또한 각 요소의 안전성-중요도도 결정될 수 있다. 

 허용 가능한 대체방법은 각 분절의 손상 가능성과 각 분절 손상의 결말을 범주화하

는 것에 근거한다. 따라서 리스크의 두 요소, 즉 손상 가능성과 결말은 각 요소의 안

전성-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결합된다. 

 II.2.2.4 배관 손상 가능성

 ISI 신청 범위 안에 포함된 각 용접부에 있는 열화 기구 결정은 ISI 적용 성공의 핵심

이다. 각 용접부에서의 열화 기구를 확인하는데 사용된 절차는 잘 정의되어야 하고, 

체계적이어야 하며, 범위 안의 모든 용접부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 절차가 근거하는 

공학적 평가와 문서들은 모든 적용 가능한 열화 기구를 확인하는데 지원될 수 있어

야 한다.  

 정량적 평가나 그룹으로 범주화하는 것과 같이, 배관 분절의 손상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은 확인된 열화 기구와 연계하여 적절한 설계, 운전, 그리고 검사 매개변수들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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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해야 한다. 그 평가는 각 분절의 잠재적인 손상이 발전소 과도상태에 반응하는 동

안의 요구 고장인지, 아니면 발전소 과도상태를 유발하는 운전 고장인지를 가장 잘 

특성화할 수 있는 결정을 포함해야 한다. 

 정량적 평가를 위해 데이터 해석이 사용될 경우, 그 데이터는 적절하고 완전해야 한

다. 확률론적 파괴역학이나 데이터 해석 대신에,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 체계

적인 절차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개발되어져야 하고, 적절한 전문가팀이 

선정되고 훈련되어져야 한다. 손상기구에 근거한 범주화가 사용되는 경우, 열화기구

와 지정된 범주의 관계에 대한 타당성 입증은 적절하고 완전해야 한다. 

 배관 손상 가능성의 평가에서는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불확실성에는 설계와 

제작의 차이, 물성치와 강도의 변화, 여러 손상 및 취화 기구의 영향, 정상 하중 및 

천이 하중의 변화, 발전소 운전이력의 활용가능성과 정확도, 검사 및 유지보수 프로

그램 데이터의 활용가능성, 그리고 현실적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해석 방법과 모델

의 능력 등이 포함된다.

 배관 분절의 손상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방법, 절차, 논거는 각 분절의 안전성

-중요도를 최종 분류과정에서 심의의 한 부분으로서 발전소 전문가 패널에 의해 검

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이 절차는 신청서에서 입증되고, 문서화되고, 또한 포함되어

야 한다. 정량적 평가를 위해 전산 코드가 사용되었을 경우, 그 기법은 확립되어 있

는 산업계 코드에 대하여 타당성이 입증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II.2.2.5 손상 사고결말

 배관 압력경계 손상이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 영향과 간접 영향이 모두 고려

되어야 한다. 직접 영향에 대한 고려는 초기 사건을 일으키는 손상, 또는 단일 또는 

다수 기기, 트레인, 또는 계통을 운전불능으로 만드는 손상, 또는 이들 영향의 결합을 

포함해야 한다. 다른 계통, 기기, 또는 배관 분절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영향과, 또한 

배관 휩, 분사 충격, 침수 또는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화재방호계통의 작동과 같

은 공간적인 영향으로 간주되는 압력경계 손상의 간접적인 영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배관 손상의 직접 영향과 간접 영향은 적절한 열화 기구와 의존성을 PSA 모델에 반

영시킬 수 있도록 특성화되어야 한다. 소량 누설에서 완전 파단까지의 서로 다른 누

설 크기에 대한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심각한 결말을 초래하

는 누설 크기가 각 분절에 대한 결과를 특성화하기 위해 선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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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된 배관 손상의 허용 가능한 방법은 배관 손상을 누설, 기능상실 누설, 그리고 

파단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러한 각 손상 형태는 다른 손상 확률이나 가능성과 직

접 또는 간접 영향 혹은 두 영향 모두를 통해 손상된 계통 성능에 대해 대응되는 가

능성으로 특성화될 수 있다. 또한 운전원 조치에 허용되는 시간은 파단 크기에 의존

하며, 이 시간 의존성은 인식되어져야 하고 적절하게 해석에 반영되어야 한다. 

 II.2.2.6 ISI 변경사항의 리스크 영향

 RG 1.174, 2.2.5절에서 논의된, “Comparison of PRA Results with Acceptance 

Guidelines"의 지침이 ISI 변경 요청에 적용될 수 있다. 변경사항으로 인한 현재 인허

가근거(current licensing basis)에 미치는 리스크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일반 지침으로 

안전심사지침 19장, II.2.2.5절, "Evaluation of Risk Impact"가 사용될 수 있다. 

 배관 손상 가능성, 배관 손상 결말과 검사 개수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들은 CDF 또는 리스크의 증가가 작고 또한 RG 1.174의 지침에 따라 

허용가능하다는 확신을 제공해야 한다. ISI 프로그램의 변경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 

증가는 검사되는 용접부 수의 감소, 단순화된 용접부 검사에 기인하는 효율성의 감

소,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리스크의 감소는 현재 검사되지 않는 

용접부에 대한 검사, 개선된 용접부 검사,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ISI 프로그램의 제안된 변경사항으로 인한 잠재적인 리스크 증가가 커질수록(즉, 검사

되는 용접부 수효가 더 많이 감소되고, 상세 검사가 단순 검사로 대체되는 수효가 더 

많을수록), 더 엄밀하고 상세한 리스크해석이 필요하다.

 사업자는 RG 1.174 및 1.178의 원칙-4가 만족되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원칙-4는 제안

된 리스크의 증가가 작고 그리고 NRC의 안전목표 정책성명의 의도와 부합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원칙-4의 충족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다음에 근거할 수 있다:

․ 발전소의 특정 배관 요소의 손상 가능성과 결말 범주를 특성화할 수 있는 리스크 중

요도 척도나  경계 평가

․ 배관 요소의 안전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손상 가능성과 결말을 결합하는 체계적인 

과정

․ 배관 요소의 안전 중요도에 근거하여 ISI 프로그램의 변경사항을 제공하는 배관 분절

화와 요소검사 선정 과정

․ 불확실성에 의해 결론이 무효화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불확실성 평가를 포함하여, I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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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 군에 대한 종합적인 리스크 영향에 대한 논의와 

평가

 대안으로, 원칙-4는 CDF와 LERF의 예상되는 변경을 계산하여 만족됨을 보일 수도 

있다. 예상되는 변경은 기본 PSA와 손상 확률로 표현되는 변경 전후의 배관 손상 가

능성을 사용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불확실성이 결론을 무효화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II.2.3 통합 의사결정

 통합 의사결정에는 본 안전심사지침 I절에 제시된 5개의 핵심 안전성 원칙을 모두 반

영해야 하며, 또한 RG 1.174, 2절에서 논의된 “리스크 정보 결정에 대한 허용가능한 

접근 방법”에서 논의된 각각의 예상사항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통합 의사결정

은 제안된 ISI 프로그램이 RG 1.174의 2.2.1.1, “Defense-in-Depth”와 2.2.1.2, 

“Safety Margins”에서 논의된 심층방호개념 및 안전여유도와 관련된 각 요소들의 

의도와 일치함을 보장해야 한다. 본 안전심사지침 I.2.1과 I.2.2에서 논의된 공학적 해

석의 다른 요소의 결과는 통합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ISI 적용을 위한 전통적인 요건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

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에 기술되어 

있다. 허용되기 위해, 전통적인 공학적 해석은 모든 관련 요건과 발전소의 인허가 근

거를 다루어야 한다. ISI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된 변경사항의 영향에 대한 허용가능성

은 전통적인 공학적 해석의 적절성,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발전소 리스크의 허용가능

한 변화, 그리고 제안된 시행 및 성능 감시 계획의 적절성에 근거한다. ISI를 통해 원

자로냉각재계통 경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KEPIC 코드의 의도는 RI-ISI 프로그램 하

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배관 분절과 요소의 리스크 순위에 대한 허용가능한 접근방법은 리스크 감소가치, 리

스크 증가가치, 조건부 노심손상확률(CCDP), 조건부 대량조기방출확률(CLERP), 또는 

다른 중요도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RRW는 어느 한 기기를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게 해 두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발전소 배관계통의 압력경계 손상에 의한 총 CDF

나 LERF의 최대 가능한 감소를 나타낸 척도이다. RAW, CLERP, CCDP는 압력경계 

손상과 관련된 리스크의 증가를 특성화한다.

 리스크 순위 방법은 RI-ISI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모든 고-안전-중요도 배관분절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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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 중요도에 대하여 SSC를 범주화하는 리스크 중

요도 척도에 대한 지침은 RG 1.174에 규정되어 있다.  

 어떤 배관 분절이 부적절하게 분류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배관 분절의 분류를 평

가해야 한다. PSA 체계, PSA 범위, 그리고 리스크 중요도 척도에서 초래되는 제한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전 검사결과로 얻어진 운전경험 고찰결론, 배관 손상에 대

한 산업계 자료, 정비규정에 의한 영향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KEPIC-MI 요건에 따라 

ISI를 받지만 배관 분절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어떤 분절도 가지고 있지 않은 배관은 

더 깊이 검토되어야 한다. 각 KEPIC 등급으로 규정된 계통은 심층방호개념을 고려하

여 검사되는 분절들을 가져야 한다. 

 얼마나 많은 구조적 요소들이 검사를 위해 선정되어져야 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분절의 안전 중요도와 분절내의 손상 가능성에 근거해야 한다. 배관 손상 가

능성은 검사를 위한 요소들의 선정 필요성과 분절 내에서 검사되어야 할 위치를 직

접 생성되게 한다. 검사되어야 하는 요소의 수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 프로그램은 완

전하게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배관 분절 내에서 검사를 위한 구조적 요소의 선

정을 위한 허용가능한 방법에 대한 지침은 RG 1.178에 주어져 있다. 

 ISI에 의해 원자로냉각재계통 경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KEPIC Code의 의도는 RI-ISI 

프로그램 하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ISI 프로그램 변경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

행된 가정과 해석을 확인하기 위해 제안된 ISI 프로그램의 변경 하에서 배관 성능이 

평가될 수 있도록, RI-ISI 시행과 그 성능감시 전략에 적절한 고려를 기울여야 한다.  

II.3 요소 3 : 이행과 감시 프로그램

RI-ISI 이행과 그 성능-감시 전략에 세심한 고려를 해야 한다. 이 요소의 첫 번째 목표

는 ISI 프로그램 변경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행된 가정과 해석을 확인하기 위해 

성능-감시 전략을 설정하여 제안된 RI-ISI 프로그램 하에서 배관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다. RG 1.178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성능 감시는 발전소 설계 사항, 발전소 절차, 장

비 성능, 검사 결과, 개별 발전소와 산업계의 손상 정보에서 초래되는 RI-ISI 프로그램

의 반영과 수정을 포함한다. 

RI-ISI 프로그램에 대한 검사 범위와 검사 방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것처럼 품질과 안전성에 허용 

가능한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 검사 전략은 관심 대상의 손상 기구가 반영되었으며, 

구조적 건전성이 영향을 받기 전에 손상의 감지가 충분히 높은 확률로 이루어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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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야 한다. 배관 분절의 안전 중요도는 RI-ISI 프로그램의 검사 범위를 정의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 

열화 기구, 가상 손상 형태, 배관 구조 요소의 형상이 검사 범위와 검사 위치를 정의

하는데 통합되어져야 한다. 현재 발전소 FAC 검사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배관 분

절에 대해서는 검사 위치가 현재의 프로그램과 같아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분절의 경우, 검사 위치는 특정한 열화 기구와 산업계 뿐만 아니라 발전소 고유

의 균열 경험에 주로 근거해야 한다. 알려진 열화 기구는 없지만 높은 손상 결말을 갖

는 분절에 대한 검사 위치 결정은 민감화된 용접 위치, 응력 집중, 기하학적 불연속부

위 그리고 끝단에 근거해야 한다. 발전소 고유의 배관 균열 경험은 검사 위치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 허용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체 검사 방법은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방

사선피폭문제와 같은 제한에 의해 검사할 수 없는 경우에 구조적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시되어야 한다. KEPIC 배관 구조적 요소에 대한 계통압력시험과 육안검사는 

분절이 고-안전성-중요도나 저-안전성-중요도로 분류된 위치를 포함하는 것과는 무관

하게 계속 수행되어져야 한다.

비파괴 검사자, 과정, 그리고 장비에 대한 자격인증이 KEPIC-MI을 따르는 지 입증되어

야 한다. 결함 평가에 대한 허용 기준은 KEPIC-MI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KEPIC-MI

의 범위를 벗어나는 검사에 대한 허용기준은 그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기존의 규제 지

침을 만족시켜야 한다. 

만일 열화 기구에 대한 데이터가 KEPIC-MI에 규정된 것 보다 더 짧은 검사 주기를 요

구한다면, RI-ISI 검사 프로그램은 관련된 손상 속도와 일치하도록 적절한 검사주기를 

명시해야 한다. 그 경우, 한번의 검사에서 검출되기에는 너무 작은 열화현상이 다음 

검사가 수행되기 전에 허용 불가능한 크기로 성장하지 않도록 검사 주기를 충분히 짧

게 해야 한다.  

RI-ISI 프로그램의 개정은 KEPIC-MI의 ISI 요건과 일치하도록 적어도 10년 주기로 수행

되어야 한다. PSA 모델의 중요한 변경, 발전소 설계사항 변경, 발전소 절차 변경, 장비 

성능 변경 등은 개정을 지원하는데 필요하다면 RI-ISI 프로그램 개정 검토에 포함되어

야 한다. 계획된 RI-ISI 프로그램 비파괴검사와 계통 압력시험 동안 확인된 누설, 결함, 

지시는 RI-ISI 프로그램 개정의 일부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주기적인 RI-ISI 프로그램의 

개정은 발전소 고유의 손상 정보와 산업계의 손상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만일 새로운 또는 고려되지 않았던 열화 기구가 발생한다면, ISI 계획을 적절히 수정하

도록 해야 한다. 시행된 비파괴검사 방법의 신뢰도 타당성은 감시되어야 한다.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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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현상이 배관의 누설이나 파단을 일으키기 전에 ISI 프로그램이 열화현상을 감지할 

수 있을 경우에만 선정된 ISI 위치의 적절성과 함께 비파괴검사 기량 수준과 검사 주

기의 타당성이 유효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규제기관 사전 승인 없이 사업자가 이행할 수 있는 변경사항의 형태와 시행 

전에 규제기관 승인을 요구하는 변경사항의 형태가 적절하게 기술되었는지를 검토하

기 위하여 사업자가 제안한 RI-ISI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규제기관의 검토와 승인이 시

행 전에 요구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자는 현재의 규제기준(예: 원자력안전위

원회고시 제2012-10호 등)에 기술된 변경 방식을 사용하여 모든 변경사항이 평가되었

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여러 수준의 평가와 해석에 의해 지원되는 다양한 

ISI 프로그램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ISI 프로그램

을 향후 변경할 때, 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자율의 정도는 RI-ISI로의 변경을 지원하는 

발전소 관행과 절차의 정교함의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 미래의 변경이 적절한 지를 결

정하는 몇 개의 일반 지침은 아래와 같다. 

․ 규제기관에 의해 검토되었거나 승인된 전반적인 RI-ISI 접근방법의 변경사항을 포함

하지 않는 분절 그룹화, 검사 주기, 검사 방법의 변경은 만일 발전소 리스크 증가

에 대한 변경의 영향이 크지 않다면, 시행 전에 특별한 검토나 승인이 요구되지 않

는다. 전반적인 ISI 제출 서류는 규제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가능한 변경의 유형이 

예상되는지를 명시하고 그러한 변경사항들이 어떻게 발전소 운전원들에 의해 개발, 

검토되고 문서화되고 시행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 RI-ISI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승인된, 규제기관이 승인한 KEPIC/ASME Code와 Code 

Case를 포함하는 분절 검사방법의 변경은 규제기관의 사전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

다. 

․ 규제기관이 승인한 Code 요건에서 벗어나는 검사방법 변경은 시행 전에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프로그램상의 변경(즉, 범주화 기준의 변경이나 기기를 범주화할 때 사용된 장점의 

변경과 사업자의 통합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용된 허용지침의 변경)은 시행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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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관 검사방법의 변경은 적용가능한 KEPIC/ASME Code, Code Case, 또는 규제기관에 

의해 승인된 다른 요건의 시행을 일반적으로 포함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배관 검

사방법의 변경은 규제기관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규제기관이 승인한 Code 

요건에서 벗어나는 검사방법의 변경은 시행 전에 규제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각 검토분야에 대하여, II절에 기술된 허용기준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검토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검토절차를 따라야 한다. 

III.1  요소-1 : ISI 프로그램에 대해 제안된 변경사항 정의

검토자는 사업자의 RI-ISI 신청서류가 일반 사항으로 ISI 프로그램에 대해 제안된 변경

사항을 정의하는지를 검증한다. 검토자는 사업자가 발전소가 승인된 요건에 따라 설계

되고 운전되고 있음을 보장하였으며, 또한 RI-ISI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사용된 PSA가 

실제 발전소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장하였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검토자는 사업자가 현

재의 ISI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령이나 인허가 이행약속을 확인했는지를 검증해

야 한다. 이것에는 법령,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기술지침서, 그리고 인허가 조건, 인허

가 이행약속 등이 포함되며 여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또한 검토자는 ISI 프로그램

의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배관계통, 분절, 용접부가 확인되었는지를 검증한다. 추가

로, 영향을 받는 배관에 의존하는 발전소 계통과 기능이 확인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

해 제안된 변경사항의 내용을 검토한다. 배관 열화 기구와 관련이 있는 산업계와 발전

소 고유의 정보가 고려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ISI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된 변경사

항의 특성이 검토된다. 과거 검사의 상대적인 효과성과 검사에서 발견되었던 결함의 

형태를 특징짓는 정보가 고려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제안된 변경사항의 설명내용

이 검토된다. 추가로 검토자는 기존의 검사일정, 위치, 방법에 대한 특정한 개정 내용

이 기술되었는지를 확인한다.

III.2 요소-2 : 공학적 해석

요-2에서 검토자는 제안된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공학적 해석이 PSA 고찰 결과를 

전통적인 공학적 해석방법과 결합하여 사용했는지를 검증한다. 허용가능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심층방호개념이 유지되고, 충분한 안전여우도가 유지되며, 리스크 증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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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효과가 작음을 검증해야 한다. RG 1.174와 1.178은 이 평가를 수행하는 지침이 

된다. 

 III.2.1 전통적인 해석

 제안된 ISI 변경사항의 영향이 II.2.1의 허용기준에 따라 심층방호개념과 적절한 안전

여유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원칙을 따르는 지를 보장하기 위해 공학적 해석을 검토한

다. 검토자는 누설이나 파단의 시작인자 조건을 확인하고, ISI 프로그램이 결함이나 

열화기구의 검출에 대한 반응으로 추가적이고 더 빈번하게 검사하는 계획을 준비하

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ISI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된 변경사항이 KEPIC-MI의 목적을 

만족시키거나 초과함을 검증한다. 검토자는 사업자가 ISI 프로그램의 제안된 변경사항

이 FAC 등에 대한 강화 검사 프로그램에 영향이 없음을 증명했는지를 확인한다.

 III.2.2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PSA가 실제 설계, 건설, 운전 관행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며, 승인된 요건에 대해 만들

어진 이전의 변경사항의 영향을 반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II.2.2절의 허용 기준에 

따라 수행된 PSA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신청 서류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CDF 및 LERF 평가치, 버전(version), 계산 또는 사용한 PSA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번호

 ․ PSA 해석이 현재의 설계, 건설, 운전 관행, 발전소와 그 소유자의 운전 경험을 적절

하게 묘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PSA 갱신에 사용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

 ․ PSA에 대해 수행된 규제기관 및 산업계 검토에 관한 설명. PSA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검토자에 의해 확인된 제한 사항, 취약점 또는 개선 사항은 논의되어

야 한다. 검토자의 질의에 대한 해결 방안 또는 질의에 대한 제출 답변을 지원하

는 해석의 불민감도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해석을 지원하는데 사용된 PSA 버전이 적합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PSA를 갱

신하는 사업자의 절차가 PSA로부터 개발된 결과가 발전소의 현재 상태를 적절하게 

반영한다는 논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한다. 검토자는 ISI 변경 신청을 지원

하는 PSA 모델 또는 결과의 일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전의 검토 지적들이 적

절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변경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

면, 집중된 범위 또는 좀 더 상세한 PSA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집중된 범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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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상세한 PSA 품질 검토를 위한 일반 지침은 DG-1122에 제시되어 있다.

 III.2.2.1 배관계통 범위

 RI-ISI 프로그램에 포함된 배관계통 범위는 II.2.2.1절의 허용 기준에 따라 검토된다.

 III.2.2.2 배관 분절

 손상 결말, 열화 기구, 분절 경계가 본 안전심사지침 II.2.2.3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배

관 분절을 정의하는데 적절히 고려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배관계통 내의 배관 분

절을 설정하는데 사용된 기준과 절차를 검토한다.

 III.2.2.3 PSA에 의한 배관손상 평가

 PSA와 함께 배관 손상을 평가하는 허용가능한 접근방법은 II.2.2.3절에 제시되어 있다. 

만일 배관 분절 손상이 새로운 초기 사건을 창출할 경우, 새로운 시작인자로 인한 사

건 진행과정이 적절히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을 검토한다. 만일 

배관 분절 손상이 PSA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다른 시작인자와 같은 결말을 일으킨다

면, 검토자는 원래 초기 사건으로 인한 리스크가 ISI 해석에 적절히 묘사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만일 배관 손상이 배관 손상과 동등한 영향을 나타내는 대체기기(surrogates)로 사용

되는 일련의 PSA 기본 사건 집합에 의해 특성화된다면, 그 대안이 배관 분절 손상을 

적절히 묘사하며 그에 따른 리스크 평가결과가 ISI 해석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신하기 

위해 기본 사건을 검토한다. 만일 대안 기본 사건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PSA 모델을 

사용하여 새로운 손상 사건을 특성화 하는데 사용된 해석이나 결과들, 그리고 추출된 

대표적인 리스크 평가결과를 검토한다.

 III.2.2.4 배관 손상 가능성

 손상 기구를 확인하는데 사용된 절차와 문서는 그것들이 충분하고 체계적으로 적용

되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검토된다. 결과가 적절히 특성화되었고 변경 신청을 지원

하는데 사용된 정보와 같은 수준의 상세함을 가지고 결과가 개발되었음을 결정하기 

위해, 확인된 열화 기구를 검토한다. 이러한 상세 결과는 또한 검사 위치, 전략, 그리

고 손상 기구 간의 관계를 결정하기 위해 보고된 검사 위치와 비교된다. 배관 분절의 

손상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절차는, 적절한 손상 빈도, 요구 손상, 또는 이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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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양상이 손상 영향을 특성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정량적 평가 

또는 그룹 분류 결정이 손상 양상에 적절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II.2.2.4절의 허용기준

에 따라 검토된다. 손상 가능성 결정과 모든 결론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사업자의 처

리방법을 검토한다. 불확실성 해석에서 발견된 사항을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한 

것을 검토한다. 

 정량적 평가를 위해 전산 코드가 사용되었을 경우, 확률론적 파괴역학방법을 수행하

는 전산 코드에 대한 확인 및 검증 내용을 검토한다. 전문가가 활용되는 경우, 전문

가 선정과 훈련, 그리고 활용과정을 검토한다. 손상 가능성이 손상을 그룹으로 분류

하는 방법으로 결정된다면, 분류 방안의 적용가능성이 검토된다.

 III.2.2.5 손상 사고결말

 검토자는 신청자가 각 분절 손상의 직접 영향과 간접 영향을 모두 고려했는지를 확

인한다. 배관 손상이 발전소 설비에 미치는 직접 영향과 특히 간접 영향을 결정하는 

지침이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이 지침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다는 것과 해석 

결과가 잘 문서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적용된다면, 서로 다른 누설 크

기의 결과를 평가하는 지침과 가장 심각한 결말을 선정하는 지침도 역시 검토되어야 

한다.  

 III.2.2.6  ISI 변경사항의 리스크 영향

 ISI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된 변경사항의 리스크 영향은 본 안전심사지침의 II.2.2절의 

허용기준에 따라 만족되는지를 검토한다. ISI 시행에 따른 리스크의 평가된 변화는 

RG 1.174의 2.2.2절, “불확실성 처리를 포함한 리스크 영향 평가”의 지침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CDF와 리스크의 제안된 증가는 작아야 하며, NRC의 안전 목표 정

책성명의 의도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의 리스크 평가가 검토된다. 배

관 손상의 공간적 영향을 지배하는 가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배관 분절의 선정이 검토된다. 그것은 현재의 발전소 ISI 프로그램을 반영해야 

하며, 개발된 리스크 고찰결론은 기본 리스크(baseline risk)를 제안된 RI-ISI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발전소 리스크와 비교함으로써 도출되어야 한다. 리스크 고찰결론이 검

사되는 요소 수의 변화를 적절히 고려하고, 가능하다면 강화된 검사 방법 영향을 적

절히 고려하는 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리스크 고찰 결론이 검토된다. 리스크 고찰결론

에 대한 강조점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PSA 결과에 대한 강조점이 결정된다.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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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 프로그램의 허용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리스크와 리스크 결과의 변화가 수

행한 역할과 PSA의 범위, 상세 정도, 품질이 서로 균형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PSA를 검토한다.  

 III.2.3 통합 의사결정

 통합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허용 기준은 II.2.3절에 제시되어 있다. 규제요건이 만족되

고, ISI에 의해 원자로냉각재계통 경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KEPIC Code의 의도

가 RI-ISI 프로그램 하에서도 유지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공학적 해석이 모

든 관련 요건과 현재 발전소의 승인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이 검토된다. 모든 적

용가능한 리스크 고찰 결론과 핵심 원칙, 지원 요소들이 반영되었고 최종 의사결정 

패널에 전달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합 의사결정 과정에 입력을 제공하는 문서

를 검토한다. RI-ISI 프로그램이 승인되어 시작된 후, 발전소 성능은 검사와 해석에 

의해 지원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성능 목표와 비교에 의한 프로그램화된 활동 목표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

 검사 위치 선정의 허용 여부는 본 심사지침의 II.2.3절의 허용 기준과의 만족 여부를 

위해 검토된다. 사용된 리스크 척도는, 적절한 하한한계치가 배관 분절의 안전 중요

도를 순위를 매기는데 사용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된다. KEPIC-MI에 포함되

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모든 안전에 중요한 배관 분절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

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리스크 순위 결정 과정은 검토된다. 

 PSA 제한사항, 운전 고찰 결론, 배관 파손에 대한 산업계 데이터, 정비규정 고찰 결론

이 적절하게 고려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저 안전 중요도로 부적절하게 순위화될 

수도 있는 배관 분절과 배관 구조 요소에 대한 향후 검토에서 사용될 절차를 검토한

다. 추가로, KEPIC-MI 요건에 따라 ISI를 받지만 배관 분절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어

떤 분절도 가지고 있지 않은 배관에 대한 ISI 프로그램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절차가 

본 안전심사지침 II.2.3절의 허용기준을 따르는 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토한다. 

III.3 요소 3 : 시행과 감시 프로그램

검토자는 검사 전략에는 관심 대상의 파손 기구가 반영되었으며, 구조적 건전성이 영

향을 받기 전에 손상을 검출해 내는 것이 충분히 높은 확률로 이루어짐을 확인한다. 

검토자는 손상 기구, 가상 손상 양상, 배관 구조요소의 형태가 검사 범위와 위치의 정

의에 통합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응력 집중, 기하학적 불연속부위 그리고 끝단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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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설정시 고려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정된 검사 위치를 검토한다. 추가로 검

토자는 발전소 고유의 배관 균열 경험이 검사 위치 선정에 고려되었는지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또한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방사선피폭문제와 같은 제한에 의해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구조적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 검사 방법이 명시되었는지를 결

정한다. 분절이 고 또는 저 안전 중요도로 분류된 위치를 포함하는 지에 상관없이 계

통 압력시험과 배관 구조 요소에 대한 육안 검사가 KEPIC-MI에 따라 모든 등급 1, 2, 

3 계통에 수행됨을 보장하기 위해 RI-ISI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안전에 중요한 

Non-Code 배관이 검사와 압력시험의 목적으로 KEPIC Code 배관처럼 취급되는 지를 

보장하기 위해 RI-ISI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표본 크기 확장이 본 안전심사지침 II.2.1절의 허용기준에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 선정 과정을 검사한다. 또한, 추가 검사는 KEPIC Code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 KEPIC Code는 검사를 수행한 해당 정비기간중에 추가검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

고 있다. 검사 방법이 손상 기구, 배관 크기, 관심 대상의 재질을 반영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가 선정한 검사방법을 검사한다. 적절한 검사 방법과 주기가 사

용되며, 허용기준이 KEPIC-MI의 요건이나 배관 계통에 적용되는 기존 규제지침을 만

족시킴을 확인하기 위해 RI-ISI 검사 프로그램이 검토된다.

IV. 요소 4 : 문서화

본 심사지침에 기술된 검토사항에 필요한 문서(즉, RG 1.178에 기술된 문서)가 포함되

어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요건과 일치하도록, RI-ISI 프로그램과 개정판은 발전소에 비치

되어야 하며 규제기관 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V. 평가결과

검토자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고 평가는 안전성 평가보고서에 포함될 다음 형태의 

결론을 지원하고 충분히 완전하고 적절함을 확인한다. 

검토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

정”의 ISI요건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제안된 RI-ISI 프로그램이 품질과 안전성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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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허용 가능한 수준을 제공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 평가결과에 

근거한다.

검토자는 공학적 해석상의 다른 요소들의 결과가 통합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었음

을 확인한다. ISI 프로그램의 제안된 변경 영향이 공학적 해석의 적절성에 근거하고 있

으며 RG 1.174 및 1.178의 지침에 따라 발전소 리스크 관점에서 허용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의 방법론은 이행과 성능 감시 전략을 고려한다. 검사 전략은 관심 대상의 

손상 기구가 반영되어 있음을 보장하고 구조적 건전성이 영향을 받기 전에 손상을 탐

지해 냄을 적절히 보증하고 있음을 보장한다. 배관 분절의 리스크 중요도는 RI-ISI 프

로그램의 검사 범위를 정의에서 고려되어 있다. 

배관 구조 요소에 대한 계통 압력시험과 육안검사는 KEPIC-MI에 따라 모든 등급 1, 2, 

3 계통에 대해 계속 수행될 것이다. RI-ISI 프로그램은 기존의 KEPIC Code 요건과 동

일한 성능 감시 전략을 적용하며 추가하여 열피로에 노출되는 용접부에 대해서는 검

사 체적을 증가시킨다.

사업자의 방법론은 제안된 변경에 대한 공학적 해석을 수행함에 있어 공학적 해석과 

PSA 고찰 결론을 결합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다. 사업자의 방법론은 기존의 검사보다 

감소된 부분이 기존의 성능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저하된 배관 성능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심층 방호개념과 품질은 손상되지 

않는다. 검사는 계통 배관의 성능을 감시하는 선정된 위치뿐만 아니라 실제의 손상 기

구가 있는 위치에 집중된다.    

사업자가 신청한 RI-ISI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기관의 검토는, 동 프로그램이 등급 1 및 

2 용접부에 대한 KEPIC-MI 요건에 근거한 등급 1 및 2 배관 용접부를 위한 기존의 ISI 

프로그램에 대해 허용 가능한 대체 방안인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사업자의 

완화 신청이 품질과 안전성 관점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제공한다는 근거에 따라 원

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에 의거, 이를 승인한다.

이 안전성 평가는 사업자의 발전소를 위한 2번째 10년 주기 내에서 제안된 RI-ISI 프로

그램의 적용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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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10절 기계 및 전기기기의 내진 및 동적검증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정상 및 사고하중(지진하중 포함)하에서 기계 및 전기기기(계측제어기기 포함)의 작

동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의 시험 및 해석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신청자

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검토주관부서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1조 및 제2장 제4절의 요건과 일치함을 확인하

기 위하여 검토한다.  기계 및 전기기기는 지진에 의한 영향, 즉 내진범주 요건 및 기

타 사고관련 하중에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3.10절에서 검토되는 기계 및 전기기기는 원자로 비상정지, 격납건물 

격리, 원자로 노심냉각, 격납건물 및 원자로 열제거에 필수적이거나 주위환경에 방사

성물질의 심각한 방출을 방지하는데 필수적인 계통에 연관된 기기를 포함한다.  또한 

(1) 위의 안전기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기기, (2) 위의 안전기능이 운전자에 의해 

수동적으로 작동되는 기기, (3) 파손되면 위의 안전기능중 하나 이상을 만족스럽게 수

행하지 못하게 되는 기기를 포함한다.  그리고 Regulatory Guide(이하 "RG") 1.97에 기

술된 것처럼, 사고동안 및 후에 발전소 및 주위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계측기기

도 포함한다.  이러한 계통에 포함되는 기계기기의 예로는 펌프, 밸브, 팬, 밸브구동기, 

방진기 등이 있다.  전기기기의 예로는 축전지와 축전지 랙, 계측기기와 계측기기 랙, 

제어조작반, 전기 캐비닛, 전기 판넬, 밸브구동모터, 솔레노이드밸브, 압력스위치, 수위

전송기, 계전기, 전기관통부, 펌프 및 팬의 모터 등이 있다.

   검토주관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9.2절에 따라 배관장착기기의 지진 및 동적 입력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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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정의를 검토하며, 또한 안전심사지침 3.2.2절에 따라 앞 문단에서 서술된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에 관한 검토를 수행한다.

   검토협조부서는 RG 1.97(개정 3)에서 정의된 범주 1 사고감시 계측기기와 RG 1.97(개

정 4)에서 정의된 유형 A, B, C, D 사고감시 계측기기뿐만 아니라 전기기기와 앞 문단에

서 언급된 기기들에 대한 계측제어기기가 내진 및 동적 검증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지와 이런 항목들의 수행양상이 내진 및 동적 검증시험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기계 및 전기기기의 동적 및 내진검증에 대한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검증 기준 :시험과 해석 중에서 검증방법의 선택을 위한 결정인자나 지진 및 다른 

해당 동적 하중의 입력운동을 정의할 때의 고려사항, 검증프로그램의 타당성입증 

등과 같은 검증을 위한 기준.

 2. 기계 및 전기기기의 구조적 건전성 및 작동성 : 다수의 운전기준지진 발생후에 안전

정지지진과 기타 관련 동하중 및 정하중이 조합될 경우 기계 및 전기기기의 구조적 

건전성과 작동성을 보증하기 위해 사용된, 시험 및 해석을 포함하는 방법 및 절차.

 3. 지지물 : 기계 및 전기기기 지지물의 시험 또는 해석을 위한 방법 및 절차,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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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사용된 절차.

 4. 경험 데이터베이스 : 경험에 근거한 검증방법이 사용되는 경우, 검증대상 기계 및 

전기기기의 구조적 건전성과 작동성을 입증하는데 적용 가능한 이행절차를 포함한 

경험데이터베이스의 상세내용.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기에 대한 근거 문서는 그 기

기가 기타 관련 동하중 및 정하중과 함께 조합된 5회의 운전기준지진과 동등한 영향

에 추가하여 안전정지지진 발생 중과 이후에 작동성이 유지됨을 입증해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계통 및 기기의 동적시험과 해석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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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지반과 지지물 포함)의 내진등급분류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2. 이 안전심사지침 I항의 두 번째 문단에 기술된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에 대한 검

토는 안전심사지침 3.2.2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3. 가상 배관 파단과 관련하여 파단위치 및 그 영향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2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4. 모든 층지지, 벽체지지 및 배관지지 기기에 대한 지진 및 동적 입력운동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7.3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5.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동적시험 및 해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2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6. KEPIC-MN의 코드등급 1,2,3 기기, 기기지지물 및 노심 지지구조물을 포함한 기계 

및 전기기기들의 설계 및 운전하중 조합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3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7. 펌프, 밸브 및 동적 구속물에 대한 기능설계, 검증 및 가동중시험 프로그램에 대

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6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8. 안전관련 기계 및 전기기기의 내환경검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9. 기기검증에 사용된 것과 동등한 장착·체결부품들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 

볼트와 나사체결류 건전성확인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3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기계 및 전기기기의 내진 및 동적검증은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

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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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 수행될 안전기능에 적합한 품질기준을 만족하도록 기

기를 검증하는데 관련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용인에 관한 설계기준” :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기기를 설

계하는데 관련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는데 관련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 비정

상적인 누출, 급속히 진행되는 파손 그리고 전반적인 파단의 확률이 극히 작도록 

하기 위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관련된 기기들의 검증에 관련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

영에 관한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기준에 따라 기기를 검증하는데 관련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설계관리” : 적절한 시험 프로

그램의 수행을 통해 설계의 적합성을 입증하고 확인하는데 관련된다. 특정한 설계 

특징의 적합성을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시험 프로그램에는, 가장 불리한 설계조건

에서의 원형 기기에 대한 적절한 검증시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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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상기 규제요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검토자는 특정 기준, RG 및 산업기술기준을 사

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정기준, RG 및 산업기술기준은 정보, 권고사항 및 지침을 제

공하며 허용가능한 근거를 일반적으로 설명한다. 기계기기에 대한 허용가능한 하중조

합방법 및 동적응답 조합방법은 안전심사지침 3.9.3절에 정의되며, 동일한 기준이 전기

기기에도 허용가능하다.

   정의된 하중상태에서 기기의 작동성을 확인하기 위한, 허용가능한 시험 및 해석 절

차는 아래 단락 1, 2에 제시되어 있다. 이 기준이 만족되면,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기기검증과 관련된 규제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1. 전기기기와 이의 지지물의 검증은 KEPIC-END 2000의 요건 및 제안사항을 만족해

야 한다.  이러한 문서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기기에 적용가능하며 아울러 

기계기기의 검증을 위해서도 실행가능한 범위까지 사용되어야 한다.  특히 다음 

기준과의 일치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가. 기기작동성에 대한 검증

1) 운전기준지진 및 안전정지지진을 포함하여 그러한 규모까지의 지진 발생동

안이나 발생후에 정상, 예상운전과도(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 및 사

고상태로부터의 모든 정적 및 동적 하중이 가해지는 모든 기계 및 전기기

기의 작동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 및 해석이 필요하다.  안전정지지진에 

대한 검증에 앞서 기기는 구조적 건전성이 상실되지 않고 5회의 운전기준

지진과 동등한 영향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만약 기기에 

필요한 기능적 작동성이 구조적 건전성만으로 보증된다면 시험을 수행하지 

않고 해석만 수행하는 것도 검증을 위한 근거로 허용가능하다.  완전한 시

험이 비현실적일 경우, 시험과 해석의 혼용방법이 허용가능하다.

   시험과 해석에 대한 타당한 서류가 제출된다면, 여기서 설명된 것과 동등한 

시험 및 해석에 의해 기 검증된 기기도 허용가능하다.

2) 기기는 가동상태에서 시험되어야 한다. 기기의 작동성은 시험되는 기기의 

요구성능에 따라 시험동안 및 시험후에 또는 둘중 한 경우에 확인되어야 

한다.  열하중 및 유동에 의해 생기는 하중과 같이 발전소 정상운전중에 생

기는 하중이 있다면 이 하중을 재현시킨 하중도 실현가능한 정도까지 지진 

및 다른 적절한 동하중과 동시에 작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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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구되는 지진 및 동적 입력운동의 특성은 응답스펙트럼법 또는 시간이력법

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구조물이나 계통의 지진 및 동적 해석으로부터 

구한 이러한 특성들은, 본 지침 II.2에 특별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기

설치 위치에서의 입력운동을 대표해야 한다.

4) 지진 및 동하중에 대하여, 실제 시험입력운동은 요구입력운동과 같은 방법

으로 특성이 기술되어야 하며, 진폭 및 진동수 특성의 보수성이 확인되어야 

한다(즉, 임계진동수범위에서 시험응답스펙트럼은 요구응답스펙트럼을 근사

하게 닮고 포괄해야 한다).

5) 일반적으로 지진 및 동하중에 의한 가진은 광역의 진동수성분을 갖고 있으

므로 다중진동수의 진동입력운동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요구입력운

동의 특성이 단일진동수에서 지배적(즉, 구조물 여파 효과)이거나, 예상되는 

기기응답을 하나의 모드로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거나, 또는 구조적 건전성 

보장을 위하여 그 입력이 충분히 높은 응력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크기와 

지속시간을 갖고 있는 경우 정현비트 같은 단일진동수 입력운동도 허용된

다.  IEEE Std 344-1971에 따라 과거에 시험된 기기들은 사용된 입력운동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해 재평가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재검증되어야 한다.

6) 수직방향 기기응답이 수평방향 진동거동에 민감하지 않음과 그 역이 증명될 

수 없다면, 지진 및 동하중에 대한 시험입력운동은 수직축과 하나의 주 수

평축(또는 직교하는 두 수평축)으로 동시에 가해져야 한다.  수평 및 수직방

향의 입력에 대한 시간위상은 순수직선 합성입력이 배제되도록 해야 한다.  

허용가능한 대안으로는, 같은 위상의 수직 및 수평입력으로 시험한 후 180

도 위상이 다른 입력으로 시험을 수행한다.  그리고 시험중인 기기를 수평

면내에서 90도 회전시켜 반복시험한다.

   일축시험입력운동을 사용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할 수 없다면, IEEE 

Std 344-1971에 의해 이미 시험된 기기는 다축시험입력을 사용하여 재검증

되어야 한다.

7) 배관 및 다른 기계기기가 연결된 경우와 같이 기기와 관련계통 사이에 동적 

연계가 존재한다면 동적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8) 고정물설계는 실제 설치상태를 재현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체에 대해 관계

없는 어떤 동적 연계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9) 펌프나 밸브에 대해서, 부착된 배관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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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된 하중하의 작동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적용된 시험하중으로부터 발생

된 응력은 기기의 의도된 기능을 위한 정해진 사용응력한계를 포괄해야 한

다. 펌프나 밸브가 정상운전하중, 안전정지지진 및 기타 적용가능 동하중의 

조합을 받을 때, 밸브몸체 및 펌프케이싱의 응력은 해당 특정재료의 탄성한

계로 제한되어야 한다.

10) 펌프나 밸브 조립체의 동적 시험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입증된 경우, 단부

하중이 가상사고하중과 같거나 크고 보수적으로 적용되고, 모든 동적 증폭

효과가 고려되며, 하중이 가해지는 동안이나 가해진 후에 기기가 운전모드 

상태에 있고, 하중의 정적 적용 타당성이 적절한 해석으로 보여질 때 조립

체의 정적 시험이 허용가능하다.

11) 진동장비로 현장에서 시험하는 방법이 유효한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을 때, 복잡한 능동장치의 작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런 방법

으로 지진 및 동적 진동운동을 재현하여 그 장치에 가하는 것은 허용가능

하다.

12) 기기의 원형을 근거로 형식, 하중수준, 크기 등에 따라 대표할 만한 수의 

기기만을 선택하여 시험하는 시험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다.

13) 검증되어야 할 기기의 감쇠값의 선정은 RG 1.61과 KEPIC-END 2000에 따

라야 한다.  그 출처와 절차 등이 적절히 입증되고 문서화된 시험자료에 의

하여 정당화된다면, 이보다 큰 감쇠값을 사용할 수 있다.

14) 완전한 시험이 비현실적인 경우, 아래 목록에 올려진 특징들은 펌프와 밸

브의 시험 및 해석에 의한 작동성 보증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유사

한 프로그램이 다른 종류의 기기에 대하여도 수립될 수 있다.

   가) 밸브 및 펌프의 몸체 그리고 관련 배관 및 지지물과 같은 단순수동요소

들은 가상된 사고하중하에서 구조적 건전성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펌프모터, 밸브구동부 및 게이트(gate) 또는 디스크

조립체, 그리고 펌프나 밸브운전에 중요한 기타 전기, 기계, 공압 및 유

압 장치와 같은 복잡한 능동장치들은 작동성에 대하여 시험되어야 한다.

   나) 다음의 해석들이 전형적인 문제, 기초적 실험실 시험, 또는 현장시험과 

관련된다면 허용가능하다. 

(1) 펌프나 밸브의 진동입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해석

(2) 펌프나 밸브의 고유진동수와 동적 사건하의 거동을 결정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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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해석

(3) 냉각재상실사고동안 밸브디스크에 가해지는 충격에너지와 압력차를 

결정하고 디스크의 설계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행하는 해석

(4) 축과 회전자 조립체에 가해지는 냉각재상실사고 및 진동의 조합된 

영향의 평가가 가능할 정도로, 냉각재상실사고에 의해 펌프의 회전

자에 가해지는 축방향 및 반경방향 하중함수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

하는 해석

(5) 가상사고 결과로서 펌프축의 속도를 결정하고 또 그 속도를 설계임

계속도와 비교하기 위한 해석

(6) 밸브 및 펌프 압력을 유지하는 몸체의 벽두께에 대한 설계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해석

(7) 펌프축과 회전자조립체의 고유진동수가 가진진동수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고유진동수를 결정하기 위한 해석.  조립체의 최

소고유진동수가 가진진동수범위 밖에 있으면, 동적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그 축의 정적 처짐해석을 수행하는 것도 허용가능하다.  조립

체의 고유진동수가 가진진동수에 근접하면, 가진진동수로 인한 이 

조립체의 구조적 응답을 알기 위해 허용가능한 동적 해석이 수행되

어야 한다.

       검증을 위하여 해석에 의한 방법이 사용될 경우, RG 1.92에 따라 모드

별 및 방향별 응답이 조합되어야 한다.

나. 지지물 설계의 적합성

1) 모든 기계 및 전기기기 지지물은 구조적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해석 또는 

시험되어야 한다.

2) 본 지침 II.1.가.3)에 언급된 방식으로 정해진 장착기기의 요구입력운동을 해

석결과에 포함하여야 하며, 지지구조물의 조합된 응력은 안전심사지침 3.9.3

절에 제시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 지지물은 기기가 설치된 상태로 시험되거나 동등한 기기관성 질량효과와 지

지물에 대한 동적 연계를 재현한 모조품이 설치된 상태로 시험되어야 한다.  

만약 기기가 지지물 시험에 있어서 비가동 모드로 설치되었으면, 기기설치 

위치에서의 시험시 응답은 본 지침 II.1.가.3)에서 언급된 방식으로 측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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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지어져야 한다.  이러한 경우, 기기는 별도로 작동성 시험이 수행되어

야 하며 이 시험에서 기기에 대한 실질적인 입력운동은 지지물 시험으로부

터 측정된 응답의 진폭 및 진동수성분보다 더 보수적이어야 한다.

4) 기기 지지물에 대한 시험이 수행될 경우 본 지침 II.1.가.3)부터 II.1.가.13)까

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 내진 및 동적검증 절차의 적합성

   전체 검증프로그램의 일환으로 RG 1.100(개정 2) 및 KEPIC-END 2000에 따라 

수행된 내진 및 동적 검증시험은 IEEE Std 323-1974(RG 1.89에 의해 일부 예외

를 제외하고 승인된)의 6절의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2. RG 1.97에 기술된 계측설비는 연관된 받침대를 포함하여 RG 1.97에 기술된 대로 

적절한 지진 및 동적 하중하에서 시험함으로써, 지진 및 사고 또는 그 어느 하나

의 발생후에 이 계측설비로 발전소 변수 및 계통을 계속 감시할 수 있음을 보증해

야 한다.

 3. 만일 신청자가 경험에 근거한 검증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검증대상 기계 및 전

기기기의 구조적 건전성과 작동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포함한 경험 데

이터베이스의 상세사항은 상기 1 및 2항의 하중조건하에서도 기기 작동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기에 대한 근거 문서는 그 기기

가 기타 관련 동하중 및 정하중과 함께 조합된 5회의 운전기준지진과 동등한 영향

에 추가하여 안전정지지진 발생 중과 이후에 작동성이 유지됨을 입증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에 기기검증과 관련된 기록요건

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신청자는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발전소내의 집중된 위치에 완벽하고 감사가능한 기록을 유지 및 보관해야 한

다.  그러한 문서철에는 본지침의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를 문서로 증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모든 기기에 사용된 검증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기록들은 기기가 교체되거나, 추가적으로 시험되거나, 혹은 추가로 다르게 검증되면 

갱신시켜 유지해야 한다.

   기기검증 문서철에는 본 지침 I의 두 번째 문단에 정의된 모든 계통, 기기 및 기기 

지지구조물의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기기목록에서는 어느 기기가 핵증기공급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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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공급된 것이며 어느 기기가 보조설비계통으로 공급된 것인지가 구분되어야 

한다. 기기검증 문서철에는 기기 각 부분(각 계통의 기계 및 전기적 부품 각각)에 

대한 검증을 요약하는 자료철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철에는 다음의 정보

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공급자, 모델번호, 각 건물내의 위치를 포함한 기기의 명시.  원자로 냉각재 압

력경계(RCPB)의 부품인 밸브에 대해서는 이 밸브가 RCPB 부품임을 명시하여

야 한다.

나. 크기, 무게, 현장설치상태를 포함한 물리적 설명.  기기가 배관이나 바닥 혹은 

벽에 지지되었는지 여부의 명시

다. 계통내 기기기능에 대한 설명

라. 모든 설계사양서, 검증보고서 및 이들의 보관위치 명시.  능동밸브 조립체에 

대한 기능사양은 RG 1.148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마. 기기가 검증되어야 하는 요구하중 및 하중강도에 대한 설명

바. 시험에 의한 검증의 경우, 시험방법 및 절차, 중요 시험 매개변수, 그리고 시험

결과 요약의 명시

사. 해석에 의한 검증의 경우, 해석방법, 가정사항, 위험부위에서의 계산응력과 허

용응력 비교결과 및 변형의 명시

아. 경험에 의한 검증의 경우, 경험 유형과 경험 데이터베이스 출처의 명시

자. 기기의 고유진동수

차. 기기가 진동피로싸이클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을지 여부의 명시 및 그러한 하

중상태하에서 기기검증을 위해 사용된 방법과 기준의 설명

카. 기기가 검증요건을 만족하였는지 여부의 명시

타. 검사가능성 여부, 즉 기기가 이미 설치되었는지 확인

파. 검증에 고려된 다른 모든 하중을 함께 받는 기기에 대해 지정된 각각의 내진 

및 동적 하중에 상응하는 요구응답스펙트럼(혹은 요구시간이력)과 감쇠값 및 

모든 하중조합방법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에서는 비정상적 누출의 확률이 매우 

작도록 반드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가 설계, 제작, 설치, 시험되어야 함을 요구한

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일부분인 밸브에 

대한 검증프로그램은, 검증되어야만 하는 하중의 조합이나 임의의 하중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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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밸브가 누출을 일으키지 않거나, 누출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

험 혹은 시험과 해석을 포함해야 한다.

 6. 앞에서 설명한 검증프로그램의 이행에 대해서는 다음방식으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1) 시험 및 해석을 수행하는데 사용된 기준, 방법, 절차 등 검증에 수반되는 핵

증기공급계통 및 A/E 실무 관행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이를 통해 본 지침 

II.1에서 II.5까지 설명된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를 입증한다.

2) 만일 신청자가 검증을 위하여 지진경험 데이터나 시험경험 데이터를 사용하

고자 한다면, 상기 1항 및 2항의 하중조건하에서도 검증대상 기계 및 전기

기기의 구조적 건전성과 작동성이 유지됨을 입증하기 위한 이행 방법과 절

차를 포함하는 경험 데이터베이스의 상세설명.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기에 

대한 근거 문서는 그 기기가 기타 관련 동하중 및 정하중과 함께 조합된 5

회의 운전기준지진과 동등한 영향에 추가하여 안전정지지진 발생 중과 이

후에 작동성이 유지됨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전기기기에 대해 지진 및 경

험 데이터는 적절한 정당성 입증 없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기기검증의 행정관리에 관한 정보, 특히 기기검증 문서철의 설명, 문서의 취

급, 내부승인 검토절차, 핵증기공급계통 및 A/E 공급자의 범위 명시, 그리고 

핵증기공급계통, A/E, 기기공급자 및 시험수행기관 사이의 정보교환절차

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

어야 한다.

1) 본 지침 I의 두 번째 문단에 정의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계통의 목록

2) 현장의 임피던스시험과 같은 임의의 발전소내 시험결과 및 기기품목의 검증

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가동시험계획

다. 내진검증보고서

1) 본 지침 I의 두 번째 문단에 정의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계통의 목록

2) 본 지침 I의 두 번째 문단에 따라 요구된, 각 계통에 관련된 기기 및 지지물 

목록과 모든 기타기기 목록

3) 목록의 기기의 각 부분(각 부품)에 대한 요약데이터시트

4) 건설허가 단계에서 포함되지 않은 내진검증대상 기기에 대하여 상기 6.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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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술한 것과 유사한 경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상세한 기술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상세

한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3.10-1 ‘내진검증보고서 검토지침’에 따른다.

 1. 건설허가단계에서, 검토자는 신청자가 기계 및 전기기기의 검증을 위해 예비안전

성분석보고서에 기술한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본 지침 II에 기술된 요건에 따라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시험 및 해석적 절차의 합리적인 사용은 특별한 관심분야

이다.  신뢰할 만한 수학적 모델을 만들기에 너무 복잡한 기기는 해석절차와 그에 

상응하는 설계가 충분히 보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응답

에 모든 중요한 모드가 해석에서 고려되거나 시험에서 가진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

하여 시험 및 해석에 의한 두 방법을 다 검토해야 한다.  모든 방향에서 응답스펙

트럼이나 시간이력에 의하여 요구입력을 포괄하도록 입력운동이 적절히 고려되었

는가를 확인하며, 기기지지물의 적절성 또한 검토한다. 만일 신청자가 검증을 위하

여 경험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검토자는 검증대상 기계 및 전기기기의 구

조적 건전성과 작동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를 포함한 상세한 경험 데이

터베이스를 검토 및 확인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기에 대한 근거 문서

는 그 기기가 기타 관련 동하중 및 정하중과 함께 조합된 5회의 운전기준지진과 

동등한 영향에 추가하여 안전정지지진 발생 중과 이후에 작동성이 유지됨을 입증

해야 한다. 

 2. 운영허가단계에서, 검토자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신청자가 기술한 프로그램을 

다시 검토한다. 추가로 시험 및 해석결과를 포함하는 검증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이

행문서로서 내진검증보고서를 검토해도 좋다.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3.2.2절에 

따라 제시된 계통목록과 신청자의 계통목록이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 만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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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검증을 위하여 경험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검토자는 건설허가단계에

서 포함되지 않은 검증대상 기계 및 전기기기의 구조적 건전성과 작동성을 입증하

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를 포함한 상세한 경험 데이터베이스를 검토 및 확인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기에 대한 근거 문서는 그 기기가 기타 관련 동하중 

및 정하중과 함께 조합된 5회의 운전기준지진과 동등한 영향에 추가하여 안전정지

지진 발생 중과 이후에 작동성이 유지됨을 입증해야 한다. 

   기기가 본 지침 II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자는 기기검증 

집중문서철을 감사하고 현장조사를 수행한다. 검토자는 현장방문에 앞서 6주전에 

내진검증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해도 좋다. 만약 검토자가 과거승인때 신청자의 검

증문서철을 검토했다면, 신청자에게 내진검증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그 

대신 기기검증 집중문서철만을 감사해도 좋다.

    내진검증보고서의 검토와 신청자의 기기검증 집중문서철에 대한 감사는 다음 사

항을 포함한다.

가. 검토자는 각 계통에 대하여 요약데이터시트가 계통의 모든 기기에 대해 정리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선별된 기기에 대하여는 자료철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 검토자는 참조된 검증문서와 시험보고서가 가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집중문

서철을 감사하고, 선별된 기기에 대한 이 문서들이 기기의 검증을 뒷받침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이 선별된 문서에 대한 상세검토를 수행한다. 현장조사후 추

가검토를 위해 선별된 문서의 제출을 신청자에게 요구해도 좋다.

다. 선별된 기기에 대하여, 검토자는 조합된 요구응답스펙트럼과 조합된 동적 응답

을 검토하고, 기기의 형상과 설치방법을 조사하며, 그 다음에 기기가 시험이나 

경험자료에 의해 검증된 경우에는 요구응답스펙트럼에 부합하는지, 해석에 의

해 검증된 경우에는 허용가능한 해석기준을 따르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라. 검토의 완전성을 위해 설계(기능)사양서의 표본을 검토한다. 펌프, 밸브, 그리고 

동적 구속장치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3.9.6절의 검토절차에서 논의된 내용

처럼, 검토자는 검토를 위해 선정된 기능사양서의 평가를 위해서 본 지침 II.1 

및 II.2에 언급된 허용기준 이외에 다음 문서의 정보를 이용한다.

1) RG 1.148

2) ANSI/ASME N278.1-1975 (R-1992) (보충 및 수정된 상태에서 RG 1.148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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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3) ANSI/ASME N551.1(이 표준은 규제기관의 인증을 받지는 못했으나 지침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4) ASME QME-1-2007(이 표준은 규제기관의 인증을 받지는 못했으나 지침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계통 매개변수가 적절하게 지정되고 하중이 적절히 정의되었다는 확신을 검토

자가 갖도록 신청자의 검증프로그램이 이 부분(매개변수 지정 및 하중 정의 분

야)에 대해 완전한 것이 중요하다. 프로그램의 목적을 입증하도록 계통내 주요 

기기를 선별하여 검토를 수행한다.

마. 시험절차는 본 지침 II.1 및 II.2에 설명된 기준에 의해 검토한다. 펌프나 밸브에 

대한 신청자의 검증프로그램 평가시, 비록 다음 문서들이 규제기관의 인증을 

받지는 못했더라도 거기에 포함된 정보도 지침의 목적으로 검토에 이용한다.

1) ANSI B.16.41

2) ANSI N41.6

3) ANSI/ASME N551.2

4) ANSI N45 N551.4

5) ASME QME-1-2007

    환기 및 배기밸브와 수직형 펌프(deep draft pumps)에 대한 작동성보증프로그

램을 평가하기 위해 상기문서이외에 참고문헌 24, 25가 검토에 이용된다.

바. 작동성 입증을 위해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시험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해석절차

는 신청자의 프로그램에 제시된 정보와 본 지침 II.1 또는 II.2에 기술된 허용기

준의 비교에 의해 검토한다. 펌프, 밸브 및 동적 구속장치에 대해, 해석에 의한 

작동성 입증에 관한 추가기준이 본 지침 III.2.마.항에 인용된 참고문헌에 제시되

어 있으며 검토절차를 보충하기 위해 이 추가기준을 이용한다.

 3. 상기 1, 2항에 기술된 절차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운전기준지진이 안전정지지진의 

1/3 이하로 설정된 경우는 다음 중 한가지 방법으로 지진하중을 고려하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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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기기의 내진검증을 수행한다.

나. KEPIC-END 2000의 부록 D에 따라 안전정지지진 부분지진싸이클을 사용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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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5회의 1/2 안전정지지진 사건과 이에 뒤따르는 1회의 안전정지지진 사건에 

상당하는 안전정지지진 부분지진싸이클을 적용하여 내진검증을 수행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검토자는 신청자의 기기검증프로그램은 허용가능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1조 및 제2장 제4절의 해당요건을 만족시킨다고 

결론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사항에 근거한다.

   기계, 계측 및 전기기기에 대해 이행될 검증프로그램은 KEPIC-END 2000의 요건 및 

권고사항과 RG 1.61, 1.89, 1.92, 1.100 과 1.148의 규제입장을 만족시키며, 안전정지지진, 

가상사고, 냉각재상실사고에 의해 가해진 하중을 포함한, 모든 부과된 설계 및 가동중 

하중하에서 이런 기기가 적절하게 기능함을 적절하게 보장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

해 기기의 검증과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

조, 제21조 및 제2장 제4절의 적용가능요건을 만족시키는 허용가능근거가 구성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용인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

영에 관한 품질보증”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설계관리”

 7. KEPIC-END,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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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Regulatory Guide 1.61, "Damping Values for Seismic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9. Regulatory Guide 1.89, "Qualification of Class 1E Equipment for Nuclear Power 

Plants"

10. Regulatory Guide 1.92, "Combining Modal Responses and Spatial Components in 

Seismic Response Analysis."

11. Regulatory Guide 1.97, "Instrumentation for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to Assess Plant and Environs Conditions During and Following an 

Accident."

12. Regulatory Guide 1.97, "Criteria for Accident Monitoring Instrumentation for 

Nuclear Power Plants"

13. Regulatory Guide 1.100, "Seismic Qualification of Electric Equipment for Nuclear 

Power Plants."

14. Regulatory Guide 1.148, "Functional Specification for Active Valve Assemblies in 

Systems Important to Safety in Nuclear Power Plants."

15. IEEE Std 344-1971, "Guide for Seismic Qualification of Class 1 Electric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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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ers.

16. IEEE Std 344-1987, "IEEE Recommended Practices for Seismic Qualification of Class 

1E Eq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17. IEEE Std. 323-1974, "IEEE Standard for Qualifying Class 1E Eq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18. ASME QME-1-2007, "Qualification of Active Mechanical Equipment used in 

Nuclear Power Plants."

19. ANSI/ASME N278.1-1975 (Redesignated and Reaffirmed 1992), "Self- Operated and 

Power-Operated Safety-Related Valves Functional Specification Standard."

20. ANSI/ASME N551.1, "Standard for Qualification of ASME Code Class 2 & 3 Pump 

Assemblies for Safety System Service, General Requirements" 

21. ANSI B.16.41,"Functional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Power Operated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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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Assemblies for Nuclear Power Plants" 

22. ANSI N41.6-1972, "Functional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Actuators for Power 

Operated Valve Assemblies for Nuclear Power Plants"

23. ANSI/ASME N551.2, "Functional for Qualification of ASME Code Class 2 & 3 

Pumps for Safety Systems Service" 

24. ANSI N45 N551.4, "Functional Qualification of Motor Drives for Safety Related 

Code Class 2 and 3 Pumps for Nuclear Power Plants" 

25. Enclosure to September 27, 1979, Letter from D. G. Eisenhut, Acting Director, 

Division of Operating Reactors, NRR, US NRC, to all Licensees of Operating 

Reactors, entitled, "Guidelines for Demonstration of Operability of Purge and 

Vent Valves."

26. Enclosure to June 22, 1981, Memorandum from R. Bollmer, Director, Division of 

Engineering, NRR, USNRC, to D. Eisenhut, Director, Division of Licensing, NRR, 

USNRC, entitled "Guidelines for Demonstration of Operability of Deep Draft 

Pu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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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11절  기계 및 전기기기의 환경검증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SAR) 3.11절에 기술된 정보는 안전에 중요한 모든 항목

의 기기(기계, 전기, 계측제어 및 디지털 계측제어 포함)가 모든 정상 환경조건, 예상운

전과도(AOO), 사고 및 사고 후 환경조건에서 설계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

을 내리는데 충분해야 한다. “정상 환경조건, 예상운전과도, 사고 및 사고후 환경조

건”은 발전소 정상 운전모드,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건[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참조], 설계기준사건 이후 및 격납건물 시험으로 인한 모

든 환경조건을 포함한다.

   본 검토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정상운전, 정비, 시험, 냉각

재상실사고를 포함한 가상사고”와 관련한 환경조건의 영향에 적합하고 그 영향을 수

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환경설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또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제70조 “설계관리“, 제78조 

“시험관리“와 제84조 “품질보증기록“의 요건을 포함한 다른 관련 규제요건에 적

합한지를 확인한다. 이 검토는 또한 가혹한(harsh) 환경에 있는 안전에 중요한 전기기

기의 환경검증에 관한 상세요건인 10CFR 50.49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

항 제3호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추가로, 10CFR 50.67에 

따른 대체 방사선원(source term)을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는 10CFR 50.49에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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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증하는 평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가혹한 환경에 있는 기계기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금속 부품 및 기기가 가상된 

설계기준 환경조건에 적합함을 입증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환경 설계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온화한 환경에 있는 전기 및 기계장치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관련 환경조건을 

기기명세서 등 설계공정에 적절히 반영함을 입증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환경설계기준을 만족한 것

으로 평가한다.

   (1) 전기 및 기계기기의 동적 및 내진 검증, (2) 자연현상 및 외부사건에 대한 전기 

및 기계기기의 보호, (3) 기계기기의 기능 검증, (4)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수소 연소에 

의한 기기 생존성, 그리고 (5) 온화한 환경에 있는 계측 및 제어기기의 검증을 위한 관

련요건에 적합한가를 결정하는 검토내용은 다른 안전심사지침 절에서 기술한다.

   상세한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아래에 언급된 계통들과 관련한 기계, 전기, 계측 및 제어기기를 검토하고 그것들

이 II.절의 허용기준에 따른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는가를 결정한다. 이 절에서 

취급하는 기계, 전기, 계측 및 제어기기는 아래와 같다.

가. 원자로 비상정지, 격납건물 격리, 노심 냉각, 격납건물 및 원자로 열제거에 필

수적인 계통 또는 환경으로의 심각한 방사성물질의 누출 방지를 위해 필수적

인 기타 계통의 기기

나. 상기 가.항의 기능을 자동으로 개시하는 기기

다. 상기 가.항의 기능을 운전원이 수동으로 개시하는데 사용되는 기기

라. 고장이 나면 상기 가.항의 안전기능들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

하지 못하게 하는 기기

마. 10CFR 50.49(b)(1)과 (2)에 규정된 안전에 중요한 기타 전기기기

바. 10CFR 50.49(b)(3)과 Regulatory Guide(이하 "RG") 1.97에 규정된 사고 후 감시

기기(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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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전성분석보고서 3.11절의 검토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모든 기기의 요구되는 환경

설계와 검증이 적절하게 입증될 것인지 또는 입증되었는가를 결정한다. 환경검증

은 공통모드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 기계, 계측 및 제어 기기가 설계기준사고

(DBA)에 의한 심각한 환경스트레스(즉, 가혹한 환경)에서도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설계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환경설계요건은 안전에 중요한 모든 기기에 적용

한다.(즉, 온화한 및 가혹한 환경 모두)

 3. 건설허가 단계에서 검토자는 아래에서 언급하는 환경설계 및 환경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개념적인 설계사항을 검토한다.

가. 상기 I.절, 항목 1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계, 전기, 계측 

및 제어 계통을 확인

나. 상기 가.항에서 확인된 기기들에 대해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사고 및 사고 

후의 환경에 관한 정의와 환경 설계기준을 확인

다. 설계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기에 대해 수행하였거나 혹은 수행할 검증시험 

및 해석내용에 대한 문서요건

라. 환경 설계 및 검증의 적합성 입증

 4. 운영허가 단계에서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가. 신청자의 환경검증계획 및 이행결과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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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을 확인하기 위해 검증파일의 자료검토를 포함한 사업자의 기록물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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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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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이 절과 연계되는 다른 안전심사지침 관련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격납계통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2.1절부터 



제3.11절                                                       개정 4 - 2014. 12- 3 -

6.2.6절에서 수행한다.

 2. 원자로격리냉각계통, 잔열제거계통,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

과 사고해석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5.4.6, 5.4.7, 6.3절과 15장에서 각각 수

행한다.

 3. 온화한 환경에 있는 디지털 계측 및 제어기기의 기능 설계 및 검증과 10CFR 

50.49(b)(3)에서 규정한 사고 후 감시기기(PAM)를 포함한 계측 및 제어기기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장에서 수행한다. 온화한 환

경에 있는 디지털 계측 및 제어기기에 대한 검증지침은 RG 1.209에서 기술한다.

 4. 전력계통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8장에서 수행

한다.

 5. 격납건물살수계통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5.2

절에서 수행한다.

 6. 안전관련 기기가 있는 지역의 환경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환기계통

의 설계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4절에서 수행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설계관리“, 제78조 “시험관리

“와 제84조(품질보증기록)의 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한 신청자의 품질보증프

로그램에 대한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서 수행한다.

 8. 설계기준사고 관련 설계기준 방사선학적 영향해석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5.0.3절

에서 수행한다.

 9. 예상과도사건 뿐만 아니라 사고 및 사고 후 환경검증에 대한 화학적 상태의 적합

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5.2절에서 수행한다.

10. 기계, 전기, 계측 및 제어기기의 기능 설계와 검증은 안전심사지침 3장의 여러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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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술한다. 예를 들면;

가. 안전심사지침 3.9.5절은 음향공명과 수력하중(hydrodynamic force)에 의한 압력 

변동과 진동으로 인해 기계와 전기기기에 미치는 유량의 악영향 가능성 평가

내용을 포함한다.

나. 안전심사지침 3.9.6절은 원자력발전소의 펌프, 밸브 및 방진기(dynamic 

restraints)의 기능 설계와 검증내용을 포함한다. 이 검토는 능동형 기계 및 전

기 기기에 미치는 열악한 환경조건에 따른 영향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전동기

는 주변온도보다 높은 온도상태에서 토크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것은 전동기

와 연결된 각 펌프 또는 밸브의 동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 자연현상과 외부사건에 대한 기계 및 전기기기의 보호에 관한 설계기준은 안전

심사지침 3장(예, 3.3.1, 3.3.2, 3.4.1, 3.5.1.1, 3.5.1.4, 3.5.1.5와 3.5.2)의 관련 절에

서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3.10절은 기계 및 전기기기의 내진 및 동적인 검증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1. 10CFR 50.44(c)에서 규정한 것처럼 100% 연료피복 금속-물 반응에 따라 발생하는 

수소 유출 환경에 노출되거나 또는 노출된 이후 기기의 기능수행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2.5절에서 수행한다.

Ⅱ.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아래의 규제관련 요건들을 만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설계관리“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 “시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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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 “품질보증기록“

 8.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3호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9. 10CFR 50.49,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중요한 전기기기의 검증”

10. 10CFR 50.67, “사고 방사선원”

   환경설계 및 검증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기기는 

그 기능이 요구되는 시간동안 모든 예상운전과도와 정상, 사고 및 사고 후 환경에서 

기기의 설계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2) 가혹한 

환경에 있는 기기의 환경검증은 적절한 시험과 해석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품질보증계획은 모든 요건들이 만족스럽게 

달성됨을 보증할 수 있도록 수립 및 이행되어야 한다. 기계, 전기, 계측 및 제어기기의 

환경 설계 및 검증은 위의 3가지 모든 요건들을 만족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 허용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이 절에 기술된 검토사항에 대해 상기 규제관련 요건들을 만족하기 위한 상세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

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

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

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규제기관에서는 RG를 통해 참조 기술표준을 승인해 왔다면 그 기술표준은 RG에 

기술된 것과 같이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는 타당한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RG에서 

참조 기술표준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신청자는 참조 기술표준이 현재의 규제관행과 적

절히 일치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기술표준의 정보를 고려 및 사용할 수 있다.

 1. NUREG-0588, “안전관련 전기기기의 환경검증에 대한 잠정적인 규제입장,” 개정

1, 1981년 7월 판은 10CFR50.49에 따른 환경검증계획에 적합함을 평가하기 위해 

가동중 발전소에 적용 가능한 규제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신규 발전소의 경우 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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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는 가혹한 환경에 있는 안전에 중요한 전기기기의 환경검증에 관한 규정 

10CFR50.49의 요건과 기준 이행을 위한 원칙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RG 1.89에 관련 지침이 없다면 NUREG-0588의 범주 1 지침을 사용할 수 있다. 

NUREG-0588은 두 종류의 검증기준, 즉 범주 1과 범주 2가 있다. 범주 1은 IEEE 

Std 323-1974, “원자력발전소 안전등급 1E 기기 검증에 관한 기술표준”을 인용

한다. 범주 1은 건설허가 안전성평가보고서 작성날짜가 1974년 7월 1일 이후인 발

전소에 적용한다. 범주 2는 IEEE Std 323-1971을 인용하며 신규 발전소에는 적용

하지 않는다.

  

 2. KEPIC-END-1100/IEEE-323은 환경검증 과정의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다음의 설명은 KEPIC-END-1100/IEEE-323의 기준과 관련한 것이다. KEPIC-END-1100 

/IEEE-323은 기기의 설치형태를 포함한 사용 환경을 검증과정의 일부로 고려하도

록 요구하고 있다. 이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전기기기를 침수위(flooding level)보다 

높은 곳에 설치하나, 물과 습기가 침투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기기에 대해서는 침

수 가능성을 환경검증의 일부로서 고려해야 한다. 운전경험에 따르면(예, NRC IN 

89-63) 침수위보다 높은 곳에 있으나 물과 습기가 침투할 수 있는 전기 외함의 경

우 만약 함 내부에 배수구멍이 없으면 함 내부의 전기기기가 침수될 수 있다고 지

적하였다. 검토자는 물이 고일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설치된 전기기기가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예, 함의 배수구멍)를 설계에서 반영하였는지 또는 영향을 받

는 기기가 예상된 침수조건에서 검증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3. RG 1.40, “가압경수로형 원전 격납건물 내부에 설치된 연속책무 전동기의 검증시

험”은 KEPIC-END-3300/IEEE-334, "원전 격납건물 내부에 설치된 연속책무 등급 

1 전동기의 형식시험에 관한 지침"을 승인하였다. 이 문서들은 안전등급 1E 전동

기의 환경 설계 및 검증과 관련하여 규제의 관점에서 적합한 지침을 제공하며, 연

속책무 안전등급 1E 전동기의 환경 설계 및 검증을 평가할 때 NUREG-0588과 RG 

1.89를 적절하게 병행하여 사용해야 한다.

 4. RG 1.63, “원전 격납건물의 전기관통부(EPA)”는 KEPIC-ENB-6430/IEEE 317, "원

전 격납건물의 전기관통부(EPA)에 관한 기술표준“을 승인하였다. 이 문서들은 전

기관통부 집합체에 대한 환경 설계 및 검증과 관련하여 규제의 관점에서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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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을 제공하며, 전기관통부 집합체의 환경 설계 및 검증을 평가할 때 

NUREG-0588과 RG 1.89를 적절하게 병행하여 사용해야 한다.

 5. RG 1.73, “원전 격납건물 내부에 설치된 모터구동밸브 작동기의 검증시험”은 

KEPIC-END-3700/IEEE-382, "원전 안전등급 1E 모터구동밸브 작동기의 형식시험에 

관한 지침“을 승인하였다. 이 문서들은 안전등급 1E 모터구동밸브 작동기의 환경 

설계 및 검증과 관련하여 규제의 관점에서 적합한 지침을 제공하며, 안전등급 1E 

모터구동밸브 작동기의 환경 설계 및 검증을 평가할 때 NUREG-0588과 RG 1.89를 

적절하게 병행하여 사용해야 한다.

 6. RG 1.89, “원전 안전에 중요한 전기기기의 환경검증”은 가혹한 환경에 있는 안

전에 중요한 전기기기의 환경검증에 관한 10CFR 50.49의 요건과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RG 1.89는 KEPIC-END-1100/IEEE-323의 기준을 규제의 관

점에서 적합한 것으로 승인하였고 가혹한 환경에 있는 전기기기의 환경검증에 관

한 규제요건을 만족하는 보완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7. RG 1.97, "사고 및 사고 후 발전소 환경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가압경수로형 원전

의 계측설비"는 상기 I.절, 항목 1.가. 항부터 1.마. 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계측 및 

제어기기와 상기 I.절, 항목 1.바. 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사고 후 감시기기(PAM)의 

환경검증과 관련하여 규제의 관점에서 적합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준은 

RG 1.89의 지침에서 보완한 대로 계측 및 제어기기의 환경검증을 평가하는데 사용

해야 한다.

 8. RG 1.131, “가압경수로형 원전의 케이블 및 전선이음에 대한 검증시험”은 

KEPIC-END-3810/IEEE-383, "원전 케이블 및 전선이음의 검증시험에 관한 기술표

준"을 승인하였다. 이 문서들은 안전등급 1E 케이블 및 전선이음의 환경검증과 관

련하여 규제의 관점에서 적합한 지침을 제공하며, 안전등급 1E 케이블 및 전선이

음의 환경검증을 평가할 때 NUREG-0588과 RG 1.89를 적절하게 병행하여 사용해

야 한다.

 9. RG 1.156, “원전의 전기접속장치에 대한 환경검증”은 



제3.11절                                                       개정 4 - 2014. 12- 8 -

KEPIC-END-3830/IEEE-572, "원전 안전등급 1E 접속장치의 검증에 관한 기술표준

"을 승인하였다. 이 문서들은 안전등급 1E 접속장치의 환경검증과 관련하여 규제

의 관점에서 적합한 지침을 제공하며, 안전등급 1E 접속장치의 환경검증을 평가할 

때 NUREG-0588과 RG 1.89를 적절하게 병행하여 사용해야 한다.

10. RG 1.158, "원전 안전관련 납축전지의 검증"은 KEPIC-END-3500/IEEE-535, "원전 

안전등급 1E 납축전지의 검증에 관한 기술표준"을 승인하였다. 이 문서들은 안전

등급 1E 납축전지의 환경검증과 관련하여 규제의 관점에서 적합한 지침을 제공하

며, 안전등급 1E 납축전지의 환경검증을 평가할 때 NUREG-0588과 RG 1.89를 적

절하게 병행하여 사용해야 한다.

11. RG 1.180, "안전관련 계측 및 제어계통의 전자기파 및 라디오주파수(RF) 장해 평

가에 관한 지침"은 계측 및 제어기기의 사용 동안 전자기파 적합성(EMC)과 관련

하여 규제의 관점에서 적합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은 RG 1.89의 지침에

서 보완한 대로 안전관련 계측 및 제어기기의 환경 설계 및 검증을 평가하는데 사

용해야 한다. 주변 환경이 검증받은 기기에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면 새로운 디지

털계통과 새로운 개량형 아날로그계통은 전자기파 장해/라디오주파수 장해(EMI/ 

RFI)와 전력서지에 대한 감수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계측 및 제어기기의 기능은 

안전심사지침 7장에서 검토한다.

12. RG 1.183, "원전의 설계기준사고 평가를 위한 대체 방사선원"은 가상사고 기간 동

안 기기에 대한 방사선 선량 및 선량율 결정과 관련하여 규제의 관점에서 적합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준은 RG 1.89의 지침에서 보완한 대로 안전에 중요한 

기기의 환경 설계 및 검증에 사용되는 사고 방사선원을 평가하는데 사용해야 한

다.

10 CFR 50.67 “사고시 방사선원”은 사업자가 1997년 1월 10일 이전에 허가를 받

은 발전소에 대하여 설계기준 방사선 해석에 사용한 사고시 방사선원을 필요시 개

정할 수 있다는 요건을 신청자에게 제시한다. 그러나 방사선원을 개정할 경우는 그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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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기계 기기의 검증을 위한 방사선환경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사선 

선량 및 선량율은 NUREG-0588에서 언급하였고, NUREG-0737, “TMI 후소조치”

의 II.B.2절과 NUREG-0718, “건설허가 및 제작허가 신청서에 대한 인허가요건” 

혹은 NUREG-1465, "가압경수로형 원전의 사고 방사선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규제의 관점에서 승인한 방사선원 및 방법론을 활용해야 한다.

방사선환경은 기기가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 또는 그 후까지 기기의 설치수명 

동안에 정상적으로 조사되는 방사선환경에 의한 영향과 가장 심각한 설계기준사건

에 의한 영향을 합한 종합적인 영향을 근거로 해야 한다. 베타선 영향을 또한 검증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 재순환 유체에 의한 방사선 조사 영향은 격납건물 외부에 

설치된 기기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

반도체나 유기물질을 포함하는 전자부품을 이용한 전자기기의 온화한 방사선환경

에 대한 정의는 다른 기기와는 다르다. NUREG-1503, “ABWR 최종안전성평가보고

서 3장, 구조물, 계통, 기기의 설계"와 NUREG-1793, “AP1000 최종안전성분석보고

서 3장, ”구조물, 계통, 기기의 설계”에서 논의된 것처럼, 온화한 환경에 있는 전

자기기의 방사선환경에 대한 규제입장은 총집적선량(TID)이 10 Gy (103 rad)보다 적

으며, 온화한 환경에 있는 다른 기기의 방사선환경은 100 Gy (104 rad)보다 적은 

것으로 규정한다.

방사선 가혹환경(즉, 방사선이 유일한 가혹 환경조건인 위치)에 있는 전기기기의 

환경검증은 10CFR 50.49(f)(4)에 따라 형식시험을 수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자료가 있을 때 비금속 부품 및 재료에 대해서는 방사선 시험정보(즉, 부분시험데

이터)를 조합한 시험데이터(동종의 재료)와 적절한 여유도 및 열화영향을 고려한 

분석방법을 이용해서 달성할 수 있다.

13. 화학물 노출에 의한 영향이 환경검증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검증에 사용하는 

화학물의 농도는 가장 제한적인 발전소 운전모드(예, 격납건물 살수, 비상노심냉각

계통 작동 혹은 재순환 단계)로 인한 것과 같은 농도 또는 그보다 심각한 농도이

어야 한다. 만약 화학물 살수 혼합성분이 기기의 오동작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살수계통의 단일고장에 의한 가장 심각한 화학적 환경을 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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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탈염수가 살수에 사용된다면 탈염수의 살수 영향을 환경검증에 포함시켜야 

한다.

14. 기계기기는 냉각재상실사고(LOCA)를 포함한 가상사고 환경조건에 적합하게 설계

해야 한다. 안전관련 기능을 위해 필요한 재질, 부품 및 기기의 적합성을 결정하고 

그러한 재질, 부품 및 기기의 설계가 적절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또

한 기기 이력을 관리해야 하고, 이러한 이력문서가 각 기기에 대한 환경 설계 및 

검증의 일부로써 시험 결과와 재질 해석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계기기에 대하여, 검토자는 환경영향에 민감한 재료(예, 밀봉, 가스킷, 윤활유, 유

압 유체와 다이어프램)에 대해 집중하여 검토한다. 검토자는 사업자가 (1) 가혹한 

환경에 있는 안전관련 기계기기와 필요한 운전시간을 명시하고, (2) 그러한 기기의 

비금속 부품을 명시하고, (3) 이 기기가 검증되어야 할 환경조건과 공정변수들을 

명시하고, (4) 비금속 재질의 능력을 명시하고, 그리고 (5) 환경영향을 평가했는지를 

확인한다.

 

15. 온화한 환경에 있는 전기 및 기계기기에 대하여는 기기의 설계 및 구매명세서로써 

환경설계가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명세서는 정상 환경조건 및 예상과도

운전 동안 특정한 환경지역에 대한 기능요건을 기술해야 한다.

우수한 예방정비프로그램과 함께 잘 지원된 정비 및 주기점검프로그램이 구비되면 

설계․구매명세서를 만족한 기기는 설계수명 동안 충분히 검증될 것으로 본다. 

10CFR 50.65, "원전 정비효과성에 관한 감시요건"과 관련 RG 1.160의 지침을 만족

하면, 예상치 못한 운전과도나 사용조건으로 인한 열, 방사선 또는 주기적인 열화

로 검증 설계수명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 핵연료 교체기간마다 설계 중

에 수립한 환경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확신하는데 충

분할 것으로 본다. 기기 교체프로그램의 수정 및/또는 기기 교체는 정비 및 점검 

데이터 검토를 근거로 해야 한다.

16. 안전관련 보호계전기는 (1) 안전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감지 및 명령신호(sense and 

command)를 발생하는 계전기로서 공학적안전설비(ESF) 전력모선에서 소외전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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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P)을 감지하여 비상전원(예, EDG) 또는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를 기동시키는 

저전압(예, degraded voltage 및 loss of voltage 포함) 계전기와 원자로냉각재펌프

(RCP) 전력모선에서의 저전압 또는 저주파수 조건을 감지하여 원자로를 정지하는 

계전기 등을 포함한다. (2) 안전기능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지만, 정상운전 중에는 보

호대상 전기기기의 가용도와 신뢰성을 높이며 안전계통이 동작해야 할 임무기간

(mission time) 동안에는 자체 오동작 방지를 위해 우회(bypass) 또는 차단되어야 

하는 보호계전기가 있다. 예를 들면, 비상디젤발전기의 보호계전기는 정상 시에는 

전기적 이상상태로부터 발전기를 보호하지만, 설계기준사고(DBA) 동안에는 엔진 

과속도와 발전기 차동전류를 제외한 모든 보호기능을 자동으로 우회하고 제어실

에 경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전동기구동밸브(MOV)의 열동과부하(TOL) 보호계

전기는 설계기준사고 발생시 자동으로 우회되고 본래의 기능이 차단되도록 설계

한다. (3) 격납건물 전기관통부 안전관련 전기회로의 고장전류를 감지 및 차단하는 

일차와 후비 보호계전기는 안전등급(Class 1E)으로 분류된다. 이 외에도 (4) 보호계

전기의 동작이 안전계통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보호계전기는 안전관련 

기기로 분류하고 아래와 같은 기술기준 및 규제지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안전관련 보호계전기의 환경검증은 10CFR50.49, RG 1.89, KEPIC-END-1100/IEEE-323

의 기술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내진검증은 RG 1.100, KEPIC-END-2000/IEEE-344

의 기술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보호계전기 검증에 관한 상세한 기술기준은 

KEPIC-END-3400/IEEE-C37.105를 참조한다. 또한 보호계전기의 전자기파 검증은 

RG 1.180의 규제지침에 따르며 전력서지 내력시험은 KEPIC-EEF-2000/IEEE-C37.90.1

의 기술기준을 참조하여 시험한다. 보호계전기설비에 대한 정전기방전(ESD) 내성

시험은 IEEE Std. C37.90.3 또는 IEC Std. 60255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허용기준에 대한 기술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는 안전에 중

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

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한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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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중요한 기기의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절에 적용할 수 있다. 환경 설계 및 검증을 받아야 하는 이 절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기는 환경 설계 및 검증요건에 만족함을 문서화하여 감사 가능한 형태의 

기록물을 확보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의 요건을 만

족하면 기기가 충분히 높은 신뢰성을 갖고서 모든 예상운전 조건에서 설계 안전기

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으며 적절한 기록이 문서화되어 보관될 것으로 확신한

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에 의해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는 

안전에 중요한 기기의 설계기준이 발전소의 정상 및 사고 운전조건과 함께 발전소 

부지에서 예상되는 가장 심각한 자연재해의 영향과 안전기능의 중요도를 고려해야 

하므로, 이 절에 적용할 수 있다. 환경 설계 및 검증을 받아야 하는 이 절의 적용

범위에 있는 기기는 자연재해로 인한 환경조건 및 스트레스를 검증조건의 일부로 

고려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하면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인한 정상 및 사고조건의 영향들이 환경 설

계 및 검증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적절히 고려된 것으로 확신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냉각재상실사고를 포함한 설계기준사고

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기기는 시설물의 고장과 원전 외부의 사건이나 조건으로 인해 생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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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 움직임과 방출 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으로부

터 보호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는 안전에 중요한 기기가 정상운전․보수 및 시험․예상운전과도 및 냉각재상실사

고를 포함한 설계기준사고 환경조건에 적합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므

로, 이 절에 적용할 수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의 요건을 만족하면 안전에 중요한 기기가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 및 검증되고, 

기기가 정상운전․보수 및 시험․예상운전과도 및 냉각재상실사고를 포함한 설계기준

사고 환경조건에 적합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는 보호계통이 

가상된 악조건(예, 높고 낮은 온도, 압력, 물 또는 방사선)의 환경에서 고장이 나면 

안전한 상태로 진입하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는 보호계통의 

환경 설계 및 검증이 가상된 악조건을 받아 고장이 나면 안전한 상태로 진입하도

록 해야 하므로, 이 절에 적용할 수 있다. 환경 설계 및 검증요건에 따라 이 절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기는 기기의 고장모드를 고려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의 요건을 만족

하면 보호계통 기기의 고장모드가 환경 설계 및 검증절차에 고려된 것으로 확신한

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설계관리“는 사업자가 품질보증

의 대상이 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관련 기술기준과 설계기준을 시방

서․도면․절차서 및 지시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업자는 설계검토․계산 또

는 시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설계의 적합성을 점검하는 등 설계관리를 위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특정한 설계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시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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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사용하는 경우 그 시험계획에 최악의 설계조건에서 당해 설계에 따라 제작된 

시제품에 대한 인증시험을 포함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설계관리“는 특정한 설계 적합

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시험계획에 관한 요건을 포함하므로, 이 절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시험계획은 시제품을 최악의 설계조건에서 수행하는 적합한 검증

시험을 포함해야 한다. 환경검증시험을 받아야 하는 이 절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

기는 시험계획 요건에 따라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설계관리“의 요건을 만족하면 

환경검증절차에 시제품을 최악의 설계조건에서 수행하는 적절한 검증시험을 포함

할 것으로 확신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 “시험관리“는 사업자가 구조물․계
통 및 기기의 정상적인 운전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험이 시험절차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계획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 “시험관리“는 기기가 사용 조건

에서 만족스럽게 기능을 수행하는지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험사항을 명시하고 

설계문서에 포함된 요건과 허용기준을 반영한 시험절차서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관리계획 개발 요건을 포함하므로, 이 절에 적용할 수 있

다. 환경설계 및 검증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받아야 하는 이 절

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기는 시험관리계획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 “시험관리“의 요건을 만족하면 

기기가 사용 조건에서 만족스럽게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험사항을 명시하고 설계문서에 포함된 요건과 허용기준을 반영한 시험절차서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환경설계 및 검증시험을 받아야 하는 기기

에 대한 시험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확신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 “품질보증기록“는 사업자가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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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기록을 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 “품질보증기록“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되어야 할 기록요건을 포함하므로, 

이 절에 적용할 수 있다. 환경 설계 및 검증활동은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

무이므로, 환경설계 및 검증시험을 받아야 하는 이 절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기는 

확인이 가능하고 회수가 가능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 “품질보증기록“의 요건을 만족하

면 환경설계 및 검증시험을 포함하여,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확인이 가능하고 회수가 가능한 기록물이 보관될 것으로 확신한다.

 8.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3호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은 원자로시

설의 주요 안전관련 설비가 평가기준 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이 검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기기의 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목록 및 관리절차 목록

나. 기기검증 방법 및 품질보증

다. 기기고장이 기기검증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기기 검증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

라. 불리한 환경조건으로부터 검증된 기기의 보호대책

마. 검증된 기기의 물리적인 상태와 기능성

바. 기기가 설치된 기간에 취하여진 검증조치기록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3호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은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있어서 기기검증에 관한 세부사항이므로, 이 절에 적용할 수 있다. 

환경 설계 및 검증요건에 따라 이 절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기는 상기 가.항에서 

바.항의 기기의 검증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3호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을 만족하면 

주기적 안전성평가에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차기 10년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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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건에도 견디고 소정의 안전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확인한다.

9. 10CFR50.49,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중요한 전기기기의 검증"은 사업자가 여기에 

기술된 것처럼 가혹한 환경에 있는 안전에 중요한 전기기기의 검증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CFR50.49는 가혹한 환경에 있는 안전에 중요한 전기, 계측 및 제어기기의 환경검

증에 관한 법규를 제시하므로 이 절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법규에서 기술한 환경검

증절차는 기기가 모든 예상운전조건 중에, 심지어 검증수명 동안의 사용 조건에 노

출되어 열화된 후에도 적절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10CFR 50.49의 요건을 만족하면 가혹한 환경에 있는 안전에 중요한 전기, 계측 및 

제어기기가 환경에 검증되어 그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확신한다.

10. 10CFR 50.67, "사고 방사선원"은 1997년 1월 10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는 설계기준 방사선학적 해석에 사용된 사고 방사선원을 개정하기 위해 인허가변

경을 신청해야 하고 발전소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이전에 분석된 설계기준사고 분

석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10CFR 50.67은 사업자에게 설계기준 방사선학적 해석에 사용된 사고 방사선원에 

관하여 한 가지 선택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절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법규

는 설계기준사건에 관한 방사선학적 환경이 검증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환경검

증에 적용한다. 기기가 동작해야 할 사고 환경조건과 기기가 검증되어야 하는 기

간은 가상된 설계기준사건에 사용되는 사고 방사선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

다.

10CFR 50.67의 요건을 만족하면 사고 방사선원에 대한 개정은 그러한 변경에 따

른 분석결과와 안전에 중요한 기기의 환경검증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할 것으로 확

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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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에 기술된 절차에서 특정한 경우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한다.

   상기 I.절에 열거한 각 검토분야에 대한 검토절차는 아래와 같다. 이 검토절차는 상

기 Ⅱ.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 허용기준과 다른 경우 검토자는 사업자가 

제안한 대체방안이 상기 Ⅱ.절, 허용기준의 규제관련 요건들을 어떻게 만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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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검증을 위해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에 기술한 계획을 검토한다. 이 계획

은  상기 II.절에 열거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검토한다. 검토자에게 특히 중요한 사

항은 시험 및 해석절차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다. 만약 기기가 시험할 수 있는 

크기이거나 부분적인 형식시험 자료가 해석상의 가정 및 결론을 도출하는데 적합

하지 않다면 기기를 시험해야 한다. 환경설계 및 검증계획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

도, 사고 및 사고 후 환경조건, 필요한 운전시간, 화학적인 특성, 침수, 경년열화, 

여유도 및 시험결과에 대한 허용기준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2. 운영허가 단계에서 검토자는 신청자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에 기술한 계획

을 다시 검토하며, 그 외에도 시험 및 해석결과를 포함한 환경설계 및 검증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대한 문서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사업자가 나열한 계통과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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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확인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 검토자는 감사가 가능하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완벽한 

형태의 문서, 즉 모든 기계, 전기, 계측 및 제어기기에 대하여 여기서 언급한 요건

에 적합함을 상세하게 기록한 환경설계 및 검증방법에 관한 문서들이 잘 보관되는

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나중에 이러한 문서들이 기기의 교체, 시험 또는 다르게 

검증될 때 개정 및 유지될 것인지를 또한 확인한다.

기기가 상기 Ⅱ.절의 요건을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자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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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설계 및 검증서류와 기록을 감사하고 발전소 현장답사를 통해 검토를 수행한다. 

검토자는 선정된 기기에 대한 시험 절차와 결과를 검토하며, 기기의 배치 및 설치

를 조사하고, 참조된 시험 혹은 해석이 설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한다. 검토

자는 모든 기기의 부품평가작업서(CES)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현장답사 후 

검토자는 추가 검토를 위해 선정된 문서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검토자가 이전의 신청서에서 신청자의 환경설계 및 검증파일과 기록을 검토

하였다면 신청자에게 모든 검증요약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으나 대신 환

경설계 및 검증파일과 기록을 감사할 수는 있다.

 3. 검토자는 환경검증계획이 완벽하게 기술되고 이행 일정이 명시되었음을 확인한다. 

검토자는 계획 및 이행 일정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관련 장의 표(제13장 발전소 

운영)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이 계획의 이행은 인허가조건이므로 추후 검사

한다.

Ⅳ.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출하였는가와 그 검토 및 계산 결과가 안전성

평가보고서(SER)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지를 확인한다. 검토자

는 또한 이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기계, 전기, 계측 및 제어 기기의 환경 설계 및 검증이 적

합하고; 정상운전, 보수, 시험 및 사고조건 등과 같은 환경조건의 영향에 견디며 소

정의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관련 요건, 즉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

한 설계기준“,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 제70조 “설계관리“, 제78조 “시험관리“, 제84조 “품질보증기록“, 원자력안

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3호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10CFR 50.49, “원

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중요한 전기기기의 검증,” 그리고 10CFR 50.67, “사고 방사

선원”을 만족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이 같은 결론은 사업자가 안전에 중요한 기계, 전기, 계측 및 제어기기가 예상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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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뿐만 아니라 정상운전, 사고 및 사고 후 조건에서도 소정의 안전기능을 수행

할 것임을 보증하는 환경설계 및 검증계획을 이행하였을 때 가능하다. 사업자의 환

경설계 및 검증계획은 상기 Ⅱ.절에 명시된 법규, RG 및 산업기술표준의 요건 및 

지침에 따른 것이다.

   신청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제

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26

조 “원자로보호계통“, 제70조 “설계관리“, 제78조 “시험관리“, 제84조 “품질보

증기록“,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3호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10CFR 50.49,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중요한 전기기기의 검증,” 그리고 10CFR 

50.67, “사고 방사선원”의 관련 요건에 따른 환경검증계획과 그 이행을 기술하였다. 

이행 일정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관련 장의 표에(13장) 포함되었고 인허가조건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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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ment Structures for Nuclear Power Generation Stations,"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endorsed by Regulatory Guide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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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12절 KEPIC 코드 등급 1,2,3 배관 및 배관 지지물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범위  

본 안전심사지침의 검토범위는 신청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중 배관계통

의 설계와 해석에 관한 평가결과이다. 배관계통의 설계에는 내진범주 Ⅰ, Ⅱ급 및 비

안전 계통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배관 및 배관 지지물의 설계 검토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배관 해석방법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내진범주 Ⅰ, Ⅱ급 및 비안전 계통에 대한 배관 해

석법을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3.9.2절에 제시된 내진해석 검토범위를 고려하여 

배관 해석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지진해석 및 관련기준보다 배관설계와 배관 지지물에 관련된 많은 기술적 현안

(Issue)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하여 검증된 산업계 관례(practice)와 공학적 고

려사항 등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검토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험적 응력 해석법

      2) 모드 응답 스펙트럼법

      3) 응답 스펙트럼법 - 독립적인 지지물 운동법(Independent Support Mo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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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간 이력법

      5) 비탄성 해석법

      6) 소구경 배관법 (Small Bore Piping Method)

      7) 비내진/내진 연계(Nonseismic/Seismic Interaction) (II/I)

      8) 범주 Ⅰ급 매설배관, 도관 및 터널(Category Ⅰ Buried Piping, Conduits, and 

Tunnels)

    나. 배관 모델링 기법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배관 및 배관 지지물의 모델링에 대한 기준과 절차

를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3.9.2절에 제시된 모델링에 대한 검토범위를 고려하

여 배관 모델링 기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코드 등급 1,2,3 및 비코드(Non-Code) 품목으로 지정된 내진범주 Ⅰ급 배관의 

해석에 사용된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술내용과 검증결과를 검토한다. 

      구체적인 검토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컴퓨터 코드

      2) 동적 배관 모델

      3) 배관 검증 프로그램

      4) 비연성 기준(Decoupling Criteria)

    다. 배관 응력해석 기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배관 응력해석 기준을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3.9.1, 3.9.2, 3.9.3절에 제시된 배관 응력해석 기준에 대한 검토범위를 지침으로 

사용한다. 

      구체적인 검토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진 입력자료

      2) 설계 과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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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중 및 하중조합

      4) 감쇠값

      5) 모드 응답조합

      6) 고주파수 모드(High-Frequency Modes)

      7) KEPIC 코드 등급 1 배관에 대한 피로평가

      8) KEPIC 코드 등급 2,3 배관에 대한 피로평가

      9) 냉각재 배관계통과 연결된 배관의 열진동(Thermal Oscillation)

      10) 열성층

      11) 안전방출밸브 설계, 설치, 시험

      12) 기능수행 능력(Functional Capability)

      13) 관성 및 지진앵커운동(SAM) 효과의 조합

      14) 설계하중으로서의 운전기준지진(OBE)

      15) 용접부착물

      16) 복합구조물(Composite Structure)에 대한 모드 감쇠

      17) 열해석에 대한 온도

      18) 계통간 냉각재상실사고(ISLOCA)

      19) 피로설계곡선에 대한 환경영향

    라. 배관 지지물 설계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배관 지지물 설계법, 절차 및 기준을 검토한다. 안

전심사지침 3.9.3절에 제시된 배관 지지물 설계에 대한 검토범위를 지침으로 사

용한다. 

      구체적인 검토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적용 가능한 코드

      2) 관할 경계(Jurisdictional Boundary)

      3) 하중 및 하중조합

      4) 배관 지지물 기초판 및 앵커볼트 설계

      5) 에너지 흡수체 및 제한장치(Limit Stop) 사용

      6) 방진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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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배관 지지물 강성

      8) 지진 자중 여기(Seismic Self-Weight Excitation)

      9) 강부재(Supplementary Steel) 설계

      10) 마찰력 고려

      11) 배관 지지물 틈새(Gap) 및 간극(Clearance)

      12) 계측관 지지물 기준

      13) 배관 처짐 한계

 검토연계분야

    본 안전심사지침과 연계된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안전심사지침 3.7.2절에 따라 내진 계통 해석 평가결과를 검토한다.

    나. 안전심사지침 3.7.3절에 따라 기기와 지지물의 피로해석에 사용되는 지진 사이

클 지반 입력자료 및 지진 사이클 하중에 대한 평가결과를 검토한다. 

    다. 안전심사지침 3.8.1-3.8.5절에 따라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에 대한 지진 설계 하

중 평가결과를 검토한다. 

    라. 안전심사지침 3.9.1절에 따라 해석에 사용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타당성 검증결

과를 검토한다. 

    마. 안전심사지침 3.9.2절에 따라 계통, 기기, 설비의 동적시험 및 해석의 검증결과

를 검토한다. 

    바. 안전심사지침 3.9.3절에 따라 KEPIC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물 설계의 타당성 검증결과를 검토한다. 

    사. 안전심사지침 3.10절에 따라 발전소 사고시 작동하는 압력방출 장치, 펌프 기

능, 밸브에 대한 설계기준 평가결과를 검토한다. 

    아. 안전심사지침 3.13절에 따라 볼트 및 나사고정구의 건전성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성 검증결과를 검토한다. 

    자. 안전심사지침 5.2.1절에 따라 KEPIC 코드 적용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그

리고 ASME Code 적용시 미국 10 CFR 50.55a를 준수하였는지를 검토한다. 

    차. 안전심사지침 5.2.2절에 따라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압력방출 용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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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수량 및 크기의 타당성 검증결과를 검토한다. 

    카. 안전심사지침 5.4.7절에 따라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연계된 계통 및 기기의 설계

에 대한 평가결과를 검토한다. 

    타. 안전심사지침 6.1.1절에 따라 기기가 노출되는 환경조건 하에서 부식에 따른 

재료열화의 최소화 과정에 대한 평가결과를 검토한다. 

    파. 안전심사지침 6.2.1.2절에 따라 가상배관파단에 따른 부격실(Sub-Compartment) 

차압 해석의 타당성 검증결과를 검토한다. 

    하. 안전심사지침 10.3절에 따라 압력방출 용량에 따른 증기 및 급수계통 밸브의 

수량 및 크기에 대한 검증결과를 검토한다. 

    상세한 허용기준과 검토절차는 관련 안전심사지침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의 관련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및 원자

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

용에 관한 지침”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

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

다. 안전등급 및 등급별 규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및 10 CFR 50 Appendix S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

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

발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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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

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 원

자로냉각재압력경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생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제작·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 원자

로냉각계통과 그와 관련된 보조계통·제어계통·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

운전과도 동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여유도를 가져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

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배관 해석방법

      가. 실험적 응력 해석법

        내진범주 Ⅰ급의 KEPIC 코드 및 비코드 배관계통 설계시 해석적 방법 대신에 

실험적 응력해석 방법이 사용된다면 신청자는 설계 유효성을 입증하는 충분

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실험적 응력해석 방법을 사용하기 이전에 적용범위 

및 적용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출하여 승인받을 것을 권고한다. 

      나. 모드 응답 스펙트럼법

        안전심사지침 3.9.2절 Ⅱ.2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 응답 스펙트럼법 - 독립적인 지지물 운동법

        지지물이 하나 이상일 경우 본 방법을 응답 스펙트럼법 대신 사용할 수 있다. 

NUREG-1061, Volume 4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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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간 이력법

        안전심사지침 3.9.2절 Ⅱ.6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마. 비탄성 해석법

        만약 비탄성 해석법이 배관설계에 사용된다면 신청자는 해석의 유효성을 입

증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비탄성 해석법을 사용하기 이전에 적용

범위, 적용방법 및 허용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출하여 승인받을 것을 

권고한다. 안전심사지침 3.9.1절 Ⅱ.4항에 제시된 비탄성 해석법을 적용한다. 

      바. 소구경 배관법

        안전심사지침 3.9.2절 Ⅱ.2.나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사. 비내진/내진 연계

        안전심사지침 3.9.2절 Ⅱ.2.카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아. 범주 Ⅰ급 매설배관, 도관 및 터널

        안전심사지침 3.7.3절 Ⅱ.12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2. 배관 모델링 기법

      가. 컴퓨터 코드

        안전심사지침 3.9.1절 Ⅱ.2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나. 동적 배관 모델

        안전심사지침 3.9.2절 Ⅱ.2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 배관 검증 프로그램

        규제기관 검증 프로그램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적절히 검증한다.

      라. 비연성 기준

        안전심사지침 3.7.2절 Ⅱ.3.나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3. 배관 응력해석 기준

      가. 지진 입력자료

        안전심사지침 3.7.2절 Ⅱ.5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나. 설계 과도상태

        안전심사지침 3.9.1절 Ⅱ.1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 하중 및 하중조합

        안전심사지침 3.9.3절 Ⅱ.1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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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감쇠값

        안전심사지침 3.9.2절 Ⅱ.2,타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마. 모드 응답조합

        안전심사지침 3.9.2절 Ⅱ.2.마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바. 고주파수 모드

        안전심사지침 3.9.3절 Ⅱ.2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사. KEPIC 코드 등급 1 배관에 대한 피로평가

         KEPIC-MN, “원자력기계”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아. KEPIC 코드 등급 2,3 배관에 대한 피로평가

         KEPIC-MN, “원자력기계”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자. 냉각재 배관계통과 연결된 배관의 열진동

        열성층, 사이클 등에 민감한 배관계통의 규명·평가시 NRC Bulletin(이하 

“BL”) 88-08에 제시된 운전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을 적용한다.

      차. 열성층

        열성층에 민감한 수평 장배관을 확인·평가시 NRC BL 79-13, BL 88-11에 제

시된 운전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을 적용한다.

      카. 안전방출밸브 설계, 설치, 시험

        안전심사지침 3.9.3절 Ⅱ.2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타. 기능수행 능력

        배관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NUREG-1367(배관계통의 기능수행 능력)에 제

시된 허용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대체기준은 사안별(case-by-case)로 검토될 

것이다.

      파. 관성 및 지진앵커운동 효과의 조합

        포락 지지물 운동해석(Enveloped Support Motion Analysis)의 경우 안전심사지

침 3.9.2절 Ⅱ.2.사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독립적인 지지물 운동해

석의 경우 NUREG-1061, Volume 4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하. 설계하중으로서의 운전기준지진

        10 CFR 50 Appendix S에 따라 운전기준지진 지반운동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

하다. 이에 대한 상세기준은 NUREG-1503(ABWR 설계인증과 관련된 최종안전

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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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용접부착물

        배관에 용접되는 지지물 부재, 연결재 또는 부착물은 예상하지 못한 하중조건 

하에서 파손되더라도 배관 압력경계의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

해야 한다. 신청자는 용접부착물 설계시 코드케이스(Code Case)를 사용할 수 

있다. 허용 코드케이스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84에 제시되어 있

다.

      너. 복합구조물에 대한 모드 감쇠

        안전심사지침 3.7.2절 Ⅱ.13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더. 열해석에 대한 온도

        신청자는 무응력 기준온도(Stress-Free Reference Temperature) 부근 온도에

서 작동하는 배관계통에 대한 열팽창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응력

중위 기준온도는 21℃(=70°F)로 정의한다. 만약 열팽창 해석을 수행하지 않

았다면 신청자는 이에 대한 정당성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정당성 입증자

료는 사안별로 검토될 것이다. 

      러. 계통간 냉각재상실사고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격리파손으로 인하여 저압배관계통에 과압이 작용할 

경우 이로 인하여 격납건물 밖의 저압배관의 파열을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 

Commission Papers(SECY)-90-016('90.01.12)에 대응하여 발행한 미국 NRC 

Staff Requirements Memoranda(이하 “SRM”, '90.01.26)에 제시된 기준이 적

용 가능하다. 

      머. 피로설계곡선에 대한 환경영향

        RG 1.207에 제시된 지침을 적용한다.

    4. 배관 지지물 설계

      배관계통 지지물은 모든 하중조합 하에서도 배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

한 안전 여유도를 제공해야 한다. 

      가. 적용 가능한 코드

        KEPIC-MN 등급 1,2,3 배관 지지물 설계시 KEPIC-MNF 설계요건을 따라야 한

다. 

      나. 관할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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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 지지물과 연결부착위치 사이의 관할 경계는 KEPIC-MNF를 따라야 한다.

      다. 하중 및 하중조합

        안전심사지침 3.9.3절 Ⅱ.1절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한다.

      라. 배관 지지물 기초판 및 앵커볼트 설계

        배관 지지물 기초판 및 앵커볼트 설계는 NRC BL 79-02, Rev. 2에 제시된 지

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마. 에너지 흡수체 및 제한장치 사용

        평가는 일반적으로 배관 및 배관 지지물의 반복 응답 스펙트럼 해석으로 구

성된다. 해석은 사안별로 검토한다. 

      바. 방진기 사용

        안전심사지침 3.9.3절 Ⅱ.3절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사. 배관 지지물 강성

        안전심사지침 3.9.3절 Ⅱ.3절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아. 지진 자중 여기

        배관 지지물의 지진 여기에 의하여 유발되는 하중의 경우, 안전심사지침 3.9.3

절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자. 강부재 설계

        배관 지지물에 사용되는 구조 강재의 설계는 KEPIC-MNF 설계요건을 따라야 

한다. 

      차. 마찰력 고려

        가이드(Guide) 또는 상자형 지지물과 같은 미끄럼 형태의 지지물 설계시 배관 

지지물에 의하여 유발되는 마찰력을 평가해야 한다. 신청자는 평가에 사용된 

마찰계수를 제시해야 하며, 제시된 마찰계수는 사안별로 검토될 것이다. 

      카. 배관 지지물 틈새 및 간극

        일반적으로 프레임 형태의 지지물의 간극은 좁다. 배관의 반경방향 열팽창 및 

배관 회전에 대하여 간극을 허용한다. 이 간극은 온도와 압력에 의하여 야기

되는 배관의 직경방향 열팽창을 고려해야 한다. 배관과 지지물 사이의 최소간

극에 대한 허용기준은 사안별로 검토한다. 

      타. 계측관 지지물 기준

        KEPIC-MNF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파. 배관 처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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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물 위치에서 설계하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관의 허용가능 처짐량은 

배관이 처짐으로써 지지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

은 사안별로 검토하며, 이를 배관 지지물(제한장치(Limit Stop), 방진기, 봉, 행

거, 스웨이 스트러트(Sway Strut))에 적용한다. 

Ⅲ. 검토절차

  본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만일 신청자가 대체기준

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제시된 대체기준에 관련 규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허용 

가능한 방법이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기기와 연결된 배관계통, 배관 및 관련 지지물은 모든 하중조합 하에서 기기의 기능

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 여유도를 제공해야 한다. 

  1. 배관 해석방법

    가. 실험적 응력 해석법

      실험적 응력 해석의 적용범위, 상세 해석방법 및 절차를 검토한다. 내진범주 Ⅰ

급 KEPIC 코드 및 비코드 배관계통 설계시 해석적 방법 대신에 실험적 응력해

석 방법이 사용된 경우, 설계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실험적 응력 해석법은 

KEPIC-MNZ, 부록 II, "실험적 응력해석"을 따라야 한다. 

    나. 모드 응답 스펙트럼법

      안전심사지침 3.9.2절 Ⅲ.2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다. 응답 스펙트럼법 - 독립적인 지지물 운동법

      모든 범주 Ⅰ급 배관 및 지지물에 대한 해석(즉, 응답 스펙트럼)의 독립적인 지

지물 운동법에 관하여 적용 가능한 기준을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해석에 사용

된 기준이 NUREG-1061, Volume 4에 주어진 허용기준과 일치함을 확인한다.

    라. 시간 이력법

      안전심사지침 3.9.2절 Ⅲ.2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마. 비탄성 해석법

      안전심사지침 3.9.1절 Ⅲ.4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바. 소구경 배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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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심사지침 3.9.2절 Ⅲ.2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사. 비내진/내진 연계법

      안전심사지침 3.9.2절 Ⅲ.2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아. 범주 Ⅰ급 매설배관, 도관 및 터널

      안전심사지침 3.7.3절 Ⅲ.12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2. 배관 모델링 기법

    가. 컴퓨터 코드

      안전심사지침 3.9.1절 Ⅲ.2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나. 동적 배관 모델

      안전심사지침 3.7.2절 Ⅲ.2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다. 배관 검증 프로그램

      검증 프로그램에 따라, 규제기관은 전형적인 배관 설계를 대표할 수 있는 배관

계통에 대한 일련의 수학적 모델을 구축한다. 이러한 수학적 모델을 컴퓨터 응

력해석 프로그램의 입력 자료로 사용한다. 또한 검증된 동적해석법과 대표적인 

하중을 이용하여 수학적 모델을 해석한다. 신청자의 고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얻은 결과와 규제기관 결과를 상호 비교한다. 

      각각의 검증 문제에 대하여 모드 주파수, 최대 배관 모멘트, 최대 지지물 하중, 

최대 기기 노즐 하중 및 최대 처짐이 규제기관 검증 프로그램에 기술된 허용치

를 만족해야 한다. 

    라. 비연성 기준

      다른 배관계통의 지지물과 연계된 배관계통 해석을 검토한다. 해석에 사용될 수

학적 모델을 개발하는 경우, 검토자는 긴 배관(Larger Run Line)으로부터 작은 

분기관(Small Branch Line)을 분리하기 위하여 모델 크기를 제한해야 한다. 큰 

배관이 작은 배관을 지지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전체 배관계통의 결합된 동적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작은 배관을 해석하는데 사용되는 큰 배관으로부터 입력 자료를 받아 2개의 부

분으로 배관계통으로 가정하는 방법이다. 본 안전심사지침 Ⅱ.4장(배관 지지물 

설계)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3. 배관 응력해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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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진 입력자료

       안전심사지침 3.9.2절 Ⅲ.2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나. 설계 과도상태

       안전심사지침 3.9.1절 Ⅲ.1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다. 하중 및 하중조합

       안전심사지침 3.9.3절 Ⅲ.1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라. 감쇠값

       안전심사지침 3.9.2절 Ⅲ.2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마. 모드 응답조합

       안전심사지침 3.9.2절 Ⅲ.2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바. 고주파수 모드

       안전심사지침 3.9.2절 Ⅲ.2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사. KEPIC 코드 등급 1 배관에 대한 피로평가

       안전심사지침 3.9.3절 Ⅲ.1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아. KEPIC 코드 등급 2,3 배관에 대한 피로평가

       안전심사지침 3.9.3절 Ⅲ.1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자. 냉각재 배관계통과 연결된 배관의 열진동

       열진동, 사이클 등에 민감한 배관계통에 대한 설명절차를 검토한다. 또한 배관

계통 건전성을 보증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프

로그램에는 배관계통의 열진동, 사이클 등의 사항과 NRC BL 88-08의 권고사항

을 기술해야 한다.

    차. 열성층

       열성층에 민감한 배관계통에 대한 설명절차를 검토한다. 또한 배관계통 건전성

을 보증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NRC BL 79-13 및 BL 88-11의 권고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카. 안전방출밸브 설계, 설치, 시험

       안전심사지침 3.9.3절 Ⅲ.2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타. 기능수행 능력

       안전심사지침 3.9.3절 Ⅲ.1.다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파. 관성 및 지진앵커운동 효과의 조합

       단일 구조물 내에서 배관이 여러 지점에서 지지되거나 구조물을 분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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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부착되는 경우, 배관해석이 지진관성하중뿐만 아니라 지지물과 앵커(지진

앵커운동)에서 관련 건물 움직임의 효과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관 설계를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3.9.2절 Ⅱ.2.사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이 적

용 가능하며, NUREG-1061, Volume 4에 제시된 대체 허용기준이 사용될 수 있

다. 

    하. 설계하중으로서의 운전기준지진

       단일 지진 설계와 관련된 지진 사이클과 지진앵커운동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

용된 설계기준을 검토한다. 10 CFR 50, Appendix S는 운전기준지진 지반운동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안전심사지침 3.9.2절 Ⅱ.3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

용한다.

    거. 용접부착물

       KEPIC 코드에 부합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지물 부재, 연결재 또는 배관 부착

물에 사용된 설계, 기준 및 절차를 검토한다. 허용 가능한 코드케이스는 RG 

1.84에 제시되어 있다. 

    너. 복합구조물에 대한 모드 감쇠

       연성계통(Coupled System) 모델의 다른 요소(Element)에서 감쇠를 설명하는 절

차와 해석을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3.7.2절 Ⅱ.13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

한다. 

    더. 열해석에 대한 온도

       배관계통 열해석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기준을 검토한다. 신청

자는 기준에 대한 기술적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러. 계통간 냉각재상실사고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와 접하고 있는 저압배관계통이 원자로냉각재 압력을 지

탱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저압배관계통의 설계 특성을 검토한다. 

    머. 피로설계곡선에 대한 환경영향

       피로설계곡선에 대한 환경영향이 기술되어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배관계

통 기기의 피로해석에 대한 설계기준을 검토한다. RG 1.207에 제시된 지침을 

적용한다. 

  4. 배관 지지물 설계

    가. 적용 가능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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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심사지침 3.9.3절 Ⅲ.1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나. 관할 경계

       KEPIC-MNF 요건에 부합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배관 지지물과 연결부착위치 사

이의 관할 경계를 검토한다. 

    다. 하중 및 하중조합

       안전심사지침 3.9.3절 Ⅲ.1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라. 배관 지지물 기초판 및 앵커볼트 설계

       NRC BL 79-02, Rev. 2와 일치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배관 지지물 기초판의 설

계를 검토한다. 

    마. 에너지 흡수체 및 제한장치사용

       설계기준이 충분한 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에너지 흡수체 및 제한장치 설계를 검토한다.

    바. 방진기 사용

       배관 지지물로써 사용된 방진기에 대하여 설계기준, 해석 고려사항, 모델링 기

법, 운전 및 성능 시험, 유지보수 규격을 검토한다. 검토목적은 안전성분석보고

서에 안전심사지침 3.9.3절 Ⅱ.3(b)항 (1)~(6)에 제시된 기준을 설명하는 충분한 

논의 및 약속사항을 포함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사. 배관 지지물 강성

       안전심사지침 3.9.3절 Ⅲ.3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아. 지진 자중 여기

       지진 자중 여기 하중으로서 배관 지지물과 잡다한 강재의 질량을 평가하기 위

하여 사용된 절차를 검토한다.

    자. 강부재 설계

       KEPIC-MNF 요건에 따라 설계됨을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 구조강재의 설계에 

사용되는 절차를 검토한다. 

    차. 마찰력 고려

       배관 지지물에 의하여 유발되는 마찰하중을 고려하기 위하여 미끄럼 형태의 

지지물 해석에 사용된 절차를 검토한다. 원자력산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찰

계수가 타당한 값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찰계수를 검토한다.

    카. 배관 지지물 틈새 및 간극

       배관의 온도와 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서술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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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과 지지물 사이의 최소간극에 대한 설계평가 절차를 검토한다.

    타. 계측관 지지물 기준

       안전심사지침 3.9.3절 Ⅲ.3절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파. 배관 처짐 한계

       신청자가 기준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지물 위치에서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에 대하여 허

용가능한 배관 처짐량을 결정하는 절차를 검토한다. 

Ⅳ.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와 검토와 계산이 다음과 같은 형태의 

결론을 뒷받침하는지를 검증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검토자는 특정설계 및 하중의 운전조합이 KEPIC 코드 등급 1,2,3 배관계통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

21조, 제22조 및 KEPIC Code 적용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

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그리고 ASME Code 적용시 미

국 10 CFR 50.55a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신청자는 해석결과와 시험측정값을 서로 연계하기 위하여 품질보증프로그램을 제시

하였다. 프로그램은 실험 및 해석 결과의 적합성을 설명하는 만족할 만한 근거로 구

성한다. 신청자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품질규격에 따라 설계․시험된 배관

계통에 대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

격” 요건을 만족하였다. 

  신청자는 안전에 중요한 계통과 기기에 대하여 설계 및 해석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

였다. 이러한 계통 및 기기는 지진 또는 안전정지지진 효과를 가지는 정상 및 가상

사고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및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요건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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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는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설계하중에 지진사고를 고려함으로써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와 제

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및 10 CFR 50, Appendix S 관련요건을 만

족하였다.

  

  신청자는 정상운전 동안 설계조건을 초과하는 상황이 없다는 것과 급격한 파손진행 

및 파열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였다. 신청자는 허용 가능한 진동, 열팽창 및 동적효과 시험프로

그램을 제공하였다. 해당 시험프로그램은 특정 고에너지배관(중에너지배관 포함), 모

든 관련된 계통, 구속물/지지물에 대한 기동과 최초운전 동안에 수행된다. 따라서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및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에 관한 요건을 만족하였다. 

신청자는 안전에 중요한 배관계통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 제13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 및 KEPIC Code 적용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그리고 

ASME Code 적용시 미국 10 CFR 50.55a 요건을 만족하였으며, 이러한 계통은 안전기

능의 중요도에 걸맞은 품질규격에 따라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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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13절 나사고정구-안전등급 1, 2, 3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안전심사지침은 나사고정구(즉, 볼트, 스터드, 너트 등)의 재료 선정, 설계, 검사 

및 시험과 관련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기준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한 절차

를 제시한다. 본 안전심사 지침의 검토범위에는 안전등급 1, 2, 3기기에 적용하는 나사

고정구에 한정한다. 세부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설계

가. 재료 선정 : 안전등급 1, 2, 3으로 분류된 나사고정구의 재료 선정에 관한 내용

을 검토한다. 

나. 재료 시험 및 특수 공정(special process) : 안전성분석보고서(SAR)의 내용 중, 

안전등급 1, 2, 3으로 분류된 나사고정구의 제작에 관한 내용과 운전 중 나사

고정구에 발생할 수 있는 응력부식균열 혹은 재료열화의 다른 현상을 완화시

키기 위해 사용된 특수 공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 또한, 나사고정구 재료 

선정 및 제작시 꼭 고려되어야 할 환경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환경 영향

에 대한 검토는 기계식 체결부에 사용된 윤활제(lubricants) 및 표면 처리

(surface treatment)에 대한 내용, 그리고 윤활제/표면처리와 나사고정구 재료와

의 적합성(compatibility)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다. 페라이트계(ferritic) 재료의 파괴인성 요건 : 페라이트계(탄소강 혹은 저합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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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로 제작된 나사고정구의 파괴인성시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

라. 제작검사 : 안전등급 1, 2, 3 볼트, 스터드 및 너트에 대한 제작검사가 

KEPIC-MN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마. 품질기록 : 나사고정구 재질을 보증할 수 있는 재료시험성적서(CMTR)의 작

성·유지와 관련된 내용이 KEPIC-MN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2. 가동전검사(preservice inspection) 및 가동중검사(inservice inspection) 요건 : 가동

전검사 및 가동중검사에 대한 내용이 KEPIC-MI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 적합

한지를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안전등급 1, 2, 3 나사고정구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안전등급 1, 2, 3 나사고정구의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5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구조용 볼트(structural bolt)의 재료 선정, 제작, 설계, 설치, 시험 및 검사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8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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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 안전에 중

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 원자

로냉각재압력경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생

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제작·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취급·저장 및 운송” : 사업자

는 자재 및 장비를 취급·저장·세척 및 출하하는 경우 작업지시서와 검사지시서

에 따라 품목의 손상 또는 변질을 방지하여야 한다. Regulatory Guide(이하 “RG") 

1.37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척(cleaning) 기준을 나사고정구에 적용함으로써 오염물

질이 나사고정구의 재질을 변질시켜 열화 및 손상기구에 대한 취약성을 가속화시

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5. 10 CFR Part 50, Appendix G :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내 기기의 파괴인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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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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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설계 

가. 재료 선정 : 나사고정구의 재료는 나사고정구의 안전등급에 따라 

KEPIC-MNA-1220 및 MNX-2128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원자로 용기 스터드

의 재료는 RG 1.65를 만족해야 한다.

나. 재료 시험 및 특수 공정 : 나사고정구의 재료 물성 시험에 대한 기준(criteria)

은 KEPIC-MDF에 제시되어 있다. 만약 신청자가 안전등급 1, 2, 3 기기에 대하

여 표 3.13-1에 제시된 KEPIC-MN의 해당 요건을 적절히 명시하였다면 페라이

트계 재료(탄소강, 저합금강, 담금질 및 뜨임 처리된 강)로 제작된 나사고정구

의 재료 열처리 및 인장시험 시편 준비에 대한 기준은 허용가능하다. 만약 재

료 규격(material specification)에 제시된 재료 시험 기준과 KEPIC-MNX-2200의 

요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KEPIC-MNX-2200의 요건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기계식 체결부에 사용되는 윤활제와 밀봉재, 기계식 체결부와 접촉하는 유체 및 

금속·비금속(단열재 포함)은 나사고정구의 재질과 적합해야 한다. 또한, 나사고정

구를 사용한 기계식 체결부는 갈바닉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페라이트계 재질의 파괴인성 요건 : 만약 신청자가 안전등급 1, 2, 3 기기에 대

하여 표 3.13-1에 제시된 KEPIC-MN의 해당 요건을 적절히 명시하였다면 페라

이트계 볼트, 스터드 및 너트의 파괴 인성은 허용가능하다. 원자로냉각재 압력

경계에 사용되는 페라이트계 볼트, 스터드 및 너트(즉, 저합금강 또는 탄소강 

재료로 만들어진 볼트, 스터드, 너트)는 10 CFR Part 50, Appendix G의 요건도 

만족해야 한다. 

라. 제작검사 : 만약 신청자가 안전등급 1, 2, 3 기기에 대하여 표 3.13-1에 제시된 

KEPIC-MNX-2580을 적절히 명시하였다면 나사고정구에 대한 제작검사 기준은 

허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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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안전등급 1 요건 안전등급 2 요건 안전등급 3 요건

재료 선정 MNA-1220, MNB-2128 MNA-1220, MNC-2128 MNA-1220, MND-2128

열처리 및 

재료시험

열처리 MNB-2210 MNC-2210 MND-2210

시험시편 MNB-2221, MNB-2224.3 MNC-2221, MNC-2224.3 MND-2221, MND-2224.3

파괴인성

충격시험 MNB-2311 MNC-2311 MND-2311

시험방법 MNB-2321 MNC-2321 MND-2321

시험시편 MNB-2322 MNC-2322 MND-2322

허용기준 MNB-2333 MNC-2332.3 MND-2333

충격시험 

횟수
MNB-2345 MNC-2345 MND-2345

재시험 MNB-2350 MNC-2352 MND-2352

시험장비

교정
MNB-2360 MNC-2360 MND-2360

제작검사 MNB-2580 MNC-2580 MND-2580

자재시험성적증명서

(CMTR)
MNA-6400 MNA-6400 MNA-6400

표 3.13-1 나사고정구 재료 선정 및 시험에 대한 전력산업기술기준

마. 품질기록 : 신청자는 나사고정구의 재료시험성적서를 기록 및 보유해야 한다. 

재료시험성적서에는 파괴인성을 포함한 재료 물성 시험과 함께 재료 규격을 

명시해야 하고, 특정 재료 규격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2. 가동전검사 및 가동중검사 : 만약 신청자가 안전등급 1, 2, 3 기기에 대하여 표 

3.13-2에 제시된 KEPIC-MI의 해당 요건을 적절히 명시하였다면 나사고정구에 대한 

가동전검사 및 가동중검사에 관한 내용은 허용가능하다. 

 *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적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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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형 안전등급 1 요건 안전등급 2 요건 안전등급 3 요건

압력유지볼트

비파괴검사

표 MIB 2500-1

 - 검사범주 B-G-1 : 직경 2

인치를 초과하는 압력유

지 볼트류

 - 검사범주 B-G-2 : 직경 2

인치 이하의 압력유지 볼

트류 

표 MIC 2500-1

 - 검사범주 C-D : 직경 2인

치를 초과하는 압력유지  

볼트류 -

계통압력시험
표 MIB 2500-1

검사범주 B-P

표 MIC 2500-1

검사범주 C-H

표 MID 2500-1

검사범주 D-B

표 3.13-2 나사고정구 가동중검사에 대한 전력산업기술기준

*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적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

자가 제안한 대안이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

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설계 

가. 재료 선정 : KEPIC-MNA-1220 및 MNX-2128은 나사고정구 재료를 선정하기 

위한 허용가능한 기준을 제시한다. 안전등급 1, 2, 3 기기에 사용되는 나사고정

구의 재료물성은 KEPIC-MD에서 제공한다. 안전등급 1, 2, 3 나사고정구의 재

료 선정에 적용가능한 KEPIC-MN 요건은 표 3.13-1을 참고한다. 

KEPIC-MNB-2128에 따라 와셔의 사용여부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와셔가 

사용될 경우, 와셔는 너트와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1) 안전등급 1 나사고정구 : KEPIC-MNA-1220 및 MNB-2128은 안전등급 1 나

사고정구의 재료 선정 기준을 제공한다. MNB-2128은 안전등급 1 볼트 및 

스터드 재료가 KEPIC-MDP, 부록 IV에 수록된 규격 중 한 가지를 만족할 것

을 요구하고 있으며, 너트의 재료는 MDF A 194 또는 MDP, 부록 IV에 수록

된 규격 중 한 가지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신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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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MDP, 부록 IV에 수록된 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적격성(suitability) 연구를 수행하고, 규제기관에 기승인된 전례(precedents)와

의 비교·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검토자는 이러한 재료의 사용 가능 결정 

또는 사용 불가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원자로 용기 스터드 볼트 재료 선정은 RG 1.65를 만족해야 한다. RG 

1.65의 C.1은 KEPIC-MNB-2128에 제시된 재료 규격과 일치하나 범위(Scope) 

측면에서 MNB-2128 보다 더욱 제한적이다.

 2) 안전등급 2, 3 나사고정구 : KEPIC-MNA-1220 및 MNC-2128은 안전등급 2 

나사고정구의 재료 선정 기준을 제공한다. 안전등급 3 나사고정구 재료 선

정 기준은 KEPIC-MNA-1220 및 MND-2128에 제시되어 있다. MNC-2128 및 

MND-2128은 안전등급 2, 3 볼트 재료가 KEPIC-MDP, 부록 III에 수록된 규

격 중 한 가지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너트의 재료는 MDF A 194 

또는 MDP, 부록 III에 수록된 규격 중 한 가지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나. 재료 시험 및 특수 공정

 1) 나사고정구의 기계적 물성 시험(mechanical testing)에 대한 기준은 

KEPIC-MDF에 제시되어 있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각 나사고정구 형식(type)

에 따라 KEPIC-MDF에 적합한 기계적 물성 시험을 명시하였는지를 검토해

야 한다. 표 3.13-1은 페라이트계 재료에 대한 재료 열처리 및 인장시험 시

편 준비에 적용 가능한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기

계적 물성 시험에 대한 재료 규격의 기준과 KEPIC-MNX-2200의 기준이 일

치하지 않을 경우, KEPIC-MNX-2200의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2) 검토자는 신청자가 원자로 용기 스터드 볼트에 대하여 RG 1.65에 제시된 지

침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검토자는 신청자의 특수 공정 

수행 여부를 검토한다. 여기서, 특수 공정은 표면 처리 방법, 도금 방법, 또

는 스터드 볼트에 사용된 윤활제가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예상운전온도

에서 원자로 용기 스터드 재료와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공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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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3) 나사고정구에 사용된 윤활제 및 밀봉재는 나사고정구의 재질과 적합해야 한

다. 예를 들면, Molybdenum sulfide가 포함된 윤활제는 저합금강의 부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자는 윤활제 

또는 밀봉재의 적합성에 대한 기술적인 근거자료(산업계 동향, 경험 및 기타 

근거 자료 포함)를 제시해야 한다. 윤활제 선정에 대한 지침은 NUREG- 

1339에 제시되어 있다.

  나사고정구를 사용한 기계식 체결부는 갈바닉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기계식 체결부에 사용된 재료들(나사고정구의 

재료, 나사고정구와 접촉하는 금속·비금속 재료 등)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사용된 재료들이 서로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근거자료(산업계 

동향, 경험 및 기타 근거 자료 포함)를 제시해야 한다.  

 4) 검토자는 신청자가 RG 1.37의 유체 계통 및 관련 기기의 세정(cleaning)을 위

한 품질보증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검토한다. 또한, 신청자가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또는 니켈 합금으로 제작된 기기의 응력부식균열 발생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RG 1.37에 제시된 방법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다. 페라이트계 재질의 파괴인성 요건 : 검토자는 페라이트계 볼트, 스터드 및 너

트의 파괴인성이 KEPIC-MN에 따라 확보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1) 안전등급 1 나사고정구 : 검토자는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사용되는 페라

이트계 볼트, 스터드, 너트 등의 파괴인성이 10 CFR Part 50, Appendix G, 

IV.A의 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한다. 10 CFR Part 50, Appendix G, IV.A의 요

건 중 일부는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사용되는 페라이트계 재료가 

KEPIC-MN에 제시된 페라이트계 재료의 파괴인성 기준을 만족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2) 안전등급 2 나사고정구 : 검토자는 안전등급 2 페라이트계 볼트, 스터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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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등의 파괴인성이 KEPIC-MNC-2300의 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한다. 

 3) 안전등급 3 나사고정구 : 검토자는 안전등급 3 페라이트계 볼트, 스터드, 너

트 등의 파괴인성이 KEPIC-MND-2300의 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한다. 

라. 제작검사 : 검토자는 신청자가 안전등급 1, 2, 3 기기에 사용된 나사고정구의 

검사 기준을 KEPIC-MN에 따라 선정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볼트, 스터드 및 너

트에 대한 적절한 제작검사 기준은 표 3.13-1을 따른다. 안전등급 1 나사고정

구에 대해서는, KEPIC-MNB-2580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작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1) 육안검사 : 볼트, 너트, 스터드의 헤드부, 나사부(thread), 생크부(shank)

 2) 자분탐상검사(페라이트계 재질에 한함) 또는 침투탐상검사 : 호칭치수 1 인

치를 초과하는 볼트, 스터드, 너트

 3) 초음파탐상검사 : 호칭치수 2 인치를 초과하는 볼트, 스터드, 너트. 호칭치수 

4 인치를 초과하는 볼트, 스터드 및 너트에 대해서는 MNB-2585 및 2586에 

따라 초음파탐상검사를 수행한다.

마. 품질 기록 : 검토자는 신청자가 나사고정구의 재료시험성적서(CMTR)를 기록·

보유할 것임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검토자는 신청자가 화학 분

석 시험(즉, 합금 원소), 물리적 물성 시험 등의 기록을 재료시험성적서에 포함

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 가동전검사 및 가동중검사 : 검토자는 신청자가 KEPIC-MI(ASME Sec. XI)에 따라 

안전등급 1, 2, 3 기기에 사용된 나사고정구 및 기계식 체결부에 대한 가동전검사 

및 가동중검사를 수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KEPIC-MI 적용시, 원자

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별표 2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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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나사고정구 건전성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 나사고정구 건전성 프로그램이 NUREG-1339에 제시된 지침을 만

족하는지를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1. 안전등급 1, 2, 3 나사고정구의 재료 선정, 설계, 제작검사, 시험 및 기록에 대한 

사항이 KEPIC-MN, MD 및 RG의 요건을 만족한다.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적용은 비

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전면 파손(gross failure)에 대한 극히 낮은 

확률을 보장해 준다. 따라서, 신청자가 제출한 안전등급 1, 2, 3 나사고정구의 재료 

선정, 설계, 제작검사, 시험 및 기록에 관한 내용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만족한다. 

 2. KEPIC 및 ASME Code에 제시된 파괴인성요건과 10 CFR 50 Appendix G의 파괴인

성요건은 안전등급 1, 2, 3 기기에 사용된 나사고정구의 무연성 거동(nonductile 

behavior) 또는 급속한 파단에 대한 적절한 안전 여유도(safety margin)를 보장해준

다. 신청자는 이와 같은 파괴인성요건을 만족하였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규정을 만족한다.

 3. 신청자는 나사고정구에 사용된 특수 공정 등을 명시하였다. 나사고정구에 사용된 

특수 공정 방법이 KEPIC-MN의 나사고정구 재료 및 제작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

였으므로 신청자가 제시한 특수 공정 방법은 사용가능하다.

 4. 나사고정구 재료는 체결될 기기의 재료와 적합성을 가진다. 윤활제와 밀봉재는 체

결될 기기의 재료 및 배관 계통 유체와 적합성을 가진다. KEPIC-MN에 따른 재료 

선정 및 시험은 나사고정구의 일반 부식 수준을 허용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

다.  신청자는 나사고정구 재료와 체결될 기기의 재료, 나사고정구 재료와 배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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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유체, 그리고 나사고정구 재료와 윤활제/밀봉재 간의 적합성에 대한 충분한 증

거 자료를 제공하였고, 전력산업기술기준을 만족함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신청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을 만족한다. 

 5. 응력부식균열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물의 제거에 관한 신청자의 관리 절차는 RG 

1.37의 지침에 적합하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의 규정

을 만족한다. 

 6. 신청자의 나사고정구에 대한 가동전검사 및 가동중검사 프로그램은 전력기술기준 

MI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

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의 규정을 만족하므로 허용가능하다.

 7. 신청자가 제시한 나사고정구 건전성 프로그램은 NUREG-1339에 제시된 지침을 만

족하므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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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in Nuclear Power Plants.“

 15. NUREG-1339, “Resolution of Generic Safety Issue 29 : Bolting Degradation or 

Failure in Nuclear Power Plants.“ 

 16. EPRI NP-5067, Volume I (Large Bolt Manual), “Good Bolting Practices-A 

Reference Manual for Nuclear Power Plant Maintenance Personnel.“ 

 17. EPRI NP-5067, Volume II (Small Bolt Manual), “Good Bolting Practices-A 

Reference Manual for Nuclear Power Plant Maintenance Personnel.“ 

 18. EPRI NP-5769, Volume I and II, “Degradation and Failure of Bolting in Nuclear 

Power Plant.”

 19. 10 CFR Part 50, Appendix G, “Fracture Toughness Requirements.“

 20. Standard Review Plan Section 3.13, “Threaded Fasteners - ASME Code Class 1, 

2, 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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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3.2.2-1  계통 및 등급분류와 품질기준 적용을 위한 보조지침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보조지침

안전심사지침 본 부록에서는 안전성에 중요한 유체계통 기기의 품질등급 분류에 대하

여 Regulatory Guide(이하 "RG") 1.26에 제시된 지침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지침을 제

시하고 있다. 

1. 등급분류 및 품질기준 적용에 추가된 지침

계 통 또 는 기 기 품 질 그 룹 참 고 자 료

 

 1. 가연성 기체 제어계통

 2. 안전기능수행에 필요한 압축

   공기계통

 3. 격납건물 격리계통

  - 관련 배관 및 격리밸브를 포함

한 관통부

  - 계측도관 격납건물 관통부

  - 격납건물내부 폐계통을 포함한 

    격리방벽

  - 격납건물외부 폐계통을 포함한

    격리방법

  - 우회누설을 배제하기 위한 경계 

    로 제시된 이차격납건물 폐계통

      B⑴

      C

      A/B⑵

      A/B⑵

      B⑶

      B⑵

     

      B⑵

      B⑷

  RG 1.7

  안전심사지침 9.3.1절

  안전심사지침 6.2.4절

  RG 1.141

  RG 1.11

  안전심사지침 6.2.4절

  안전심사지침 6.2.4절

  부록 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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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비상 디젤엔진

  - 연료 저장 및 이송계통

  - 냉각수 계통

  - 시동 계통

  - 윤활 계통

  - 연소공기 흡입 및 배기계통

 5. 기기 및 바닥 배수계통

 6. 공학적 안전설비로 고려될 

    가스처리계통

 7. 제어실 및 공학적인 안전설비 

   지역의 환기계통

 8.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관련 기기 

   및 차단밸브

 9.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

 10. 안전관련 계측 신호용 도입배

관

 11. 최종 열제거원 및 보조계통

      C⑸

      C

      C

      C

      C

      C⑹

      B

      C

      ⑺

      

      ⑻

      B,C⑼

      C⑽

 

 RG 1.137

  

  안전심사지침9.3.3절

  Generic Letter(이하 

“GL") 90-06

  RG 1.143

  RG 1.151

  안전심사지침 9.2.5절,

  RG 1.72

⑴ RG 1.7은 격납건물내의 가연성기체 제어에 대한 허용방법을 기술한다. 이 지침의 

규제방침 C.3은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의 적절한 등급분류를 품질등급 B로 기술한다.

⑵ 안전심사지침 6.2.4절은 격납건물 격리계통의 등급분류에 관한 지침을 포함한다. 격

납건물 격리계통 기기(예, 격리방벽)는 만일 기기 기능이 품질등급 A기준을 적용한

다는 언급이 없으면 통상적으로 품질등급 B로 분류된다. 안전심사지침 6.2.4절에서 

인용된 RG 1.11 및 1.141은 유체계통의 격납건물격리에 대한 요건에의 부합여부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한다.

⑶ RG 1.11은 계측배관에 대한 격납건물격리 설계요건 이행에 사용될 수 있는  적절

한 근거를 기술한다. 규제방침 C.1.c는 일차 원자로 격납건물과 연결되거나 관통하

는 보호계통 계측배관은 자동운전 또는 원격운전을 할 수 있는 격리밸브가 있어야 

하며, 격납건물 외부에 실질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가까이 위치해야 한다.  규제

방침 C.1.d는 이와 같은 도입관은 보수적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밸브를 포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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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리고 품질이 최소한 격납건물과 동등(일반적으로 품질등급 B)함을 나타낸

다. 규제방침 C.2는 계측 신호용 도입 배관은 보호계통의 일부분은 아니지만, 상기 

조항을 만족하거나 또는 실제로 격납건물을 폐쇄할 수 있도록 격납건물 내부에 하

나의 자동 격리밸브 그리고 외부에 자동격리밸브를 준비해야 함을 나타낸다. 

⑷ 안전심사지침 6.2.3절의 부록 6.2.3-1에서는 이중격납건물 발전소에서 우회누설경로 

결정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본 부록은 우회누설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누설경계

로 주어진 폐계통(closed system)은 RG 1.26에서 정의한 품질등급 B기준에 따라 설

계되어야 하지만, 이들 계통은 경우별로 고려할 수 있는 우회누설을 예방하기 위하

여 폐계통으로 인정된 품질등급 C 또는 D기준으로 설계함을 나타낸다.

⑸ RG 1.137은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오일계통에 관한 규정 준수여부의 확인방법을 기

술한다. 이 지침은 추가 기준의 적용을 포함하여 품질등급 C로 나타내기 위하여 

보조적인 디젤오일 연료계통의 설계 및 제작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다.

⑹ 안전심사지침 9.3.3절은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의 결정과, 품질등급 

C 또는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이 그 이상등급으로 분류됨을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을 나타낸다.

⑺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를 이루고 있는 기기를 포함하여 원자로냉각계통 기기는 품

질등급이 적절히 분류되어야 한다. 동력구동 압력방출 밸브 및 관련 기기는 안전관

련 기능(예, 설계기준 증기발생기 튜브 파열사고의 완화, 원자로 용기 저온 과압보

호, GL 96-06에서 기술된 발전소 냉각)수행이 요구되는 곳에는 안전성 관련 부품으

로 분류되어야 한다. 안전성 관련 등급분류는 내진범주 I급 요건에 따라 다중 및 

다양한 제어계통으로 설계되고, 제어실에서 밸브의 위치를 지시하고, Class 1E 모선

에서 동력이 공급되어야 하는 요건과 같은 TMI-2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과된 

이들 개선점을 나타낸다. 동력구동 압력방출 밸브 및 차단밸브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

증” 요건에 따라서 품질보증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등급 기기로 건설되지 

않은 가압경수로형 발전소의 동력구동 압력방출 밸브는 GL 90-06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⑻ RG 1.143은 등급분류 및 품질보증조치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통에 관한 규정 준수여부의 허용방법을 기술한다. 규제방침 C.1.1 및 표 1은 방

사성폐기물관리계통의 설계 및 제작에 적용할 규격 및 산업기준을 기술한다.  이 

지침에서는 인용된 규정 및 기준에 의하여 수립된 이들의 이행을 위하여 보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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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계통의 설계 및 제작에 대한 입장을 기술하고 있다. RG 1.143은 RG 1.26에 

설명된 품질등급(A-D)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 기기에 대한 등급분류를 명확

히 규정하지는 않았다. 

⑼ RG 1.151 은 ASME코드에 추가하여 다른 기준의 적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련 계측 

신호용 도입배관의 설계 및 설치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한다. 이 지

침은 RG 1.26 품질등급에 일치하는 ASME코드 Section III 코드 케이스에 따른 계측 

신호용 도입배관 등급분류 지침에 의한 계측 신호용 도입배관의 분류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한다.

⑽ 안전심사지침 9.2.5절은 최종 열제거원 및 그들의 지지계통은 품질등급 C 요건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검토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다. RG 1.72는 규제입장에서 보완하

는 코드 케이스의 적용을 포함하여 살수연못(pond)에 적용되는 유리섬유-강화 열경

화성 수지 배관에 대한 설계, 제작 및 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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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Regulatory Guide 1.11, "Instrument Lines Penetrating Primary Reactor Con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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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  격납건물 외부 유체배관계통에서의 가상파손에 대한 
보호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하여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 움직

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의 파단가

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련된 동적 영향은 설

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전중인 발전소에 대해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설계

방법에 대한 지침은 본 안전심사지침 붙임 2에 제시되어 있으며, 신규 허가신청 발전

소에 대한 유사한 지침이 붙임 3에 주어져 있다.

 격납건물 외부 유체계통 배관파단으로 인해 원자로의 안전정지와 저온정지상태의 유

지에 요구되는 계통 및 기기의 기능 또는 구조적 건전성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것이 

원전설계의 검토결과로부터 알려졌다. 격납건물 외부 배관파단사고시 발전소를 안전하

게 정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격납건물 외부에 있는 유체계통의 설계(배치 포

함)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이 개발되었다. 이 평가방법은 본 부록과 안전심사지침 부

록 3.6.2-1에 제시되어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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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

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

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13조는 비내진 배관의 지진관련 손상도 자연현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13조의 적용은 고에너지 배관의 손상의 영향이 고려되

지 않은 지역에서의 비내진 중에너지배관의 원주방향 완전파단으로 인한 환경영향도 

고려한다.

   “유체계통의 가상 배관파손으로 인해 필수 안전관련 계통의 기능상실이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소외 사건과 함께 이런 파손이나 어떠한 단일능동기기의 추가 

고장의 직접적인 결과를 고려하여 “격납건물 외부의 어떤 유체계통 배관의 가상 파

손도 발전소가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설계방향이 지향하는 바이다.

   본 부록의 규제입장과 부록 3.6.2-1의 규제입장은 이러한 설계방향을 이행시키기 

위하여 어떤 다중 목적을 갖는 계통의 특성을 고려하고, 해석되어야 할 배관파손의 유

형과 위치를 정의하거나 파손수량를 제한할 필요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한다. 안전 

관련 계통이나 기기의 보호를 위한 여러 방법들이 본 부록에 기술되었으나 선호하는 

보호방법은 발전소 배치에 의한 분리와 격리에 근거한다.

   과거에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자들은 주증기관과 주급수관의 파단 가정을 배

제하는 설계기준에 따라 안전성 관련 기기와 구조물을 이러한 배관의 근처에 배치하

였다. 정상운전시 이러한 배관계통이 갖는 큰 위치에너지를 고려할 때, 본 안전심사지

침은 이들 계통의 가상 파손 효과로부터 필수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승인 가능한 방

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목적이 있다.

II. 규제입장

  1. 발전소 배치

가. 필수계통 및 기기는 정상 조건하에서 운전되는 격납건물 외부의 고▪중에너지 

유체계통의 가상 배관파손으로부터 다음의 1), 2), 3) 항의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 유체계통 배관을 필수 계통 및 기기로부터 분리되도록 배치한다. 분리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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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배관파손의 동적 영향(즉, 배관 휩, 유체 분출과 고▪중에너지 유체계통 

배관 유체의 분출로 초래되는 환경 조건)과 필수 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이나 

작동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유체계통 배관과 필수 계통 및 기기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발전소 배치로 수행될 수 있다.

       가) 주증기 배관과 주급수 배관의 일부가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의 II.1.나의 

파단면제 요건을 만족할지라도 필수 설비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설계자는 

파단면제 영역에 필수 설비가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필수 설비

는 주증기 배관과 주급수 배관의 가상 비기계적(Nonmechanistic) 길이방향 

파단의 환경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각 가상 비기계적 길이방향 

파단은, 단면적 1 ft2 이상 필수 설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되어야 한다.

       나) 주증기 배관과 주급수 배관은 주제어실 근처 또는 주위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유체계통 배관이나 그 일부는 근처의 

필수 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구조물이나 격실 내부에 있어야 한다. 

또는 필수 계통 및 기기는 근처의 유체계통에서의 가상 배관파손의 영향을 견

디도록 설계된 구조물이나 격실내부에 있어야 한다.

3) 상기 1)항이나 2)항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발전소 배치나 계통 형태는 발

전소의 설계나 건설 단계에서 유체 계통의 특수한 설계 특성과 같은 이유 등으

로 위의 규정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특수한 설계의 경우

에 대한 예를 들면, (1) 유체 계통과 필수 계통/기기의 연결, 또는 (2) 두 가지 

기능(즉, 원자로를 정지시키는데 필요할 뿐 아니라 정상운전 중에도 작동이 요

구되는)을 갖는 유체계통과 같은 것이다. 이런 경우에, 가상 배관파손으로부터 

보호되거나 분리되는 다중 설계 특성을 취하거나 가상 배관파손의 효과가 해석

이나 아래의 II.3절의 지침에 따라 타당한 것으로 입증되는 추가적인 보호가 취

해져야 한다. 추가적인 보호는 구속 장치나 보호벽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고 

또는 필수 계통 기기들을 가상 배관파손과 관련된 영향으로부터 견딜 수 있도

록 설계하거나 시험함으로써 가능하다.

     만일 공학적인 고려를 무시한 결과로 거리유지 방법이나 보호벽이나 거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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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분리하는 것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가 일어나는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이 구속장치를 설계함으로써 거리유지나 보호벽에 의한 적절한 

분리 방법을 보완할 수 있다.

 

 가) 구속장치의 사용이 발전소의 정상 및 과도 운전상태에서 나타나는 하중을 

받을 때 배관 계통의 거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1) 정상 및 과도상태, 열적 성장, 관성 효과 및 지진시의 앵커(anchor) 거동 

등에 따른 계통 응력이 구속장치에 의해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장기간에 걸친 배관 이완이나 부등침하에 의한 것과 같은 계통과 지지물 

및 구속 장치의 변형에 기인한 계통 응력이 구속장치에 의해 나쁜 영향

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위의 보장을 위해 사용된 방법의 상세 내용은 검토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나) 구속장치와 그것의 지지 구조물은 각 배관 용접부에 대한 가동중 검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설계 특성

가. 필수 계통과 기기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의 내진설계 요건을 만족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보호 구조물 또는 격실, 유체계통 배관 구속장치 및 다른 보호 장비들은 다음을 

따르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 II.1절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보호 구조물이나 기기는 내진범주 I 요건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구조물에 대한 각각의 설계하중 한계내에서 설계기준 지진

과 관련된 하중과 동시에 가상 배관파손의 영향(즉 배관 휩, 분출 유체 충격, 

격실 가압, 유체분사, 홍수 등)을 견딜 수 있도록 보호 구조물이 설계되어야 

한다. 가상 배관파손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배관 구속장치가 고려될 수 있다.

(2) 고에너지 유체계통 배관 구속장치나 보호장비는 만약 이차 파단이 초기 가

상 파단에 대해 허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 한 배관에서의 가

상 파손이 차례로 인접배관이나 기기의 파손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구속되지 않아 휩 현상을 갖는 배관은 안전심사지침 3.6.1절의 III.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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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 손상을 줄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 격납건물 관통부 지역에서의 유체계통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의 II.1.나에 

포함된 파단면제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RG 1.26에서 요구된 배관 등급분류는 구속장치 위치를 지나는 영역까지 변경없

이 유지되어야 한다. 만일 구속장치가 격리밸브에 위치한다면 밸브를 중심으로 

등급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3. 가상 배관파손 해석 및 영향

  가. 발전소 배치와 설계특성이 필수 계통과 기기를 적절히 보호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하여,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에 따라 배관파손이 가정되어야 하며, 비내진 

중에너지배관의 원주방향 완전파단도 포함되어야 한다.(부록 3.6.2-1는 지진사건

이 아닌 정상 운전조건에만 적용됨.)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의 요건을 적용

하는데 고에너지 계통 배관에서의 길이방향 또는 원주방향 파단이나 중에너지 

계통 배관에서의 누설균열은 각각 정상 발전소 조건 동안에 일어나는 단일 가상 

초기사건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의 요건과 아래 3.나.항의 계통 및 기기의 작동성 요

건을 고려하여, 각 사건에 따른 영향에 대한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각 가상 

배관파손의 영향은 소외 피폭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9호, “방사

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한계치 이내에 있고 아래의 3.다.항 및 3.라.항의 요

건을 만족함을 보여야 한다.

  나. 가상 배관파손의 영향을 해석함에 있어, 계통과 기기의 작동성과 관련하여 다음 

가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1) 만일 터빈발전기 계통이나 원자로보호계통의 정지가 가상 배관파손의 직접적

인 결과인 경우는 소외전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되어야 한다. 또한, 

소외전원은 지진사건이후에도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가정되어야 한다. 

      2) 아래 3)항에 기술된 것을 제외하고,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가상 배관파손의 영

향을 완화시키는데 사용된 계통 내에서의 단일능동기기고장이 가정되어야 한

다. 발전소 정지나 소외전원상실과 같은 단일능동기기고장이 가상 배관파손

이나 배관파손의 직접적인 결과에 추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3) 이중목적의 중에너지 필수계통(즉, 발전소 정상운전중에도 작동이 요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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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배관파손시에도 원자로정지 및 사고영향완화 기능이 요구되는 계통)의 

둘 이상의 다중 계열 중의 하나에서 가상배관파손이 일어난다고 가정된 경

우에, 해당계통의 다른 계열이나 배관파손의 영향완화 및 원자로정지에 필요

한 다른 계통들의 계열들에서의 단일능동기기고장은 이들 계통들이 내진범

주 I급으로 설계되어 있고, 소내 및 소외전원 양쪽에서 전력을 공급받으며, 

안전계통에 적합한 품질보증기준, 시험기준 및 가동중검사기준에 따라 건설, 

운전 및 검사된다면 가정할 필요가 있다.

      4) 운전원 조치에 의해 작동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가용한 계통이 가상 배관

파손의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계통의 작동성을 판단하

는데 가상 배관파손과, 발전소 정지나 소외전원상실과 그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 가정된 단일 능동기기고장과 그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 등이 고려되어

야 한다. 운전원 조치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조작이 가능한 기기에의 접근성 등을 근거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비내진 

배관계통 파단의 경우, 지진사건이후 배관파단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진검

증된 계통만 파손의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활용가능하다고 가정한다. 

  다. 가상 배관파손의 영향으로 인해, 배관파손결과에 대한 대처를 위해 필요한 원자

로 운전의 안전한 제어에 중요한 주변지역의 접근이나 주제어실의 거주성이 방

해받지 않아야 한다. 

  라. 내진범주 I 기준으로 설계되지 않은 배관의 파손 후에도 수반되는 단일능동고장

을 가정하여 필수 계통이나 기기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마. 파단전 누설 평가와 관련된 고려는 안전심사지침 3.6.3절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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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용어 정의 

1. 필수 계통 및 기기 : 소외전력 없이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가상 배관파손의 결과를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계통 및 기기

2. 유체계통 : 격납건물 외부 배관파손이 가정될 경우 필수 계통 및 기기가 보호되어

야 하는 고▪중에너지 유체 계통

3. 고에너지 유체계통 : 발전소 정상운전 중, 다음 두 사항 중 하나 또는 모두에 해당

되는 조건하에서 운전되거나 가압 상태를 유지하는 유체 계통

  가. 최대 운전 온도가 95℃(200 oF)를 넘거나

  나. 최대 운전 압력이 1,900KPa(275 psig)를 넘는다.

4. 중에너지 유체계통 : 발전소 정상운전조건에서, 다음 두 사항 모두에 해당되는 조건

하에서 운전되거나 대기압 이상의 가압 상태를 유지하는 유체 계통

  가. 최대 운전 온도가 95℃(200 oF) 이하이고 

  나. 최대 운전 압력이 1,900KPa(275 psig) 이하이다.

5. 발전소 정상운전 조건 : 원자로 기동, 출력운전, 고온대기, 또는 저온정지 상태로 원

자로 냉각기간의 원자로 운전 조건

6. 발전소 이상상태 조건: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보통의 빈도로 발생하고 예상운전 과

도상태인 발전소 운전조건, 계통 시험기간중의 상태는 제외됨

7. 가상 배관파손 :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절에 따라 가상된 고에너지 유체계통에

서의 길이방향 및 원주방향 파단과 내진 중에너지 유체계통에서의 관통 누설 균열. 

또한, 비내진 중에너지배관의 원주방향 완전파단도 고려되어야 함. (지진사건이 아

닌 정상운전조건에만 적용되는 부록 3.6.2-1절에는 동 파단이 고려되지 않음.) 

8. 단일 능동기기고장 : 전력계통이나 유체계통내 기기의 오작동이나 기능 상실. 유체 

계통의 능동 기기의 고장이라 함은 기계적, 유압 기능, 공기공급 기능, 또는 전기적

인 오작동의 결과로서의 기기의 기능 상실이 고려되며 기기의 구조적 건전성 상실

은 고려되지 않는다. 단일능동기기고장의 직접적인 결과는 단일고장의 부분으로 간

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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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격납건물 외부 배관계통 파손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필요

한 일반 정보

   다음은 주증기 배관 및 주급수 배관계통내의 가장 큰 배관의 양단 파단을 포함하

는 격납건물 외부의 배관계통 파손의 영향에 대한 검토와 제안된 설계 변경에 대한 

검토를 위해 요구되는 정보의 일반 목록이다. 실질적으로 배관 배치가 발전소 별로 다

르기 때문에 신청자나 사업자는 각 발전소별 신청서류에 다음 사항의 적용에 대한 결

정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배관 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계통 또는 계통 중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야 한

다. 다음 조건중에 해당될 경우에는 배관 휩으로부터의 보호가 불필요하다.

가. 다음 두 배관 계통 조건이 모두 만족될 경우

1) 운전 온도가 95℃(200℉) 미만이고

2) 설계 압력이 1,900 kPa(275psig) 이하

나. 배관이 보호벽에 의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또는 기기들로부터 물리적으

로 분리되거나 격리되어 있는 경우, 또는 콘크리트 격실과 같은 발전소 설계특

성에 의해 배관 휩으로부터 구속되는 경우 

다. 배관의 단일 파단으로 가장 가까운 배관 휩 구속장치에 형성된 소성 힌지를 중

심으로 파단된 배관의 어느 한 쪽 끝 부분의 구속되지 않은 배관 거동이 안전

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또는 기기를 타격할 수 없는 경우 

라. 휩 거동 배관과 관련된 초기 에너지 준위1)가 어느 구조물, 계통 또는 기기의 안

전 기능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해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경우

1)  배관 파단 반력과 관련된 내부 유체 에너지준위는 압력 원(pressure source)과 파단

위치 사이의 유량 제한기와 같은 배관 내의 저항체의 존재를 고려하고 한쪽 단면에 

상응한 지 또는 양쪽 단면 유량조건 영향 등의 적용 가능한 사항들을 고려한다. 휩 

거동 배관의 에너지 준위는 해당 배관의 공칭 크기와 두께보다 같거나 큰 배관에 

충격을 가하여 파단을 일으키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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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기준 파단위치는 다음의 배관 휩 보호기준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 

에너지 배관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정지에 필요한 구조물 및 계통의 주변에 배치될 

경우, 필수 구조물 및 계통과 관련된 가장 위험한 장소에서 가정되는 단일 가상 개

방 균열(균열의 크기가 임계균열크기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된)의 분출유체 충돌 

영향을 포함하는 환경영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임계균열크기는 길이가 배관 직경의 1/2과 같고 폭이 벽 두께의 1/2에 해당하

는 값으로 결정된다.

   배관 계통에서 설계기준 배관파단 위치선정에 사용되는 기준은 다음 사항을 따라

야 한다.

가. KEPIC 코드 등급 1 배관2)의 파단이 각 배관 구간(run)3)이나 지관(Branch) 구간

의 다음 위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되어야 한다.

1) 종단 위치 (Terminal End) 

2) 1/2 안전정지지진(SSE) 사건과 발전소 운전조건4)과 관련된 하중조건에서 탄성

학적 계산근거하에 산출되는 원주방향 또는 길이방향 1차와 2차응력의 합이  

페라이트계 강의 경우 2.0 Sm5), 오스테나이트계 강의 경우 2.4 Sm를 초과하는  

종단 위치사이의 중간 위치 

3) 모든 정상운전, 이상상태 및 시험 조건에 기초하여 수행된 배관 피로해석결과 

피로누적계수가 0.1을 초과하는 종단 위치사이의 중간 위치 

4) 상기 1) 및 2)에 의해 결정된 위치에 추가하여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

다는 타당한 근거로 선정된 중간위치. 최소한 각 배관 구간이나 지관(Branch) 

구간에 두 개의 중간 위치가 선정되어야 한다.

나. KEPIC-MN 코드 등급 2와 3 배관의 파단이 각 배관 구간이나 지관(Branch)  구

2) 배관은 직관 또는 곡관과 배관피팅(엘보우, 티 및 리듀셔(Reducer) 등)으로 구성되

는 압력유지 기기이다. 
3) 배관 구간(Run)은 압력용기, 펌프, 밸브를 연결하며, 설계 열변위를 초과하는 배관 

거동을 구곡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지관 구간은 주배관 구간의 지관으로서 분

기되는 지점에서 분기되는 점이 배관 구간과는 다른 점이다. 
4) 정상운전, 이상상태, 시험조건을 포함한 발전소 운전조건 
5) Sm은 KEPIC-MN, "원자력 기계“에서 정의하는 설계응력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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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다음 위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되어야 한다.

1) 종단 위치  (Terminal End) 

2) 지진사건과 발전소 가동 조건과 관련된 하중하에서 탄성학적 계산근거하에 산

출되는 원주방향 응력 또는 이방향 응력 중 하나가 0.8(Sh+SA)을 초과하거나 

또는 팽창 응력이 0.8 SA6)를 초과하는 종단 위치사이의 중간 위치 

3) 상기 1) 및 2)에 의해 결정된 위치에 추가하여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

다는 타당한 근거로 선정된 중간위치. 최소한 각 배관 구간이나 지관(Branch)  

구간에 두 개의 중간 위치가 선정되어야 한다.

3. 상기 2항에 제시된 파단 위치에서의 배관 파단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에 제

시하는 기준에 상응해야 한다.

가. 공칭 배관 크기가 4인치 이상인 배관 구간과 지관(Branch) 구간에 대해서는 길

이방향의 파단7) 

나. 공칭 배관 크기가 1인치를 초과하는 배관 구간과 지관(Branch) 구간에 대해서는 

원주방향의 파단8)

4. 가상 배관파단에 따른 하중을 결정하게 되는 내진범주 I급 배관과 관련 지지물의 

설계에 적합한 동적 해석의 주요 내용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가. 동적 해석이 수행되는 설계기준 배관파단의 위치와 수량

나. 원주방향 또는 길이방향 파단으로 분류되는 각 가상 설계기준 파단위치에 대한 

가상 파손방향

6) Sh는 KEPIC-MN 2등급 및 3등급 기기에 대해 각각 적용되는 공식인 MNC-3600과 

MND-3600에 의해 계산되는 최대 온도에서의 허용 응력이다. SA는 KEPIC-MN, 

MNC-3600이나 미국 ANSI의 B31.1에 의해 계산되는 팽창 응력에 대한 허용 응력 범

위이다. SA는 KEPIC-MN에 명시된 피로누적계수이다. 
7) 길이방향 파단은 배관 원주상의 어느 한 점에서 시작하여 배관 축에 평행하게 형성

되며 파단 면적은 파단 위치의 상류측의 유효 단면적과 같다. 이러한 배관 파단에 

따른 동적 하중은 배관 축에 수직인 방향으로 배관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가정한

다. 
8)  원주방향 파단은 배관 축에 수직으로 형성되며 파단 면적은 파단되는 배관의 내부 

단면적에 상응하는 값이다. 이러한 배관 파단에 따른 동적 하중은 배관을 두 동강

으로 잘라서 배관 축에 수직인 방향의 휩 현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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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관 휩 동적 해석에 사용되는 하중함수에 대한 기술로서 분출증기 동적 거동

과 계통 압력차이를 적절히 나타내는 방향, 반응시간, 크기, 기간 및 초기 조건

라. 동적 해석에 사용되는 수학적 모델의 도식(Diagrams) 

마. 파단된 배관의 구속되지 않은 거동이 주제어실과 같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또는 기기들에 허용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손상을 주지 않을 것임을 입증

하는 해석의 요약 

5. 배관 휩, 분출유체 하중 및 반력으로부터의 적절한 보호방법에 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설명 

가. 배관 휩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배관 휩 구속장치의 설계

나. 배관 휩, 분출유체 하중 및 반력으로부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에 대한 보호 대책

다. 다중 설비의 분리

라. 다중 설비와 배관 및 다른 기기를 분리하는 대책

마. 대표적인 배관 휩 구속장치에 대한 설명과 각 계통 내의 모든 구속장치의 위치

와 수량의 요약

6.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내진범주 I 구조물의 구조적 적절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내진

범주 I 구조물을 설계하는 데 사용될 절차

가. 응력 평가방법, 즉 작용 응력 방법과 극한강도 방법

나. 허용 설계 응력과 변형율

다. 하중 인자와 하중 조합

7. 압력과 온도 과도상태, 고정 및 운전 하중, 기기 하중 및 배관과 기기의 정적, 열적 

및 동적 반력을 포함하는 구조적 설계 하중이 제시되어야 한다.    

8. 바닥, 내부 벽, 외부 벽, 건물 관통부 및 전체의 건물과 같은 내진범주 I 구조적 요

소가 가상 사고로 인한 하중의 반전에 대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9. 기존 구조물에 새로운 통로(Openings)를 설치해야 한다면 수정된 구조물이 설계 하

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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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고로 인하여 비내진범주 구조물을 포함하는 어떤 구조물의 파손도 다른 구조물

의 파손을 유발하여 다음과 같은 능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가. 사고의 결과를 완화시키는 능력

나. 발전소를 저온정지상태로 가져가는 능력

11. 고에너지 유체가 흐르는 배관의 파단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가. 해당 사고를 완화하고 발전소를 저온정지상태로 유도함에 필요한 IEEE 279에서 정

의한 보호계통의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다중 기능의 상실, IEEE-308에서 정의

한 1E 등급 전력계통, 공학적 안전설비, 케이블 관통부 또는 관련 부분 연결 케

이블의 어느 부분에서 필요한 다중 기능의 상실, 또는 

나. 그 자체가 보호 작용을 하지는 않지만 보호 기능을 상실시키게 되는 배관의 누설

이나 파손으로 인한 환경 유발 고장. 이런 관점에서, 다중성의 상실은 허용되지만 

기능의 상실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발전소 정지가 요구된다.

12. 주제어실의 거주성이 보장되고 증기배관 파단 사고 및 급수배관 파단사고 후 제어

실 내의 기기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다른 거주성이 보장되

는 장소에서 발전소 정지 및 냉각하는 능력이 보유됨이 확인되어야 한다.  

13. 고에너지 배관 파단으로 인하여 조성된 증기-공기 환경에서도 작동되어야 하는 전

기 기기에 대한 환경 검증이 시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검토에 필요한 정보

는 다음과 같다.    

가. 상기 11항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모든 전기 기기의 명시.

    이 기기들이 사고 후에 작동되어야 하는 요구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나. 해당 계통이 가상 사고의 결과로 조성되는 환경조건에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함

을 보이는 시험조건, 시험결과 자료와 사고 기간. 

    시험에 사용되는 환경 조건은 사고 조건의 보수적인 평가로부터 선정되어야 한다.

다. 유출 증기 충격력이 보호계통의 기능상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함에 필요한 보호

벽의 위치를 명시하는 증기계통에 대한 연구 결과. 

    보호벽 설계기준이 설명되어야 하고 보호되는 환경 내에서 기기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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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ive) 능력이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어실 내의 안전관련 전기기기가 배관파단사고에 따라 조성되는 환경 속에서 

작동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가 제시되어야 한다. 평가에 사용되는 환경 

조건은 사고 조건의 보수적인 계산에 근거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마. 소내 전력분배계통과 소내 전력(디젤과 충전지)이 사고 동안에 계속 작동 가능

함을 보증하기 위한 평가.

14. 격납건물로부터 터빈건물에 이르는 경로를 나타내는 분기지점(branch)을 지관

(Branch)을 포함한 증기배관과 급수배관의 설계 도표와 도면이 제시되어야 한다. 

도면에는 고도(elevations)를 나타내어야 하며 환기 설비, 흡입구 및 덕트를 포함하

는 안전관련 기기의 위치를 배관 배치와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15. 급수배관이나 다른 어느 고에너지 유체가 흐르는 배관의 파단사고시에 안전관련 

기기가 침수 가능성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  

16. 격납건물 외부 배관 계통에 필요하거나 실시되는 품질보증 및 검사 프로그램에 대

해 기술되어야 한다. 

17. 누설감지설비가 제안된 수정 설계에서 사용된다면 장비의 능력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

18. 배관 파단사고 후에 원자로를 저온정지상태로 만드는데 필요한 자동 및 수동 운전 

절차를 포함하는 사고 후속 비상절차서의 요약이 제시되어야 한다. 모든 기기와 운

전원의 운전조치에 대한 사고 후의 추산 시간이 절차서 요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19.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또는 기기 근처에 배치된 증기배관 및 급수배관을 포

함하는 고에너지 유체 배관 계통의 내진등급과 품질등급에 대해 기술되어야 한다.  

20. 격실, 배관 통로, 중간 건물 및 터빈 건물에서의 배관 파단으로 인한 관심있는 지

역의 압력 및 온도 과도상태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증기발생기 취출을 포함하

는 해석의 가정, 방법 및 결과에 대해 기술되어야 한다. 해석에서 작동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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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되는 기기가 명시되어야 하고 단일 능동기기고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작동이 

요구되는 계통의 능력이 기술되어야 한다.  

21. 격납건물 외부 배관 파단으로 인하여 일차 그리고/또는 이차 격납건물 구조물에 

악영향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해석이나 방법에 대해 기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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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격납건물 외부의 가상사고에 대한 보호

1. 원자로 정상운전 기간에 고에너지 유체가 흐르는 배관 계통

가. 배관 계통은 발전소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저온정지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안전 계통 및 기기들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위치하거나 물리적으로 적절히 분

리, 격리되어야 한다. 

나. 멀리 떨어지게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으

로부터 발전소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저온정지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안전 

계통 및 기기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에너지 유체 계통이나 계통 중 일부분을 

구조물 안에 적절히 배치하도록 설계한다.

다. 상기 가. 및 나.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는 관련 배관 계통 또는 이의 일부에 

구속장치와 보호수단을 설치하여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킴에 필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과 작동성을 보장한다.

라. 고에너지 유체가 통과하는 배관 계통의 보호 격실은 가상 배관파단, 배관 휩의 

동적 영향, 분출 유체 충격력 및 안전정지지진과 정상운전 하중을 조합한 분사 

유체량에 의한 격실 가압 등을 종합한 영향을 견디도록 내진범주 I 구조물로 설

계된다.

마. 고에너지 유체가 흐르는 배관 계통은 가상 단일 배관파단이 차례로 다른 배관

이나 기기를 허용 한계 이상의 정도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설계된다.

    추가로 가상 배관파단 사고의 영향을 완화시키고 원자로를 저온정지상태로 유

도하도록 설계된 어느 계통이나 계통 내 일부분은 단일 능동기기고장을 가정하

여도 본래의 안전기능의 수행을 보증하도록 설계된다. 

바. 가상 배관파단 사고시 고에너지 유체가 흐르는 배관 구조물로부터 빠져 나온 

증기, 유체 및 열이 다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다. (1) 원자로 운전을 안전하

게 제어함에 중요한 지역에의 접근성, (2) 주제어실의 거주성 (3) 안전 조치를 수

행함에 필요한 계측기, 전력 공급기 및 제어기의 작동성.

   이 관점에서 다중성의 상실은 허용할 수 있으나 기능의 상실은 허용되지 않는

다.  

사. 가상 파단위치의 결정 기준은 붙임 4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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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 정상운전 기간에 중에너지 유체가 흐르는 배관 계통

가. 중에너지 유체 배관 계통은 배관 파단의 형태가 파단이 아닌 한정된 크기의 관

통 누설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기준이 1

항의 고에너지 배관 파단의 경우에 상응한다.

나. 가상 누설의 경우에 유체의 분사와 침수 영향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하여 1항의 

바.의 기준을 만족하는 정도까지 설계시 고려된다. 가상 누설위치 결정에 대한 

기준은 붙임 4에 제시된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보호를 위해 취해지는 방법이 KEPIC-MI 요

건에 따른 KEPIC 2등급 및 3등급 압력유지 기기의 가동중검사 수행을 방해하지 않

아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설계기준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범위까지는 분리 개념을 도입하여 발

전소의 배치 및 배열을 하게 되지만 고에너지 유체가 흐르는 배관과 안전에 중요한 

계통의 배관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교차연결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를 

위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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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격납구조물 외부 고▪중에너지 유체 배관 계통에서의 파단

과 누설위치 선정기준

   이 기준은 배관 구속장치를 설계할 목적으로 정해진 것이며 가상 사고로 야기되는 

환경조건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보호방법과 단일고장기준과 같은 일반설

계기준의 다른 관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I. 고에너지 유체계통

1. 발전소 배치와 배열을 통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로부터 멀리 배

치된 배관 계통에 대해 아래 I.4항의 요건이 만족된다면 배관 파단은 고려될 필요가 

없다.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히 설계된 콘크리트 구

조물이나 격실내에 배치된 배관 계통에 대해 보호 구조물내의 배관 구간이나 지관

구간 중의 다음 위치에서 배관 파단이 가정되어야 한다.

   가. 보호 구조물이나 격실내에 놓인다면 배관 구간이나 지관 구간의 종단(I.4의 경

우는 예외로 함)

   나. 엘보우, 티, 십자 연결대, 비표준 피팅 등 배관 피팅류

   다. 배관 운동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된 배관 구속장치를 고려하여 구조물과 격실의 

벽, 바닥 및 지붕에 가해지는 가상배관파단과 분출 유체의 충격으로부터 최대 

하중을 갖게 되는 위치에서 보호 구조물 또는 격실 내의 각 배관 구간과 지관 

구간 내에 선정된 최소한 한 개의 파단 위치

3. 해당 배관 계통이 상기 I.1이나 I.2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가 있는 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이 지역을 포함하는 격납구조물 내에 

있는 배관 구간이나 지관 구간에는 다음의 위치에서 배관파단이 가정되어야 한다.

   가. 배관이나 지관이 구조물 내의 각 격실이나 격납구조물의 경계 내에 위치하는 

경우(I.4의 경우는 제외), 종단

   나. 발전소 운전 조건과 해당 지진 사고와 관련된 하중 하에서의 응력이 0.8(Sh+S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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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위치 또는 이 계산된 응력 관련 위치 대신에 엘보우, 티, 십자형 연결

대, 비표준 피팅 등 배관 피팅류가 있는 위치

   다. 각 격실의 격납 구조물 경계 내에 있는 배관이나 지관 중 그 길이가 배관 직경

의 20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한 두 개 지점, 3배를 초과하여 20배 미만인 

경우는 최소 한 지점의 별도의 위치. 

       단, 배관의 길이가 직경의 3배 이하인 경우는 중간 파단 지점이 가정될 필요가 

없다. 중간 파단 지점은 구속되지 않은 해당 파단 배관에 대하여 배관 휩 거동

과 분출 유체 충격력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4. 격납건물의 일차 관통부를 통과하여 첫 격리밸브에 이르는 배관 부분에 대하여, 격

납건물 외부의 가상 배관파단 사고의 경우에 전달되는 배관 하중이 밸브의 작동성

이나 배관 및 격납건물 관통부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밸브 외부 배관이 충분

히 견고하고 구속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서 배관 파단은 가정될 필요가 없다.(이와 

같은 배관의 종단은 구속된 위치로 간주된다.)

II. 중에너지 유체 계통

1. 발전소 내에 적절한 배치나 배열을 통하여 안전에 중요한 계통이나 기기로부터 격

리되거나 물리적으로 분리되거나 또는 멀리 위치된 배관 계통에 대해서는 관통 누

설 균열이 가정될 필요가 없다.

2. 상기 I.1부터 I.3까지의 기준에 의거하여 가상 파단지점으로 지정된 고에너지 유체 

계통 영역에 위치한 배관 계통에 대해서는 관통 누설 균열이 가정될 필요가 없다.

3. 안전에 중요한 계통과 기기를 포함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고에너지 유체계통

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있는 배관 계통은 배관 파단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유체 분

사와 침수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보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가장 심한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관통 누설 균열이 가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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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배관파단과 균열의 크기와 유형

1. 고에너지 유체 계통에 대하여 상기 I항의 기준에 의해 정해진 위치에서 다음 유형

의 파단이 가정되어야 한다.

  가. 배관 공칭 크기가 4인치 이상인 배관 구간과 지관 구간에서 길이방향 파단

  나. 배관 공칭 크기가 1인치를 초과하는 배관 구간과 지관 구간에서는 원주방향 파단

2. 중에너지 유체 계통에 대하여 상기 II.항의 기준에 의해 정해된 위치에서 다음 유형

의 누설 균열이 가정되어야 한다.

  가. 배관 공칭 크기가 1인치를 초과하는 배관 구간과 지관 구간에서 관통 누설 균열

이 가정되는데, 이 경우 균열 개구는 배관 지름의 1/2 크기의 길이와 배관 두께

의 1/2 크기의 폭을 갖는 것으로 가정된다.

IV. 용어설명

1. 고에너지 계통은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계통을 포함한다.

    가. 최대 운전 온도가 섭씨 95도를 초과하고

    나. 최대 운전 압력이 1,900 kPa를 초과하는 경우

  

2. 중에너지 계통은 다음 조건 모두를 만족하는 계통을 포함한다.

    가. 최대 운전 온도가 섭씨 95도 이하이고

    나. 최대 운전 압력이 1,900 kPa 이하

  

3. 배관 파단은 (1) 배관이 원주 방향으로 완전히 전단되는 것과 (2) 절단되지는 않지

만 배관 단면적에 상응하는 개구 면적을 가지며 길이 방향으로 찢어지는 것을 의미

한다. 이와 같은 파단은 각각의 지정된 위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되지만 동시

에 두 가지의 파단 유형이 공존하는 것으로는 가정되지 않는다.

  

4. 배관 구간의 종단은 압력용기, 펌프, 밸브와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된 배관 부속 

등 최대 구속점에 시작되고 브렌치의 종단은 견고한 구속점의 역할을 하는 기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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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교차 연결부에서 시작된다.

  

5. 원주방향 응력이나 길이방향 응력은 탄성 계산에 근거하여 유도된다.

  

6. 지진사건은 최소한 안전정지지진의 진동 작용의 1/2에 해당하는 지진이다.

  

7. 발전소 운전조건은 원자로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시험 조건을 포함한다.

  

8. Sh는 KEPIC 코드 2등급 및 3등급 기기에 대해 각각 적용되는 공식인 MNC-3600과 

MND-3600에 의해 계산되는 최대 온도에서의 허용응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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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  격납건물 내․외부의 유체배관계통에서의 가상 파단위치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배관파단 가정에 대한 규제입장은 원전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에 대한 원자

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다. 배관파단은 발생가능한 설계, 건설, 운전상의 실수

에 의한 것과 예측되지 않은 하중 또는 부식 환경조건과 같은 예측되지 않은 조건에

서 일어날 수 있는 드문 사건으로 간주되어진다. 실제 배관파손에 대한 경험에 의하면 

기기의 노즐에 연결된 배관 계통의 종단(Terminal End)과 같은 고응력/피로 위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의 요건은 파단 가능성이 상

대적으로 높은 위치에서의 배관파단 가정을 배관 설계에 적용함으로써 적절하고 실제

적인 보호수준을 달성하는데 있다.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서는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

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의 파단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련된 동적 영향은 설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입증방법은 보통 파단전 누설(Leak-Before Break, LBB) 해석이라고 하며, 배관계통

설계에 대한 LBB 적용은 안전심사지침 3.6.3절에 따라 검토된다.

  운전기준지진(Operating Basis Earthquake, OBE) 배제설계와 관련하여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많은 논란 끝에 운전기준지진을 배제하는 원전 설계와 관련한 규제지침인 

USNRC SECY-93-087이 1993년에 발간되었고, System 80+ 표준설계인가 최종심사보고

서에서 모든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기기 설계에 고려되는 OBE 배제가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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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규제입장으로 설계에서 OBE가 배제되면, 가상 배관파단 및 누설균열 위치 결

정을 위한 응력 계산시 지진하중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정상 및 과도 운전조건에 의

한 하중만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상 배관파단 및 누설균열 위치 결정을 위한 

누적피로계수 계산시에 지진하중이 하중조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II. 규제입장

 1. 고 에너지 유체계통 배관

   가. 필수 계통 및 기기에서 분리된 유체계통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1.가.에 규정된 발전소 배치의 분리에 의한 보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배관 배열(layout)과 발전소 배치도면을 검토하여 어떤 

위치에서의 가상 배관파단 영향도 필수 계통과 기기로부터 격리되거나 물리적

으로 떨어져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본 부록의 II.1.다에 의해 

결정된 파단 위치를 이 목적을 위해 가정할 수 있다. 

  나. 격납건물 관통부분에서의 유체계통 배관

      만일 KEPIC-MN, MNE-1120의 요건과 다음 추가적인 설계요건을 만족시킨다면 

격납건물 벽을 중심으로 내측(Inboard) 격리밸브와 외측(Outboard) 격리밸브까지

의(밸브 포함) 배관 계통에 대한 파단이나 균열은 가상할 필요가 없다.

  1) 다음의 설계응력 및 피로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 KEPIC-MN, 1등급 배관의 경우

 (1) 어떤 2개의 하중 세트(무하중 세트 포함)사이의 최대 응력 범위는 2.4 S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KEPIC-MN, MNB-3653의 식(10)에 의해 계산되어야 

한다. 만일 식(10)에 의해 계산된 최대 응력 범위가 2.4 Sm을 초과하면 

MNB-3653의 식(12)와 식(13)에 의한 응력범위가 모두 2.4 Sm 한계를 만족해

야 한다.

 (2) 누적피로계수가 0.1보다 작아야 한다.

 (3) 배관 중 이 부분(상기 나.에서 정의한) 이외의 가상 배관파단에 의한 하중하

에서 MNB-3652의 식(9)로 계산된 최대 응력은 2.25 Sm 과 1.8 Sy 중 작은 값



부록 3.6.2-1                                              개정 4 - 2014. 12- 3 -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격납건물 외부에서의 파단에 따라 외측

(Outboard) 격리밸브와 첫번째 구속장치 사이의 배관은 만일 소성 힌지

(Plastic Hinge)가 형성되지 않고 가상 파단 응력조건에서 밸브의 작동성이 

안전심사지침 3.9.3절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보장된다면 상기 제한값 이상의 

응력이 허용될 수 있다. 1차 하중은 배관 휩 구속물에 의해 제한되는 변형

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나) KEPIC-MN, 2등급 배관의 경우

 (1) 운전기준지진 사건을 포함하여 계통 설계시방서에 정의된 Level A, Level B 

응력 한계(즉, sustained loads, occasional load 및 열팽창)에 대한 하중과 조

건을 고려한 KEPIC-MN, MNC-3653의 식(9)와 식(10)의 합으로 계산된 최대

응력 범위는 0.8(1.8Sh + SA)를 넘지 말아야 한다. Sh와 SA는 각각 KEPIC 

MNC-3600에 정의된 최대 온도에서의 허용응력과 열팽창에 대한 허용응력 

범위이다.

 (2) 배관 중 이 부분(상기 나.에서 정의한) 이외의 가상 배관파단에 의한 하중하

에서 MNB-3652의 식(9)로 계산된 최대 응력은 2.25 Sh 과 1.8 Sy 중 작은 값

을 넘지 말아야 한다. 

     1차 하중은 배관 휩 구속물에 의해 제한되는 변형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만일 외측(Outboard) 격리밸브와 구속장치 사이의 배관이 발전소 배관 코드

인 ANSI B31.1에 따라 건설되었고 해당 배관이 모든 원주방향 용접부에 대

해 비파괴검사(RT)를 수행한 길이방향으로 이음새가 없는 배관으로 건설되

었거나 또는 모든 길이방향과 원주방향 용접부에 대해 비파괴검사를 하였

을 경우에는 위의 가).(3)항에서 허용된 예외 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

2) 배관을 지지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 부분의 배관에 용접부착물(Weld Attachment)

을 설치하는 것은 상세 응력 해석이나 시험으로 II.1.나.1)의 제한치를 만족함이 입

증되기 전에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3) 원주방향과 길이방향의 배관 용접부와 지관(Branch) 연결부의 수는 최소화해야 

한다. 가드 배관이 사용되는 곳에서는 유체계통 배관의 내부 배관은 길이방향과 

원주방향의 용접부에 대한 가동중검사(체적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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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접근성 확보방안이 수립되지 않는 한 길이방향으로는 이음새가 없는 배관이

어야 하고 원주방향 용접부가 없어야 한다.

4) 이 부분 배관의 길이는 실제적으로 가능한 정도로 최소한의 길이로 줄여져야 한다.

5) 배관 고정앵커나 구속장치의 설계(즉, 격납건물 관통부와 배관 휩 구속물에의 연

결)시 해당 용접부가 100% 가동중검사(체적검사)를 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상세

한 II.1.나.1)의 요건을 만족함을 입증하기 위해 응력 해석이 수행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배관 외벽면에 이들을 직접 용접해서는 안된다(즉, flued integrally 

forged pipe fitting은 사용될 수 있다)

6) 격납건물 관통부 지역에서의 이 부분의 배관에 대한 가드 배관은 KEPIC-MNE 

등급 MC의 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여기서 가드 배관은 격납건물 경계의 

일부이다. 추가로 종합 가드 배관 집합체는 다음 요건이나 시험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가) 설계온도와 압력은 발전소 정상조건하에서 내부 배관의 최대 작동 온도와 압

력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나) 안전정지지진과 결합된 격납건물 설계 압력과 온도와 관련된 하중하에서 

KEPIC MNE-3220의 Level C 응력 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가드 배관 집합체는 설계 압력보다 낮지 않은 압력에서 압력시험을 받아야 

한다.

라) 가드 배관 집합체는 II.1.나.7)에 규정된 가동중검사(체적검사)의 수행을 위한 

접근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검사용 port가 사용된다면 이중벽 구조의 격

납건물 구조물의 환형 공간을 통과하는 가드 배관 부근에는 이 port를 설치

해서는 안된다.

7) 모든 배관 용접부에 대해 100% 비파괴 검사(체적검사)가 KEPIC-MI, IWA-2400에 정

의된 각 검사주기동안 수행되어야 한다.

다. 격납건물 관통부 이외 부분에서의 가상 배관파단

1) II.1.나에 규정된 등급 1 배관을 제외하고는 각 배관과 지관(Branch)에 대해 다음 

위치에서 파단이 가상되어야 한다.

가) 종단(Terminal Ends) 

나) 최대 응력 범위가 식(10) 그리고 식(12) 또는 식(13)으로 계산하여 2.4 Sm을 

넘는 중간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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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로누적계수가 0.1을 넘는 중간 지점

    배관 재해석의 결과로 최대응력 위치가 이동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초기에 결정된 중간 파단지점을 변경할 필요

가 없다. 

 (1) 새로운 중간 파단지점의 동적 영향이 원래의 배관 휩 구속장치와 유체 

충격 방호물(Jet Shields)에 의해 완화되지 않는다.

 (2) 배관 크기, 벽 두께, 배관 배치(Routing)와 같은 배관 변수의 변경이 요구

된다.

2) II.1.나에서 제시한 배관 부분의 예외를 제외하고, 등급 2, 3배관의 파단이 각 배

관과 지관(Branch) 구간에 대해 다음 위치에서 가상되어야 한다.

가) 종단 (Terminal Ends) 

나) 다음 조건 중 하나에 의해 선택된 중간 지점

(1) 각 배관 연결 피팅(Fittings)(즉, 엘보우, 티, 십자형 연결대, 플랜지 및 비표

준 피팅), 용접부착물 및 밸브. 

   배관이 연결 피팅(Fittings), 용접부착물 또는 밸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보호 구조물에 인접한 배관의 각 끝의 한 위치.

(2) KEPIC MNC/ND-3653의 식(9) 및 식(10)의 합으로 계산된 응력이 

MNC/MND-3653에 주어진 응력 제한치 합의 0.8배를 넘는 각 위치.

설계 형상과 실제 형상 차이에 의한 배관 재해석의 결과로 최대 응력 지점

이 이동될 수 있다. 그러나, 배관 직경, 두께 및 배열 등 배관 변수의 변화

로 인해 재설계가 요구되거나 또는 새로운 중간 파단지점에 따른 동적 영

향이 원래의 배관 휩 구속장치나 유체 충격 방호물에 의해 완화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초기 결정된 중간 파단 지점이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

3) KEPIC 코드 등급이 아니면서 내진 설계된 배관의 파단은 상기 등급 2, 3 배관에 

적용된 것과 같은 요건에 따라 가상된다.

4) 상기 1), 2) 및 3)의 배관 파단위치에 대하여, 만일 구조물이 고에너지 배관을 필

수 기기로부터 분리시킨다면, 상기 기준이 그런 파단위치를 가상하지 않아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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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 분리시키는 구조물은 그 구조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

는 고에너지 배관에서의 배관 파단의 결과를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안전관련 기기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따라 환경 검증이 되어야 한다. 격납건

물 내부/외부에 있는 전기 및 기계 기기의 환경 검증에 대한 설계기준에 해당 배

관파단과 누설 균열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설계자는 상기의 II.1.다에 따른 파단 위치를 가상하는 각 배관 구간을 명시해야 한

다. 헤더나 헤더 사이에 있는 병렬형 배관 등의 배열을 포함하는 복잡한 계통에서

는, 이 기준에 요구되는 파단 수를 가정하기 위하여 설계자는 해당 구간 안의 모

든 관련 배관을 명시하고 포함해야 한다.

마. II.1.나에 규정된 배관 부분은 예외로 하고 누설 균열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여야 한다.

1) KEPIC 등급 1 배관에서 식(10)으로 계산된 응력 범위가 1.2 Sm을 넘는 축 상의 

위치(axial locations)

2) KEPIC 등급 2, 3 이나 비안전 등급 배관에서 MNC/MND-3653의 식(9)과 식(10)의 

합으로 계산된 응력이 MNC/MND-3653에 주어진 응력 한계 규정치 합의 0.4배를 

넘는 축 상의 위치

3) 응력 정보를 얻기 위해 평가되지 않은 비안전 등급 배관은 가장 심한 환경 영향

을 가져오는 축 상의 위치에 누설 균열을 가정해야 한다.

2. 중에너지 유체계통 배관

 가. 필수 계통과 기기로부터 분리된 유체계통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1.가에서 정의하는 발전소 배치의 분리 대책을 만

족시키기 위하여, 배관 배열과 발전소 배치에 대한 검토에서 내진 및 비내진 기

준(seismic and nonseismic standards)에 맞추어 설계된 배관의 어떤 위치에서의 

관통 누설균열의 영향이 필수 계통 및 기기로부터 격리되거나 물리적으로 떨어

져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나. 격납건물 관통부 지역에서의 유체계통 배관

     만일 KEPIC-MN, MNE-1120의 요건과 KEPIC-MN, MNC-3653의 식(9)와 식(10)의 

합으로 계산된 응력이 MNC-3653에 주어진 응력 한계 규정치의 합을 0.4배 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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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면, 격납건물 벽에서 내측(Inboard) 및 외측(Outboard) 격리밸브를 포함하는 

부분까지의 배관 계통에 대한 누설 균열은 가정할 필요가 없다.

 다. 격납건물 관통부 지역이외의 유체계통

  1) 누설 균열은 다음의 위치를 제외하고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인접한 배관에 대하여 가정되어야 한다.

  가) II.2.나 또는 II.2.라. 기준에 의해 면제된 위치

  나) KEPIC 코드 등급 1 배관에 대해 MNB-3653의 식(10)으로 계산된 응력 범위

가 1.2 Sm보다 작은 위치

  다) KEPIC 코드 등급 2, 3 및 비안전 등급 배관에서 MNC/MND-3653의 식(9)와 

식(10)의 합으로 계산된 응력이 MNC/MND-3653에 주어진 응력 한계 규정

치 합의 0.4배를 넘지 않는 위치

  2) 상기 1)항에 의해 면제된 배관 계통 이외에 대해서는 가장 심한 환경 영향을 

초래할 축방향 및 원주방향 위치에서 누설 균열이 가정되어야 한다.

  3)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3.라 기준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비내진 기준

에 따라 설계된 유체계통 배관에 대하여 누설 균열이 가정되어야 한다.

  라. 고에너지 유체 계통에 근접한 중에너지 유체계통

     만일 해당 누설 균열이 고에너지 유체계통 파단보다 더 심한 환경 조건을 초래

하지 않는다면, 고에너지 유체계통 배관에서 파단이 가정된 영역에 위치한 중에

너지 유체 배관에서 누설 균열은 가상하지 않아도 된다.

  마. 고에너지 계통이나 중에너지 계통으로 분류된 유체계통

     단기간 운전주기 동안에만 고에너지 유체계통으로 분류되며 대부분의 운전주기 

동안에는 중에너지 유체계통으로 분류되는 유체 계통에서는 파단 대신 누설 균

열이 가상될 수 있다.

3. 파단 및 누설 균열의 형태

  가. 원주방향 배관 파단

     고에너지 유체계통 배관에 대하여 II.1에 규정된 위치에 다음과 같은 원주방향 파

단들이 각기 가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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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대응력 범위가 II.1.다.1)과 II.1.다.2)에 규정된 제한치를 초과하며 원주방향 응

력 범위가 적어도 축방향 응력 범위의 1.5배인 위치를 제외하고는, 공칭 배관 

크기가 1인치를 초과하는 유체계통 배관이나 지관(Branch) 구간에서 원주방향 

파단이 가상되어야 한다. 공칭 크기가 1인치 이하인 계측관(Instrumentation 

lines), 배관이나 세관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11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 파단지점이 구체적인 응력 계산없이 선정된 위치에서의 파단은 각 배관피팅

(Fittings)에의 용접부, 밸브 또는 용접부착물에서 가상되어야 한다.

  3) 만일 비탄성 해석을 통하여 배관 구속장치, 구조적 고정장치 또는 배관 강성

(stiffness) 등에 의해 물리적으로 구속시켜서 소성 힌지가 생기지 않음이 입증

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한 파단된 배관 단면에 해당하는 만큼의 길이방향 변

위량을 갖는 배관 절단 및 분리를 야기하는 원주방향 파단이 가정되어야 한다.

  4) 파단 위치에서의 분출 유체의 동적 하중은 해석이나 실험에 의해 결정된 추력 

계수(thrust coefficient)에 의해 수정되어 계산된 유체 압력과 유효 배관 단면 

유동면적에 기초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파단 위치에서의 제한된(limited) 배관 

변위, 배관 제한기, 유량 제한기, 양정 펌프 제어 유량(positive pump 

-controlled flow) 및 에너지 저장조의 부재 등이 분출 유체 감소 요소로 고려

될 수 있다.

  5) 배관 휩 현상은 배관 구조와 형상에 의해 정의된 면에서 발생하고, 분출 유체 

반작용 방향으로 배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되어야 한다.

 나. 길이방향 파단

    고에너지 유체계통 배관에 대하여 II.3.가에 규정된 원주방향 파단 위치에서 다음

과 같은 길이방향 파단들이 가정되어야 한다.

  1) 최대 응력 범위가 II.1.다.(1)과 II.1.다.(2)에 규정된 제한치를 초과하며 축방향 응

력 범위가 적어도 원주방향 응력 범위의 1.5배인 위치를 제외하고는 공칭 배관 

크기가 4인치 이상인 배관 및 지관(Branch) 구간에서 길이방향 파단이 가정되

어야 한다.

  2) 종단에서 길이방향 파단은 가상될 필요가 없다.

  3) 배관이 절단되지 않고 축방향으로 찢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길이방향 

파열이 가정되어야 한다. 분출 유체에 의한 반력이 본래의 배관 형상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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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게 변형시키게 되는 것과 같이 배관 원주상 두 개의 서로 다른 지름 방

향의 반대점에서(동시에 발생하지는 않는) 찢어지는 형태의 균열이 가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한요소해석과 같은 상세 응력해석에 의해 결정된 

최대 인장응력 부분에 단일(Single) 찢어지는 배관 파열이 가정될 수 있다.

  4) 분출 유체에 의한 동적 하중은 파단 위치에서 배관의 유효단면 유동 면적과 

동일한 원형 또는 타원형(2D×1/2D) 파단 면적에 기초해야 하며, 또한 동일 위

치에서 원주방향 파단에 대해 결정되는 해석이나 실험으로 구해진 추력 계수

에 의해 수정되어 계산된 유체 압력에 기초해야 한다. 배관 제한기, 유량 제한

기, 양정 펌프 제어 유량 및 에너지 저장조의 부재 등이 분출 유체 감소 요소

로 고려될 수 있다.

  5) 만일 비탄성 해석을 통하여 배관 구속장치, 구조적 고정장치 또는 배관 강성

(stiffness) 등에 의해 구속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분출 유체 반작용 방향으로 

배관이 움직이는 것으로 가정되어야 한다.

  다. 누설 균열

     누설 균열은 고에너지 유체계통 배관에 대해 II.1.마.에 의해 정의된 축 상의 위치

와 중에너지 유체배관 계통에 대해 II.2.다.1)에 의해 면제받지 않은 축 상의 위치

에 가정되어야 한다.

  1) 누설 균열은 1인치 이하의 배관에서는 가상하지 않아도 된다.

  2) 고에너지 유체계통 배관에 대해, 가장 심한 환경 결과를 초래하는 원주방향에 

누설 균열이 가상되어야 한다(중에너지 유체계통에 대해서는 II.2.나.2) 참조)

  3) 누설 균열에서의 분출 유량은 배관 직경의 1/2에 해당하는 길이와 배관 벽 두

께의 1/2에 해당하는 넓이를 갖는 사각형 면적에 상응하는 원형 개구 면적에 

기초하여 근거해야 한다.

  4) 누설 균열에서의 분출 유량은 격실내의 보호되지 않은 모든 기기를 적시고 격

실을 침수시켜 다른 격실들로 전달되는 환경을 초래하는 것을 가정하여야 한

다. 침수 효과는 시정 조치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보수적으로 평가된 예측 시

간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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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3.6.3-1  동적파괴시험 절차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동적변형시효 (DSA, Dynamic Strain Aging) 효과에 의한 인장치 및 인성치의 저하가 

나타나는 배관 재질에 대해서는 인장치 및 인성치의 결정시 이 효과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탄소강의 경우 동적변형시효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동적파괴시험(dynamic 

fracture test)은 본 안전심사지침 부록 3.6.3-1절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 시험 대상  

   가. 파단전누설 개념이 적용되는 배관이 탄소강으로 제작될 경우, 이 배관이 DSA

에 의해 파괴저항치가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량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동 배관의 파괴물성치 결정시 DSA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DSA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적파괴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2. 시편 선정 

   가. 시험은 각 배관의 보관재료(Archival Material)를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나. 시험은 직관부, 엘보우, 안전단(Safe End)의 모재와 용접부(용접방법별 및 공

장/현장 용접별)에 대해 각각 수행되어야 한다.

 3. 시험 온도 

   가. 시험은 운전온도 또는 설계온도 부근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나. 파괴저항치에 대한 온도의 영향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적어도 고온대기

(Hot Standby) 온도에서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고온대기 온도 대신 상온 

시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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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중속도 

   가. 정적하중과 동적하중에서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나. 정적하중 속도는 현재의 파괴물성치 결정에서 사용되는 속도로 수행한다. 정

적하중 시험이 기수행된 경우 그 시험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동적파괴시험의 하중속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파단전누설개념이 적용되는 배관계통의 Modal Analysis를 수행하여 첫번째 

mode의 natural frequency(nf(#1))를 구한다.

 2) 고온대기온도(또는 상온)와 운전온도에서 각각 정적 파괴시험을 수행하여 각 

온도에서의 균열진전시작시의 하중선변위(Di)를 결정한다.

 3) 각 온도에서의 하중속도(LL)을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LL = 4 * nf(#1) * Di

 5. 시편의 종류 및 갯수

   가. 시편으로는 CT 시편이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편의 두께는 1T (1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편은 직관부, 엘보우, 안전단(Safe End)의 용접부(용접방법별 및 공장/현장 

용접별) 각각에 대해 적어도 3개의 유효한 곡선을 획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갖고 제작되어야 한다. 다만 온도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은 적

어도 1개의 유효한 곡선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 유효한 곡선의 수효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6. 시험방법 및 평가방법

   가. 시험 및 평가는 기본적으로 ASTM Standard E1820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나. 균열 진전량 측정을 위해 전위차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다른 방법도 그 타당

성이 인정되면 사용될 수 있다.

   다. 파괴저항치 결정방법은 기본적으로 정적 파괴저항치 결정방법과 동일해야 한

다. 다른 방법도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용될 수 있다.

 7. 평가 결과

   가. 동적 파괴저항치 측정결과가 정적 파괴저항치 측정결과보다 낮을 경우 파단전

누설 평가에 동적 파괴저항치를 사용해야 한다.

   나. 동적 파괴저항치 측정결과가 정적 파괴저항치 측정결과보다 높을 경우 정적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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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저항치를 사용하여 평가한 파단전누설 평가를 재수행할 필요는 없다.

   다. 적어도 고온대기온도 이상에서는 정적 파괴시험과 동적파괴시험에서 절대로 취

성파괴 거동을 보여서는 안된다. 고온대기온도 이상에서 취성파괴거동을 보일 

경우 파단전누설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표 1. 유효한 곡선의 수효

   

고온대기온도(또는 상온) 고 온

정적 파괴시험 1 3

동적 파괴시험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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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3.7.1-1 최소 파워스펙트럼밀도 요건의 상술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안전심사지침 3.7.1절의 II.1.나 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에 사용되는 단일인공지진동시간이력은 설계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설계응답스펙트럼에 상응하는 목표 파워스펙트럼밀도(Power Spectral 

Density, 이하 “PSD”) 함수도 적절히 만족해야 한다. 즉, 단일시간이력을 사용할 때

는 응답스펙트럼 포괄요구조건 외에도 인공시간이력의 PSD 함수가 중요진동수 범위에

서 목표 PSD 함수를 포괄함을 보임으로써 관심 있는 진동수구간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이 부록에서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60 응답스

펙트럼이 설계응답스펙트럼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목표 PSD 함수에 대한 

세부 요구조건을 제시한다.

II. 규제 입장

   RG 1.60의 1.0g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평방향 응답스펙트럼에 대하여, 다음의 최소 

PSD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다른 최대가속도에 대해서는, 이 PSD 요건을 최대가속

도의 제곱비율로 조정한다.

   일면중첩 PSD는 시간이력의 퓨리에 진폭 와 다음의 관계가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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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가 계산되는 강진지속시간이다.  이 지속시간 는 가속도시간이

력 기록의 최대 파워 부근의 거의 정상인(Stationary) 파워의 지속시간을 나타낸다.  인

공시간이력 또는 실재 지진시간이력의  결정에 대한 추가지침은 NUREG/CR-5347

의 Appendix B에 제시되어 있다.

   식 (1)로 정의된 평균일면중첩 PSD는 0.3 Hz와 24 Hz 사이에서, 식 (2)로 정의된 목

표 PSD의 80%보다 커야 한다.


Hz 미만
 msec Hz


Hz  Hz
 msec Hz


Hz  Hz
  cmsec Hz


 Hz 이상
  cmsec Hz

(2)

   임의의 진동수 f에 대하여, 평균 PSD는 그 진동수 f를 중심으로 ±20 %의 진동수

대역에 대하여 계산된다(예를 들어, f = 5 Hz 인 경우 4 ~ 6 Hz).

   목표 PSD에서 24 Hz 이상의 파워는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아서 24 Hz 이상의 진

동수에 대한 검토는 불필요하다(그러나, RG 1.60의 정의에 의해 적용되는 바와 같이 

응답스펙트럼 계산은 24 Hz 이상도 필요함을 주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0.3 Hz 이하

의 파워는 강성이 큰 원전설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0.3 Hz 이하의 검토는 

불필요하다.  임의의 광폭의 진동수대역에서 파워의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높

으나, 이 요건으로 인해 RG 1.60의 응답스펙트럼에서 기 구현된 보수성에 추가의 보수

성이 도입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낮도록 목표 PSD의 80 %를 최소한의 검토기준으로 

설정한다.

   최소 PSD 요건을 만족하는 시간이력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은 모든 진동수에서 RG 

1.60의 응답스펙트럼보다 작을 것이다.  0.25 Hz 이상의 모든 진동수에서 2 % 감쇠에 

대한 RG 1.60의 응답스펙트럼(1.0 g를 기준)과 정확하게 맞는 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

기 위해서는, 결과로 생성된 시간이력을 ±1.0g에서 잘라내면서 식 (2)에서 정의된 P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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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할 수 있다(참고문헌 3).

   2 % 및 그 이상의 감쇠에 대한 RG 1.60의 응답스펙트럼(1.0g를 기준)을 보수적으로 

포괄하는 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결과로 생성된 시간이력을 ±1.0 g에서 

잘라내면서 식 (2)에서 정의된 PSD의 130 %를 사용할 수 있다.

Ⅲ. 참고문헌

 1. Regulatory Guide 1.60, "Design Response Spectra for Seismic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2. NUREG/CR-3509, "Power Spectral Density Functions Compatible with NRC 

Regulatory Guide 1.60 Response Spectra," June 1988.

 3. NUREG/CR-5347, "Recommendations for Resolution of Public Comments on USI 

A-40, Seismic Design Criteria," June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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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7.1-2 설계응답스펙트럼 검토 절차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이 부록에서는 안전심사지침 3.7.1절의 II.1.가 항에 제시된, 내진설계용 응답스펙트

럼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흐름도로 제시한다.

II. 규제 입장

   안전심사지침 3.7.1절의 II.1.가 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설계응답스펙트럼은 부지고

유 GMRS로부터 결정하거나, 부지고유 GMRS를 포괄하는 (Regulatory Guide 1.60 응답

스펙트럼과 유사한) 광폭 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결정한다. 설계응답스펙트럼과 일관성 

있는 구조물 기초 깊이에서의 응답스펙트럼을 각 내진범주 I급 구조물에 대해 결정한

다. 기초 깊이에서의 최소 0.1g 최대지반가속도 요건이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기초 깊이 응답스펙트럼을 최소요구응답스펙트럼과 비교한다. 기초 깊이 응답스펙

트럼이 최소요구응답스펙트럼보다 크지 않으면 최소요구응답스펙트럼보다 커지도록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수정할 수 있다.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별도의 응답스펙트럼 두 세트(최소요구응답스펙트럼 및 수정하지 않은 설계응답스펙트

럼)를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해석과 설계에 사용한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이 절

차에 따른 내진설계용 응답스펙트럼의 적합성 검토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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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RS 결정(개발)

(하나 선택)

설계응답스펙트럼 결정 :
RG 1.60 응답스펙트럼과 유사한 
형상의 광폭 응답스펙트럼 선정

(GMRS를 포괄하도록 선정)

설계응답스펙트럼 결정 :
GMRS로부터 평활한 형상의 

응답스펙트럼 결정

각 내진범주 I급 구조물에 대해 설계응답스펙트럼
에 상응하는 기초 깊이에서의 스펙트럼 계산

예 아니오

(하나 선택)

안전심사지침에 따라 
내진해석에 사용

그림 1. 설계응답스펙트럼의 적합성 평가 절차

기초 깊이에서의 스펙트럼 
> 최소요구응답스펙트럼

(MRRS)

두 세트의 
응답스펙트럼 
사용(검토 
필요)

MRRS를 
포괄하는 

응답스펙트럼 
사용(허용)

설계응답 
스펙트럼 
허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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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3.8.4-1  안전관련 조적벽 평가를 위한 기준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본 부록은 안전관련 조적벽이 안전심사지침 3.8.4 II항에 명시된 허용기준을 만족하

기 위한 최소한의 설계 고려사항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1. 일반요건

   안전관련 콘크리트 조적벽의 설계 및 시공에 관계된 자재, 시험, 해석, 설계, 건설 

및 검사는 UBC(Uniform Building Code)의 적용요건과 부합되어야 한다.  ACI(American 

Concrete Institute)-531, ATC-3 혹은 NCMA와 같은 다른 코드의 사용 역시 허용된다.  

그러나 본 기준의 해당조항 보다 보수적이지 못할 때는 그러한 코드의 사용은 사안별

로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ACI 530 또는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와 같은 새로운 기준이나 개

정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이 승인된 기준의 안전성과 동등인지 

여부를 사안별로 검토할 것이다. 

   발전소를 신축할 경우, 보강하지 않는 조적벽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하중 및 하중조합

   하중 및 하중조합은 정상운전하중, 심한환경하중, 극한환경하중, 비정상하중을 포함한다.  

    가. 일반하중 상태

      1) D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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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 + L + E

      3) D + L + W

      To와 Ro에 의한 온도응력이 적용되면 다음과 같다

      1가) D + L + To + Ro

      1나) D + L + To + Ro + E

      1다) D + L + To + Ro + W

   나. 극한환경상태, 비정상상태, 비정상/심한환경상태, 비정상/극한환경상태

      4) D + L + To + Ro + E'

      5) D + L + To + Ro + Wt

      6) D + L + Ta + Ra + 1.5Pa

      7) D + L + Ta + Ra + 1.25Pa + 1.0(Yr + Yj + Ym) + 1.25E

      8) D + L + Ta + Ra + 1.0Pa + 1.0(Yr + Yj + Ym) + 1.0E'

      6), 7) 및 8)의 하중조합에서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지 않으면 Pa, Ta, Ra, Yj, 

Yr 및 Ym의 최대값에 적절한 동적 하중계수를 고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하

중조합 5), 7) 및 8)에서는 하중조합 5)에 있는 토네이도 비산물하중과 조합 7), 

8)의 Yr, Yj, Ym을 제외시켜도 관련 구조적 허용기준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러

한 집중하중을 고려할 때 안전관련 계통의 기능상실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국부

적으로 단면강도를 초과할 수 있다.  활하중(L)이 가장 큰 값을 갖거나 전혀 없

을 경우 모두 검토되어야 한다.

  3. 허용응력

   ACI-531에 있는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가. 풍하중이나 지진(OBE)하중이 하중조합에 적용될 때 허용응력 증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특별한 검사범주에서의 허용응력은 규제기관의 검사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다. 모든 인장응력은 철근이 받는다.

    라. 극한환경상태, 비정상상태, 비정상/심한환경상태, 비정상/극한환경상태의 하중

조건에서 허용응력은 다음 표에 보여지는 계수를 곱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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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력 구분                                      계        수

축 혹은 휨 압축                                        2.5

지압(Bearing)                                           2.5

철근응력(전단 제외)                       2.0 (단, 0.9 fy를 초과하지 않음)

전단철근, 볼트                                         1.5

Bed Joint에 평행한 조적 인장력                         1.5

조적물이 받는 전단                                     1.3

보강조적의 Bed Joint에 직각인                           0

조적 인장력                                      

       주) 앵커볼트가 사용될 경우에는 조적벽의 전면파괴(facial spalling)가 방지되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설계 및 해석상의 고려사항

    가. 해석은 적절한 공학적 관행을 고려해야 하며 정립된 공업역학의 원리를 따라

야 한다.

    나. 사용된 가정과 모델링 기법은 경계조건, 단면의 균열 및 조적벽의 동적거동 

등을 타당하게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다. 동적해석에 사용된 감쇠값은 Regulatory Guide 1.61에서 철근콘크리트에 적용

된 것과 같아야 한다.

    라. 내진해석에서는 질량 및 재질 그리고 사용된 변수들의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 해석은 면내 및 면외 작용하중 모두를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바. 층간 상대변위 효과도 고려되어야 한다.

    사. 신축발전소의 경우, 비보강조적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콘크리트 조적벽

의 모든 그라우트는 진동으로 다져져야 한다.

    아. 조적 전단벽에서는 ACI-531의 최소 철근요건을 따라야 한다.

    자. 특별한 시공법(다층, 복합 등)이나 코드에 기술되어 있지 않는 기타 항목들은 

사안별로 검토해야 한다.

    차. 신청자는 가능한 한 검토자들의 검토를 위해 품질보증/품질관리에 대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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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야 한다. 품질관리/품질보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조적 구조물이 설계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건설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자에 의하여 사전 

승인된 시험계획이 이행되고 검토자에 의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카. Yr, Yj, Ym 하중에 의해서 야기되는 전면파쇄(spalling)나 후면파쇄(scabbing)의 

방지가 요구되는 조적벽의 경우, 안전심사지침 3.5.3의 요건이 적용된다.  안전

심사지침 3.5.3의 요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한다.

  5. 기준의 개정

   기준은 다음을 근거로 하여 적절히 개정될 수 있다.

    가. 검토중에 얻어진 경험

    나. 시험과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연구자료

  6. 참고 문헌

    가. ACI 530, "Building Code Requirements for Masonry Structures."

    나. ACI-531-79, “Building Code Requirements for Concrete Masonry Structures.” 

and Commentary ACI-531R - 79.    

    다. ATC 3-06, “Tentative Provisions for the Development of Seismic Regulations 

for Buildings-Applied Technology Council.”

    라. International Building Code

    마. Regulatory Guide 1.61, "Damping Values for Seismic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바. Specification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Load-Bearing Concrete 

Masonry- NCMA August, 1979.

    사. Trojan Nuclear Plant Concrete Masonry Design Criteria Safety Evaluation 

Report Supplement - November, 1980.

    아. Uniform Building Code - 1979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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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8.4-2 구조설계감사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1. 개  요

   10 CFR 50, 부록 B는 설계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내용을 검토하거나, 대

안으로 간략계산을 하거나, 적절한 시험계획의 이행 등 설계관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부록은 구조설계 감사의 이행을 위한 요건과 지침을 제공

한다.

2. 목  적

   다음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감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가. 신청자가 시설의 설계시 적용하기로 약정한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설계가 이행

되었는지를 조사한다.

   나. 주요 구조설계 계산이 타당한 방법으로 수행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다. 안전심사지침에서 권고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구조물이 설계되고 해석된 부

분에 대하여는 안전 중요도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3. 예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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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계획은 감사총괄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관심분야를 포함한 감사일정 

및 항목은 감사담당자에 의해 준비되고 최소한 감사 30일전에 신청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4. 감사의 수행

   가. 발전소 설계의 개괄적 검토

      신청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기술한 것과 상이한 부분을 포함하여 개요, 가

정사항, 모델기법 및 설계의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여 각 구조물의 개괄을 제시

해야 한다.

   나. 설계계산에 대한 감사

      감사담당자는 신청자의 설계보고서를 검토하는 중 확인하였던 구조물의 설계 계산

을 검토한다. 구조모델 작성, 해석, 부재 제원의 결정 및 전산작업에 관한 의문점

에 대하여는 감사 참여자들이 서로 토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신청자가 추가로 공

학자료를 제시하거나 추가해석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특정한 추가 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추적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5. 감사종료회의

   감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감사종료회의를 실시함으로써 감사지적사항, 설계에 관련

된 일반적 문제점, 특정한 보완사항 및 보완 항목의 해결을 위한 일정을 토의하고 요

약한다.

6. 감사 회의록

   감사총괄자는 감사 회의록을 준비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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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사후 회의

   보완사항에 관한 신청자의 대응조치 검토결과에 따라 감사자와 신청자간의 추가회

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8. 안전심사보고서에의 삽입

   감사는 검토과정에 있어서 필수분야이다.  기타 안전측면을 적절히 고려하여 감사

에 따른 보완사항을 해결하는 과정이 검토자의 안전심사보고서 작성 준비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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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3.8.4-3 설계보고서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1. 목  적

   설계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검토자에게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는 것보다 더 세부적

인 설계 및 공사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구조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다. 검토를 위하여 자료는 실제 설계계산의 범위와 최종설계 결과를 보

여주는 정량적인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보고서는 설계내용과 실제 건설과

정에서의 상태에 대한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구조설명과 형태

  가. 구조적 형태 및 제원

  나. 주요 구조요소

  다. 층 슬래브 배치도 및 입면도

  라. 주변조건 및 지지상태

  마. 특별한 구조적 특징

3. 구조재료의 요건

  가.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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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압축강도

    2) 탄성계수

    3) 전단탄성계수

    4) 포아송비

  나. 철근

    1) 항복응력

    2) 인장강도

    3) 신장률  

  다. 구조강

    1) 등급

    2) 극한인장강도

    3) 항복응력

  라. 프리스트레싱 계통

    1) 시스템의 형태(생산자)

    2) 텐돈의 설명

    3) 과하중의 설명

    4) 텐돈과 쉬스관의 배치

    5) 돔의 프리스트레싱

  마. 기초지반

    1) 개요

    2) 단위중량

    3) 전단탄성계수

    4) 내부마찰각

    5) 점착력

    6) 지내력

  바. 특별 고려사항

4. 구조적 하중

  가. 사하중 및 활하중의 층슬래브별 분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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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과도하중 및 동적하중의 결정

  다. 기기하중에 대한 제작자 자료

  라. 환경하중

  마. 비틀림 효과

5. 구조해석 및 설계

  가. 위험부위의 구조요소에 대한 설계계산

  나. 안정성 계산

  다. 연결부위 상세를 포함한 설계도면

  라. 독특한 특징 및 문제점 해결책에 대한 토의

6. 결과 요약

  가. 소요단면

  나. 실제 설계단면

  다. 각 하중의 기여도 결정

  라. 여러 파괴양상(휨, 전단, 축방향 하중)에 따른 단면의 저항능력과 요구되는 단면 

능력과의 비교

  마. 제공된 안전 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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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3.8.4-4 사용후연료 저장대에 대한 규제입장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사용후연료 저장대는 KEPIC MNF, "지지물“에 따라 내진범주 I급 구조물로 분류된

다. 본 부록의 목적은 사용후연료 저장대 및 관련 구조물이 안전심사지침 3.8.4절의 II항

에 명시된 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1. 사용후연료 저장조 및 저장대 설명

   저장조, 저장조 라이너, 저장대의 안전기능 수행을 위해 이들을 지지하고 있는 주요 

구조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후연료 저장 구조물에 대한 입면도 및 단면도 를 

포함한 발전소 구조물에 대한 설명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저장조 라이너, 저장대를 

포함한 사용후연료 저장조의 주요 안전기능은 지진, 사용후연료 캐스크의 충격, 사용후

연료 집합체 및 기타 중량물 낙하와 같은 모든 환경조건 및 사고상태에서도 사용후연료 

집합체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토되어야 할 주요 구조요소 및 설명이 필요한 분야는 아래와 같다.

  가. 사용후연료 저장대의 지지대

사용후연료 저장대 수평 및 수직 지지부의 전체적 배치 및 주요 특징을 제시하

여 저장대 하중이 저장조 벽체 및 바닥 슬래브에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후연료, 저장대, 저장조 벽체 등 사이의 모든 간격

과 미끄럼 충돌(sliding contacts)이 설명되어야 한다.  새로운 저장대 설치시 기

존의 저장조 벽체 및 바닥 슬래브와의 연계범위가 설명되어야 한다.(연계하중, 

응답스펙트럼 등)

저장대가 저장조 벽체 및 바닥에 연결되어 있다면 저장조 라이너가 관통될 수도 

있으므로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냉각수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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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나. 사용후연료 취급

낙하사고에 대한 가정과 낙하변수의 정량화 담당부서는 핵연료 취급과 관련된 

기준을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핵연료 취급시 가상사고에 대하여 저장조라이너

를 포함한 저장조 및 저장대의 구조건전성 검토를 수행한다. 이러한 검토에 필

요한 핵연료 취급계통에 대한 상세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2. 적용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

   시공자재는 KEPIC MNF(지지물)를 만족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는 핵연료 저장조내 

환경에서 부식과 갈바닉 효과(galvanic effect)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선정되어야 한

다. 스테인레스 강을 이용한 사용후연료의 설계, 제작 및 설치는 KEPIC MNF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지진 및 충돌하중

   FRS(Floor Response Spectrum) 또는 GRS(Ground Response Spectrum)와 같은 동적 

입력자료가 없을 경우 본 지침 3.7절(내진설계)의 규정에 따라 동적해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반응답스펙트럼 및 감쇠값은 각각 Regulatory Guide(이하 “RG") 1.60 및 1.61

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동적 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새로운 저장대 계통의 해석 및 

설계는 이와 같은 기존의 입력자료와 그 당시 사용되었던 감쇠값을 적용하거나, RG 

1.60 및 1.61에 따른 새로운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입력자료와 RG 1.61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감쇠값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새로운 저장대 계통 설계를 위해서는 3축 방향의 지진입력이 동시에 작용되어야 

한다. 

   각 방향에서의 최대응답은 RG 1.92에 따라 SRSS 방법으로 조합되어야 한다.  수직

방향과 하나의 수평방향에 대한 응답스펙트럼만이 있을 경우, 또 다른 수평방향에 대

한 응답스펙트럼은 기존의 수평방향 응답스펙트럼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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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submergence)가 고려될 수 있으며 이 수중효과 각각의 경우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연료집합체와 가이드 튜브(guide tube) 벽체 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가상지진 발생

시 충돌하중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충돌효과에 의한 추가하중은 연료집합체의 동

력학 에너지를 추정하여 결정될 수 있다.  연료집합체의 최대속도는 수중 연료집합체

의 고유진동수에 해당하는 응답스펙트럼 속도(spectral velocity)로 구해질 수 있다. 이

렇게 산정된 하중이 저장대 벽체 및 지지구조대(framework)에 미치는 전반적 효과와 

국부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반작용으로 연료집합체에 작용되는 하중이 연료 

손상을 야기하지 않음을 보여야 한다.  다른 가상 충돌사건으로 인한 하중이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충돌물체의 질량, 충돌시점의 최대속도, 동력학적 에너지 흡수

를 위한 충돌 대상물질의 연성비와 같은 변수가 명시되어야 한다. 

4. 하중 및 하중조합

   사용후연료 배치 재조정으로 인한 온도분포 변화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중 및 

하중조합에 저장조 벽체 및 바닥에서의 최대온도 분포로 인하여 야기되는 온도하중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사용후연료가 있는 셀과 없는 셀 사이의 부등 열 효과로 인하

여 발생되는 저장대 구조물에서의 온도경사가 저장대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저장

대 설계 및 저장조 바닥 해석시 크레인 사용 경우에 발생되는 최대 인양하중이 고려

되어야 한다. 

   저장조 슬래브, 저장조 라이너를 포함하는 저장 구조물과 저장대 평가시 사용후연

료 캐스크의 충돌, 중량물 및 연료봉의 최대높이에서의 낙하사고로 인한 사고하중조합

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서의 허용한계(변형률, 응력)는 각각의 경우에 따르나 일반적으로 각 부품

의 구조적 건전성 및 기능이 유지됨이 입증되어야 한다.  하중조합 및 허용한계로 본 

지침 3.8.4 Ⅱ.3과 본 부록의 표 1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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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 및 해석절차

   사용후연료 저장대의 설계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는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N210-76에 기술되어 있다. 

   중요 변수의 산정과정 및 해석모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상세내용이 제시되어야 한

다. 저장대 사이의 간격 모델링 방법, 연료봉과 가이드 튜브 사이의 간격 모델링 방법, 

연료봉과 가이드 튜브의 집중질량 모델링 방법, 저장조 벽체에 작용하는 저장수의 슬

러싱(sloshing water) 효과를 고려하는 방법, 연료봉 및 저장대의 질량 및 질량분포, 유

효감쇠값에 미치는 저장수의 수중효과(submergence)가 제시되어야 한다.  

   본 지침의 3.8.4절, II항에 따른 설계 및 해석절차는 타당하다. 간격, 저장수 슬러싱, 

수중작용으로 인한 유효질량 및 감쇠값 증가 효과는 정량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만약 연료 저장대가 벽체나 바닥이 지지되지 않는 경우의 저장대의 응답은 저장대

의 활동, 회전, 비틀림, 연료집합체와 연료 셀간, 저장대와 저장대간 및 저장대와 벽체

간의 충격을 포함한 복합적인 거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내진해석은 비선형 시간이력해

석을 이용할 수 있으며, NUREG/CR-5912는 지지되지 않는 저장대(free standing rack)

에 대한 설계 및 해석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저장대 상부가 저장조 벽체에 수평방향으로 구속되어 있을 경우, 저장조 벽체의 유연

도가 결정되고 벽체가 해당하중을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장조 벽체가 유연하면(고유

진동수가 33Hz 미만), 저장대 상부 구속위치에서의 FRS가 저장조 바닥에서의 FRS 보다 

크게 된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2개의 독립된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가. 상부, 하부 위치에서의 응답스펙트럼간에 중요한 최대진동수 이동(peak frequency 

shift)이 없을 경우, 상부 지지점에서의 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한 저장대 계통의 응

답스펙트럼해석

   나. 지지점간의 최대 상대변위를 고려한 저장대 계통의 정적해석

   상기 두 개의 해석결과로 얻어지는 응력은 절대합 방법으로 더해져야 한다. 

   저장조 벽체의 유연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Biggs, John M., "Introduction to 

Structural Dynamics," Mcgraw-Hill Book Co., NewYork, 1964에 기술된 방법과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구해진 등가질량 및 강성을 사용할 수 있다.  저장조 벽체의 고유진동

수가 33Hz 이상이면 저장조 벽체 및 저장대 수평 지지점에서의 응답이 바닥슬래브에

서의 응답과 동일하다고 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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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조적 허용기준

   구조적 허용기준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설계에 좌굴하중이 고려될 경우에 구조적 

허용기준은 ASME Sec. III, Div. 1, Appendix XVII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충돌하중 해석에 있어서 인장, 휨, 압축, 전단 모드에 있어서 동력학적 에너지를 흡수

하는데 사용되는 연성비는 정량화되어야 한다.  지진하중 영향 고려시 모든 발생 가능

한 사용조건하에서 저장대의 활동 및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본 지침 3.8.5 Ⅱ.5항을 따

라야 한다.

가. 전도에 대한 안전율이 본 지침 3.8.5 Ⅱ.5항에 명시된 값보다 작을 경우에는 

상세 비선형 동적해석을 통하여 활동의 양이 매우 적고, 저장대간 또는 저장

대와 저장조 벽체 사이의 충돌이 방지됨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활동 및 기울어짐 운동(tilting motion)이 열효과를 고려한 설계간격(thermal 

clearance)과 같은 기하학적 구속조건내에 머물게 되고 충돌영향이 고려되었

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사용후연료 저장조 구조물은 새로운 또는 고밀도 저장대 설치로 인해 증가된 하중

이 고려되어 설계되어야 하며, 연료저장조 라이너의 기밀성이 유지되거나 또는 저장조

의 기능에 문제없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7. 자재, 품질관리 및 특수공법

   자재, 품질관리절차 및 특수건설공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새로운 핵연료저장대의 

설치순서, 시공단계에서 기 저장된 연료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이 제시되

어야 한다. 저장대와 저장조 라이너 사이가 용접 연결될 경우, 용접절차 및 용접사는 

적용코드에 따라 인증되어야 한다. 

   사용후연료 저장대가 알루미늄으로 제작될 경우 재료 물성에 관한 지침은 참고문

헌 “차”, “카”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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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하중조합 및 구조적 허용기준

하중조합 허용한계

D + L

D + L + TO

D + L + TO + E 

D + L + Ta + E 

D + L + TO + Pf 

D + L + Ta + E' 

D + L + Fd 

Level A 사용한계

Level B 사용한계

Level D 사용한계

저장대의 기능유지 입증

한계상태해석

1.7 (D + L)

1.3 (D + L + TO)

1.7 (D + L + E)

1.3 (D + L + E + TO)

1.3 (D + L + E + Ta)

1.3 (D + L + TO + Pf)

1.1 (D + L + Ta + E')

ASME, Sec. III, Appendix XVII, 
Article 4000

주) (1) 상기 표에서의 약자는 참고문헌 2의 3.8.4절 Ⅱ.3. 가항에 명시되어 있음.  다만, 

Ta는 가상 비정상 설계조건에서의 최대온도임.

    (2) 설계시방서에 명시된 변형한계를 만족하여야 하며, 변형한계는 연료봉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함.

    (3) ASME Sec. III, Div. 1, Subsec. NF 3231.1 조항은 참고문헌 5의 C.2, C.3, C.4의 

요건으로 수정되어야 함.

    (4) Fd는 최대 중량물의 최대 높이에서의 낙하사고에 의한 하중이며, Pf는 가상 연

료 고착사고로 인한 저장대 인양하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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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3.9.3-1 특정 운전하중조합을 받는 KEPIC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물에 대한 응력한계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개요  

   원자력발전소 안전등급 1,2,3 기기 및 지지물은 발전소 및 계통 운전조건, 자연현

상, 가상사고 및 부지관련 재해로부터 발생하는 하중조합을 받는다. KEPIC-MN, “원

자력기계”에는 이러한 하중을 받는 기기 및 지지물의 압력유지기능 또는 구조건전성

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계 및 운전 응력한계(Service Stress Limit)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고려되어야 할 조건들은 열성층 유동, 열성층 띠(Thermal Striping), 열적 사이

클 효과(Thermal Cycle Effect) 그리고 배관 및 기기에 작용하는 공간 혹은 시간적 응

력이 포함된다. 영향을 받는 배관의 응력해석과 피로평가에서 고려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이러한 조건들은 허용되지 않는 응력, 배관 움직임, 변형 및 피로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주급수 배관, 주급수 노즐, 가압기 밀림관, 가압기와 감압밸

브 사이의 배관, 그리고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연결된 비교적 차가운 유체를 포함하는 

잔열제거계통이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연결배관에서와 같이 간헐적인 누수가 있는 지

점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된다.

   코드에 명시된 설계 및 응력 한계 그 자체는 기기 및 지지구조물의 안전기능 수행

을 보증하지 못한다. 하중의 조합, 각각의 하중조합에 적합한 설계 및 운전 응력한계

의 선정, 그리고 작동성에 대한 적절한 고려는 코드의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붕괴 

및 변형 한계를 포함한 기능 수행능력에 대한 고려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코드에서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항들은 설계자가 평가해야 하며 설계시방서 

및 다른 참고자료에 포함되어야 한다.

   발전소 및 계통 운전조건, 설계기준사고, 자연현상, 부지관련 재해로부터 발생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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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하중 및 하중조합과 관련된 허용할 만한 설계 및 운전 응력 한계의 선정에 대한 지

침이 필요하다. “설계조건”, “발전소 운전조건”, “계통 운전조건” 및 이전의 “기

기 운전조건”과 현재의 4종류 운전응력한계 등의 용어사이의 관계 및 적용이 구분되어

야 한다.

   예를 들면 발전소 또는 계통의 사고조건에서(즉,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내에서 냉

각재상실사고에 의한) 비상노심냉각계통은 발전소의 안전정지를 위해 어느 정도의 시

간까지 운전되고 유량을 전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발전소 조건은 사고 상태이지만 

작동되는 비상노심냉각계통 내의 기기는 특정한 발전소 가상사고로 발생되는 운전하

중 하에서 안전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가 가상사고에서 이러한 응력 한계

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둔 계통의 운전조건 D 운전응력한계는 계통 운

전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정당화되지 못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의 목적은 주요 기기 및 기기 지지물에 적용되는 하중조합 선정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일관성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발전소 가상사건, 발전소 및 

계통 운전조건, 기기 및 기기 지지물 설계 및 운전 응력한계, 기능수행 능력

(Functionality Capability), 그리고 작동성 사이에 허용할 만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II. 논의  

   발전소 설계에 대한 검토에서 만족할 만한 설계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1.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설계 및 

운전 응력한계와 발전소 가상사건, 발전소 및 계통 운전조건, 하중 및 하중조합 

사이의 관계

  2.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에 대한 허용 설계 및 운

전 응력한계와 기기 작동성 보증, 기능수행 능력 사이의 관계

   코드는 설계 및 운전 하중에 적용되는 5 범주의 한계(설계, 운전조건 A, 운전조건 

B, 운전조건 C, 운전조건 D)를 제시하고 있다. 코드 규정은 기기와 지지물의 압력유지

경계에 대한 구조적 건전성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기기 작동성과 기능수행 능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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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기기의 설계에 고려되어야 할 하중의 종류는 코드에 명

시되어 있지만, 가상사고와 발전소 및 계통 운전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하중을 어떻게 

조합할 것이며 특별한 하중조합에 대한 응력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

은 코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각 기기 및 지지구조물에 대해서 코드에서 요구하고 

있는 설계시방서에 위의 사항을 결정하여 명시하는 것은 설계자의 책임이다.

III. 규제입장

   코드는 모든 등급의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에 대한 설계 응력 한

계, 4종류의 운전 응력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주 검토자는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

심 지지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하중 또는 그 하중조합에 사용될 수 있는 최대 허용 

설계 및 운전 한계를 결정해야 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자에게 KEPIC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1. 설계 하중과 한계의 고려

  2. 가상사건으로부터 기인하는 운전하중 조합에 대한 고려와 허용 운전한계의 설정

  3. 가상사건으로부터 기인하는 운전하중 조합 하에서의 배관 기능수행 능력과 능동 

펌프 및 밸브의 작동성에 대한 고려

  4.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에 대한 안전심사지침의 적용과 지침을 

따르기 위한 절차

IV. KEPIC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

   1. 설계 하중 및 설계 한계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은 본 안전심사지침

의 요건과 압력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KEPIC 코드 적용시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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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지침”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코드를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기 지지물은 설계

시방서에 명시된 변형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설계하중은 설계시방서에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명시된 설계하중은 코드상

의 해당 설계 한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피로 평가는 모든 코드 등급 1 기기에 대해 요구된다. 열적 반복 효과

(Thermal Cycle Effect)나 동적 반복하중을 받는 KEPIC 코드 2, 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은 피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피로 평가의 범위, 

방법 및 결과는 검토자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기기 및 기기 지지물의 피로해

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결과와 해석을 검토하고 이를 코드의 지침과 비교하여야 

한다. 기기 및 기기 지지물의 피로평가에 필요한 부수적인 해석은 발전소 수명

기간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KEPIC 피로설계 곡선에 포함되어 있는 여유도에 

역효과를 줄 수 있는 누적 효과를 갖는 환경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피로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응력뿐만 아

니라 온도성층(Temperature Stratification) 혹은 온도변동(Temperature Oscillation)

에 의하여 응력을 받는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연결된 격리되지 않은 배관 부위는 여

러 가지 하중과 운전 시 고려되어야 할 최악의 시간 및 공간적인 온도분포에 의해 

발생되는 조합 응력에 견디도록 설계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Bulletin 88-08에는 원

자로냉각재계통에 연결된 배관의 열응력에 대해 기술되어 있으며, Bulletin 88-11

에는 가압기 밀림관 열성층 유동과 혹은 열성층 띠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열성층 혹은 온도 변동에 의해 응력을 받는 배관(누수되는 밸브로 인한 열성

층 혹은 온도 변동에 민감한 배관을 포함)은 이러한 응력들을 고려하여 설계되

고 확인되어야 한다.

         코드 등급 1,2,3 배관의 피로설계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2절을 따른

다.

   2. 운전하중 조합

         개별적인 하중(즉, 지속하중, 계통운전 과도상태에 의한 하중, 운전기준지진, 안

전정지지진, 냉각재상실사고, 설계기준 배관파손, 주증기관/주급수관 파손 및 그에 

의한 동적효과 등)의 확인과 이러한 하중의 적절한 조합은 3항을 따라야 한다. 이

러한 하중들의 적절한 조합방법은 NUREG-0484 "Methodology for Comb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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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Loads"를 따라야 한다. 운전기준지진 사용에 대한 규제 요건의 예외가 

허용되었고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 설계시 운전기준지진 사용에 

대해 허용된 대체방법이 안전심사지침 3.9.3절 III.1항에 기술되어 있다.

   3. 운전조건

     가. 운전한계 A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은 정상 발전소/계통 

운전 중에 발생하는 지속하중을 받을 때 운전조건 A의 운전한계를 초과해서

는 안 된다.

     나. 운전한계 B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은 (1) 지속하중, (2) 

명시된 발전소/계통 운전 과도상태, 그리고 (3) 운전기준지진에 의한 하중의 

조합을 겪을 때 운전조건 B의 운전한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운전한계 C

        1)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은 (1) 지속하중과 

(2) 설계기준 배관파손에 의한 하중의 조합을 받을 때 운전조건 C 운전한

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설계기준 배관파손에는 가상배관파단에 의한 하중은 물론 가상배관파단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련계통 과도상태 또는 동적효과가 포함된다.

     라. 운전한계 D

        1)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은 (1) 지속하중, 

(2) 설계기준 배관파손, 주증기배관/주급수배관 파손, 또는 냉각재 상실사

고, 그리고 (3) 안전정지 지진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중의 조합을 받을 때 

운전조건 D 운전한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설계기준 배관파손, 주증기배관/주급수배관, 그리고 냉각재상실사고에는 가

상배관파단에 의한 하중은 물론 가상배관파단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련 계

통 과도상태 또는 동적영향이 포함된다. 가압경수형 원자로 일차계통에 작

용하는 비대칭 취출부하는 NUREG-0609에 따라서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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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작동성과 기능수행 능력

  1. 능동펌프와 밸브

        안전심사지침 3.10절에서는 지지구조물에 의해서 지지되는 펌프 또는 밸브가 

명시된 운전한계에 제한된 응력상태에서 정해진 하중조합을 견딜 수 있으며 그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이 입증될 수 있도록 검토자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펌

프 또는 밸브가 정상운전 하중, 안전정지지진 및 다른 하중의 조합을 받는 경우, 

밸브 몸체와 펌프 케이싱에 작용하는 응력은 특정 재료의 탄성한계로 제한되어

야 한다. 이러한 입증은 펌프와 밸브가 손상없이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신을 준다. 자유단 변위 및 앵커 위치 거동 제한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도 포함

되어야 한다.

        능동펌프와 밸브의 기능설계와 품질 및 작동성을 평가하기 위한 가동중시험 

프로그램은 안전심사지침 3.9.6절에 기술되어 있다.

 

  2. 방진기

        검토자는 안전성 관련 계통에 설치된 기계식 및 유압식 방진기에 대하여 명

시된 작동성 요건을 검토한다. 방진기가 사용될 때에는 그 필요성이 분명히 설정

되어야 하며 설계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방진기의 작동성을 평가하기 위한 가동중시험 프로그램은 안전심사지침 3.9.6

절에 기술되어 있다.

 

  3. 등급 1,2,3 배관의 기능수행 능력

       코드 등급 1,2,3 배관 설계에는 기능수행 능력 보증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지구조물에 의하여 지지받는 배관기기가 운전조건하에서 계통

의 안전기능 수행능력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충분한 안정성을 보유할 수 있음을 입

증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시험, 해석, 또는 시험과 해석의 조합

에 근거를 둘 수 있다. 기능수행 능력 보증 프로그램은 NUREG-1367, "Functional 

Capability of Piping Systems"의 9절에 기술된 결론과 일치하여야 한다.

       배관계통의 기능성은 안전심사지침 3.12절에 따라 검토한다.



부록3.9.3-1 개정 4 - 2014. 12

VI. 표

  1. 표 1에는 본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된 지침이 요약되어 있다. 표 1에는 발전소 사

건, 계통 운전 조건, 운전 하중조합, 그리고 운전 응력한계가 예시되어 있고 본 

안전심사지침의 본문 내용과 연관시켜 사용되어야 한다.

  2. 표 2에는 본 안전심사지침에 사용된 용어가 정의되어 있다. 

VII. 요건 준수 절차

  1. 설계시방서 및 안전성분석보고서

 가.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에 대한 코드상의 설계

선택과 설계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코드에서 명시된 관련 설계기준이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상세히 요약되어 있어서 본 안전심사지침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제시된 각각의 하중조합에 대한 모든 설계 및 운

전하중, 조합방법, 적절한 설계 및 운전 응력한계의 설정(1차 및 2차 응력, 

피로에 대한 고려, 압력에 대한 특별고려가 포함됨), 그리고 기능수행에 대한 

대책이 고려되고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본 안전심사지침의 1, 2항이 기준이 어떻게 이행

되었는지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설계확인 검토 절차 및 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가 안전심사지침 3.9.3의 III과 Ⅳ에 제공되어 있다.

     라. 검토자는 설계기준, 해석방법, 및 기능수행 능력이 본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코드에서 요구하고 있는 설계시방서, 설계보고서, 하중용량 

데이터 시트, 또는 관련자료 혹은 관련 자료의 일부 등 설계문서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서에는 기기 및 지지물 제작자에게 송부하거나 제작

자로부터 제시된 자료도 포함될 수 있다. 설계문서의 제출 대신에 검토자가 

신청자 또는 제작자의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도 있다.

  2. Regulatory Guide(이하 “RG")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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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전심사지침 부록 3.9.3-1은 코드 등급 1 선형, 판 및 원형 기기 지지 구조물

에 대한 지침인 RG 1.124 및 1.130의 내용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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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KEPIC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의 운전하중 조합에 

대한 허용 운전 응력한계

발전소 사건2  계통 운전조건 운전하중 조합1,4  운전 응력한계

 1. 정상 운전 정상상태 지속하중 A

 2. POT/SOT + OBE 이상상태  지속하중+SOT + OBE B3

 3. DBPB 비상상태 지속하중 + DBPB C3

 4. MS/FWPB 고장상태  지속하중 + MS/FWPB D3

 5. DBPB 또는 MS/FWPB

    + SSE
고장상태

지속하중 + DBPB 또는 

 MS/FWPB + SSE
D3

 6. LOCA 고장상태 지속하중+ LOCA D3

 7. LOCA + SSE 고장상태  지속하중 + LOCA + SSE D3

주 : 

     1. 본 안전심사지침 IV.2항을 참고하여 조합방법이 검토평가 되어야 한다.

     2. 표 2에 제시된 용어정의를 참고한다.

     3. 주어진 하중조합에 대해서 명시된 운전 응력한계가 만족되어야 할 뿐만 아니

라 작동성과 기능수행 능력이 본 안전심사지침 V항과 안전심사지침 3.9.3, 3.10

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입증되어야 한다.

     4. 하중 및 적용 가능한 응력 한계를 설계시방서에 명시해야 하고, 배관 응력해

석 및 배관 지지물 설계시, 설계시방서에 명시된 운전 하중 조합을 반드시 고

려해야 한다. 설계시방서 작성시, 수격 현상(Water Hammer) 혹은 증기 해머

(Steam Hammer)의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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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용어 정의

능동 펌프 및 밸브(Active Pump & Valve) :

발전소를 정지 또는 가상사건의 영향(Consequence)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계적 움직

임(Mechanical Motion)을 수행해야 하는 펌프 또는 밸브. 

기기 및 지지물의 기능(Functionality) 및 기능수행 능력(Functional Capability) :

기기(기기 지지물 포함)가 설계하중 및 운전하중과 이들 하중으로부터 유발되는 응

력 및 변형률을 받을 때 유로 단면적 등의 치수 안전성(Dimensional Stability)을 유지

하여 정격 유량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기기 및 지지물의 작동성(Operability) : 

능동기기(능동 기기의 지지물 포함)가 운전제한조건 및 기술지침서에 규정된 안전 

기능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계적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설계기준 배관파단(Design Basis Pipe Break, DBPB) :

냉각재상실사고 또는 주증기관/주급수관 배관파단 이외의 가상배관파단. 등급 1 분

기관(Branch Line)에서 냉각재보충계통의 능력(Capability)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로 

원자로냉각재 상실을 야기하는 가상배관파단을 포함한다. 본 조건은 가상배관파단으

로부터 발생하는 하중, 관련 계통 천이하중 및 동적효과를 포함한다.

설계 한계(Design Limit) :

KEPIC-MN, “원자력기계”에 제시된 설계 하중에 대한 한계.

설계 하중(Design Load) :

기기에 대하여 설계기준으로 선택된 압력, 온도 및 기계적 하중.

기능 계통(Functional System) :

기기 환경(Configuration of Component)은 KEPIC 코드 등급 선정 및 조합과 무관하

게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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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재상실사고(Loss-of-Coolant Accident, LOCA) :

10 CFR 50, Appendix A에 “원자로냉각재 상실로부터 발생하는 가상사고”로 정의.

주증기관/주급수관 배관파단(Main Steam/Feedwater Pipe Break, MS/FWPB) :

주증기관 및 주급수관에서 발생하는 가상배관파단.

운전기준지진 (Operating Basis Earthquake, OBE) :

10 CFR 50, Appendix S의 3장에 “지역 지질학, 지진학, 지역 지표 밑의 물질 특성

을 고려하여 발전소 운전수명 동안 발전소 부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

진”으로 정의.

배관 기기(Piping Component) :

  KEPIC-MN, “원자력기계”에 따라 제작된 배관 계통 품목(Item) - 티(Tee), 엘보우

(Elbow), 밴드(Bend), 배관(Pipe), 튜브(Tubing) 및 분기 연결관(Branch Line 

Connection) 

가상 사건(Postulated Event) :

국민의 보건과 안전에 위험을 가하지 않도록 발전소 설계 시 고려되는 가상 자연 

현상(즉, OBE, SSE), 가상 부지 재해(즉, 근거리 폭발), 가상 발전소 사건(즉, DBPB, 

LOCA, MS/FWPB).

안전정지지진(Safe Shutdown Earthquake, SSE) :

10 CFR 50, Appendix S의 3장에 “지역 지질학, 지진학, 지역 지표 밑의 물질 특성

을 고려하여 최대 지진 잠재크기(Potential) 평가에 따른 지진”으로 정의.

운전 한계(Service Limit) :

  KEPIC-MN, “원자력기계”에 제시된 운전하중의 4가지 한계.

운전 하중(Service Load) :

설계시방서에 제시된 압력, 온도 및 기계적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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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운전 과도상태(System Operating Transient, SOT) :

발전소 또는 계통 운전의 동적 사건에 따라 발생하는 천이하중 및 그에 따른 기계

적/열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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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3.9.5-1 잠재적 유해유동효과에 대한 검토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규제측면에서의 평가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중에는 발전소 계통 및 기기에 유동유발 진동과 음향공진으로 

인한 유해유동효과(adverse flow effects)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발전소 기기의 경우, 

그 자체는 안전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기에 유해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금속파편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

다. 또한, 유해유동효과는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검토자는 건설, 출력증강 신청 및 대규모 변경(증기발생기 교체와 같은)을 추진중인 발

전소에 대해서는 유해유동효과의 고려사항을 검토하며, 정상운전, 이상, 비상 및 사고 

조건하에서의 발전소 기기에 대한 설계입력변수, 설계기준 하중, 하중조합의 고려사항

을 검토한다. 또한, 검토자는 발전소 기기의 평가를 위하여 하중 정의방법, 해석 및 측

정 절차에 포함된 불확실성 및 편이오차(bias errors)를 비롯하여, 해석방법, 가정, 전산 

프로그램, 코드 및 코드 발간년도를 검토하며, 평가된 응력값을 코드 허용값과 비교한

다. 허용기준은 아래에 근거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

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

시험·검사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

기는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 영향과 지진 영향의 조합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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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계통 및 기기는 구조적 건전성·누설밀봉·기능수행 능력 및 작동성을 수명기

간 동안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따른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술적 평가

   원자력발전소의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잠재적 유해유동효과는 유체탄성 불안전

성, 와류유발 진동, 유동유발 음향공진 및 난류충돌과 같은 다양한 유동 가진 메카니

즘(flow excitation mechanism)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유동유발 진동 및 음향공진 현상

은 발전소의 배관 및 기기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급수 및 복수계통의 샘플링 탐촉자 

또한 유해유동효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검토자는 건설중이거나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신청자가 평가한 유해유동효

과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며, 출력증강과 같은 운영허가조건 변경이나 증기발생기 교

체와 같은 대규모 변경시에 신청자가 평가한 유해유동효과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검토자는 신청자 및 사업자가 제시한 발전소 기기에 미치는 잠재적 유해유동효과 해

석 프로그램과 발전소 기동 및 전출력운전중에 유해유동효과가 없음을 보이기 위한 

발전소 데이터 감시, 현장점검, 검사를 포함한 유동유발진동 기동시험 프로그램을 검

토한다.

유동유발 음향 및 구조공진으로 인한 유해유동효과는 배열, 설계, 크기 및 운전 조건

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므로, 비원형원전에 대한 경미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유해유동효과의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거의 동일한 원

자력발전소일지라도 이러한 심각한 유해유동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도 있다. 운전조건의 경미한 변경일지라도 작은 유해유동효과를 본질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해석 및 측정으로 이러한 평가를 수행

하기 위한 자세한 지침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20을 참조할 수 있다.

아래 항목은 신청자 및 사업자가 발전소 계통 및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유

해유동효과를 평가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요약한 것이다.

1. 발전소 계통의 압력변동 및 진동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을 신청하거나 출력증강과 같은 운영허가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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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교체와 같은 대규모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출력까지의 유

동조건에서의 압력변동 및 진동을 평가해야 한다. 압력변동 및 진동은 발전소 계통 

유체유동조건에서의 유동박리, 유동유발진동 및 유동유발 음향공진 등과 같은 다양

한 가진 메카니즘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신청자/사업자는 발전소 계통의 압력변동 

및 진동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의 적절성을 보여야 한다. 경험에 의하면, 전산유체역

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은 별도의 보완해석이 없이는 불안정 압

력 하중에 대한 충분한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축소모델시험 및 해

석은, 편이오차 및 불확실성이 적절히 반영된다면, 수력학적 및 음향적 압력하중을 

포함한 잠재적 유해유동효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전산유체동력학 해석과 보완해석

으로부터 구한 압력하중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동적해석 방법, 전산유체역학 

해석, 축소모델 시험 및 발전소 기동시험을 포함한 발전소 계통 및 기기의 평가방

법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와 허용기준은 안전심사지침 3.9.2절의 II.3 및 II.4을 참조할 

수 있다. 신청자/사업자는 변경으로 인하여 발전소 배관 및 기기에 손상을 줄 가능

성이 있는 유동유발 음향공진 및 유동유발 진동을 제시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그러

한 음향공진과 진동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자는 운영

중인 발전소에 대한 출력증강 혹은 대규모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압력변동 및 진

동의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축소모델 시험, 구조 및 음향해석 그리고 전산유체역

학 해석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발전소 고유의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출력증강을 

하는 경우, 잠재적 유해유동효과를 반영하는데 필요한 상세해석 및 시험을 결정하

기 위하여 출력증강의 범위가 고려될 수 있다. 

2. 가압경수로형 발전소 증기발생기 응력 및 설계 여유도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허가 신청자 혹은 운영중인 발전소의 출력증강이나 

대규모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증기발생기 내부구조물에 대한 동적응답, 

응력 및 설계 여유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에는 증기발생기 세관다발, 습

분분리기, 증기건조기, 주증기배관 및 안전밸브에서 유동유발진동 및 음향공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유해유동효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압경수로형 발전소 증

기발생기 내부구조물의 응력에 대한 적절한 설계여유도를 평가하는데 과거 운전경

험과 해석을 사용할 수 있다.



부록 3.9.5-1                                              개정 1 - 2014. 12- 4 -

3. 다른 발전소 기기에 대한 평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허가 신청자 혹은 운영중인 발전소의 출력증강이나 

대규모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발전소 전출력 운전조건까지의 유동조건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로 냉각계통, 증기·급수 및 복수계통을 포함한 발전소계

통 배관 및 기기에서의 압력변동 및 진동으로 인한 잠재적 유해유동효과를 평가해

야 한다. 이러한 발전소 기기는 안전방출밸브, 동력구동밸브 및 샘플링 탐촉자를 포

함한다. 경험에 따르면, 외팔보 형태의 배관 및 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요

구된다. 예를 들면, 안전밸브 수직관 개구부로의 유동 및 샘플링 탐촉자 주변의 급

수유동은 밸브, 증기건조기 혹은 배관과 같은 관련 기기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음향공진이나 유동유발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다. 신청자/사업자는 이러한 평가에 근

거하여, 상기 기기의 구조적 성능을 증가시키거나 압력변동 및 진동의 크기를 줄이

기 위한 발전소 배관 혹은 기기의 변경을 수행해야 한다.

4. 출력상승 데이터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허가 신청자 혹은 운영중인 발전소의 출력증강이나 

대규모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출력상승 및 승인된 전출력 운전조건동안

의 발전소계통 및 기기에 대한 잠재적 유해유동효과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신청자/사업자는 아래의 항목을 포함한 출력 

상승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가. 출력상승 중의 특정 입회점 및 입회기간

  나. 입회기간중에 수행할 업무내역

  다. 감시할 발전소 변수 및 적용 가능한 한계곡선

  라. 입회기간중의 증기, 급수 및 복수계통 및 기기에 대한 검사 및 현장점검

  마. 발전소 변수 추적을 위한 방법

  바. 발전소 변수의 감시 및 추적, 현장점검 및 검사 수행을 위한 허용기준

  사.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조치사항

  아. 입회점 및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특정 시점의 상호관계를 포함한 발전소 데

이터, 평가, 현장점검, 검사 및 출력상승 이전 및 동안의 절차에 관한 정보의 제

공. 추가적인 출력상승 및 계속적인 전출력운전 이전에 안전현안을 해결하기 위

하여 상기의 정보가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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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사업자는 발전소 기동 및 출력상승에 대한 평가결과 요약을 원자로 임계도

달 후 90일 이내에 규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90일 이내에 총 인허가출력

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신청자/사업자는 총 인허가 출력에 도달한 이후 30일 이내

에 추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결과 및 발전소 경험에 따라 검토기간이 연장

될 수 있다. 

5. 잠재적 유해유동효과 감시

   Quad Cities 및 Dresden 발전소와 같은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에 의하면, 초기 기

동이나 출력상승 이후 상당기간동안 유해유동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따

라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허가 신청자 혹은 운영중인 발전소의 출력증강

이나 대규모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유해유동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

이기 위하여 발전소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유해유동효과 감시 프로그램을 충분한 기

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해유동효과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출력상승 및 전출력 운전조건동안 위험지역에 설치한 진동센서, 현장점검 및 

검사를 통한 발전소 데이터의 감시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재장전 

및 연장된 정지기간동안 수행할 검사 및 현장점검(ALARA를 만족하는)을 포함해야 

한다. 발전소 기동 및 출력상승 이후 이 프로그램의 적용기간은 해당 발전소 및 다

른 발전소의 운전경험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자가 결정한다. 정지기간동안의 

검사방법은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피로 및 입계응력부식균열을 발견할 수 있도록 검

증되어야 한다.

결론

   검토자는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허가 신청자 혹은 운영중인 발전소의 출력

증강이나 대규모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승인된 전출력 운전조건까지의 출

력 상승중 발생할 수 있는 발전소계통에 대한 잠재적 유해유동효과를 고려했는지 검

토한다. 안전심사지침 3.9.2절 및 RG 1.20의 검토절차 및 허용기준을 토대로, 검토자는 

신청자/사업자가 발전소 계통, 배관 및 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유동효과가 출력상

승 및 발전소의 장기운전기간동안 관련 규제요건을 지속적으로 만족할 수 있음을 입

증하였는지 판단한다. 검토자는 승인된 전출력조건까지의 발전소 운전이 잠재적 유해

유동효과 측면에서 허용 가능함을 결론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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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3.10-1 내진검증보고서 검토지침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개  요

   원전의 안전관련 기기는 지진발생중 또는 그 후에도 그 원래의 기능을 발휘 또는 

유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기기의 공급업자는 발

전소 사업자가 요구하는 지진입력을 사용하여 기술적으로 합당한 내진검증을 수행하

고, 그 전과정 및 결과를 일정한 형식에 맞도록 기술한 소위 내진검증보고서(Seismic 

Qualification Report, 이하 “SQR”)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전소 사업자

는 제출된 SQR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 여타 품질보증용 자료와 함께 발전소 

현장에 비치하여, 규제기관의 검사 및 심사에 대비하는 한편 발전소의 안전한 운영 및 

보수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규제기관에서는 발전소의 착공전과 가동전 또는 가동중 필요시에 내진검증보

고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진검증업무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

험을 가진 기술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업무이므로 그 보고서의 검토를 위해서는 내진

검증 수행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기술수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지침에서는, SQR 검토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규제기준 및 기

술현황을 만족하는 다양한 내진검증기술에 의한 SQR을 대상으로, 그 검토절차 및 검

토항목과 관련 세부검토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II. 검토절차

   내진검증보고서의 검토에서는 대상기기가 구매시방서에서 명시한 요구된 입력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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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합당한 절차와 방법을 사용하여 지진시 또는 그 발생후에 기기 원래의 기능 및 구

조적 건전성을 발휘 또는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며, 개념적인 검토항목은 다

음과 같다.

 - 검증대상 기기는 구매시방서에서 명시한 기기인가?

 - 검증에 사용된 입력운동은 원래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가?

 - 선택된 검증방법은 대상기기에 합당한 것인가?

 - 각 단계별로 적용된 기술내용은 타당한가?

 - 검증결과 이용(구조적 건전성 및 기기작동성 확인) 과정은 타당한가?

 - 검증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은 정해진 규준을 만족하는가?

   이상과 같은 검토항목을 확인해가는 과정, 즉 내진검증보고서의 검토절차를 간단히 

요약․정리하면 그림 I.1과 같다.  각 항목별 내용의 구체적인 검토를 위한 기술지침은 

다음 항에 기술하였다.

III. 일반검토지침

   II항에서 기술한 내진검증보고서 검토절차에 따른 각 항목별 검토지침은 다음과 같

다.

  가. 검토항목 ① : 기기특성 및 기술요구사항 검토

    대상기기의 기능, 중요도, 위치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발

전소 사업자가 제시한 구매시방서의 기술내용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이

후에 수행될 모든 검토항목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기의 구매시방서 번호

- 검증기기의 제작자 및 모델명 : 실제 공급기기와 일치 여부

- 기기의 고유기능

  ∘ 기기가 속해 있는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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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분류 (예 : 능동, 수동)

- 기기의 중요도 

  ∘ 안전등급

  ∘ 품질등급

  ∘ 내진등급

- 기기의 설치 위치 및 환경

  ∘ 설치 건물

  ∘ 설치 층바닥, 벽체

  ∘ 선상(배관 또는 덕트) 장착 여부

  ∘ 설치 방향 (예 : 기기 축과 발전소 방위와의 관계)

  ∘ 여타 하중 (예 : 진동하중, 온도하중, 압력하중 등) 

- 기기의 설치/정착방법 (예 : 용접/볼트, 지지프레임 설치 여부 등) 

- 기술시방서 요구사항 : 구매시방서에서 내진검증과 관련하여 특별히 요구하

는 사항

  나. 검토항목 ② : 선택된 검증방법의 종류 및 그 타당성 검토

   현행 규제기준 및 기술현황상 추천되는 기기의 내진검증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이 있다.

- 해석에 의한 방법

- 시험에 의한 방법

- 해석 및 시험을 혼용하는 방법

- 경험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대상기기의 종류에 따라서는 상기 네가지 방법중 임의의 방법을 사용해서도 검증

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기기의 구조 및 기능상의 특

성이나 기존의 경험자료, 해석용 전산프로그램, 진동시험설비의 유무 및 그 제한

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이 항목에서는 대상기기의 검

증에 사용된 검증방법의 종류 및 그 선택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다음과 같은 각 

방법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 해석에 의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 기기의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여 수학적인 해석모델의 작성이 용이한 경우

  ∘ 구조적 건전성의 확보만으로도 기기의 원래 기능 유지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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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석을 위한 관련기술 및 전산프로그램 등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

- 시험에 의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한다.

  ∘ 기기의 구조가 복잡하여 효과적인 해석모델 작성이 곤란한 경우

  ∘ 구조적 건전성만으로는 기기의 고유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즉, 별도 부

품의 기능성이 기기 전체의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 시험을 위한 관련기술 및 설비 등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

- 해석 및 시험을 혼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한

다.

  ∘ 기기 자체의 크기가 너무 커서 시험이 곤란한 경우(축소모델을 이용하여 

시험해야 하는 경우)

  ∘ 기기가 수학적 모델이 불가능한 주요 기능부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해석모델의 별도 검증이 필요한 경우

  ∘ 유사한 기기의 검증결과를 확대 적용(extrapolation)하는 경우

  ∘ 시험 결과만으로는 내진성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 시험전 응답을 예상하기 위한 해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 경험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지를 검토한다.

  ∘ 유사한 기기의 내진검증자료가 있고, 대상 기기의 특성 및 입력의 유사성

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

  ∘ 유사한 기기의 실제 지진시 거동에 대한 경험자료가 있고, 대상 기기와 경

험기기 간의 기기특성 및 입력운동의 유사성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

  ∘ 유사한 기기의 여타 동적하중에 대한 경험자료가 있고, 대상 기기와 경험

기기 간의 기기특성 및 입력운동의 유사성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

  다. 검토항목 ③ : 선택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그 타당성 검토

   현행 규제기준 및 기술현황상 추천되는 내진검증을 위한 해석방법에는 다음과 같

은 세가지 방법이 있다.

- 정적해석방법

  ∘ 정적계수해석법(방법1)

- 동적해석방법

  ∘ 응답스펙트럼해석법(방법2)

  ∘ 시간이력해석법(방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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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기의 강체 여부, 입력운동의 형태, 예상되는 안전여유치의 정도, 2차부품의 

별도 검증 여부, 감쇠값의 신뢰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이 선택되었

는지를 검토한다.  검토시 각 방법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시키는지를 검토

한다.

- 정적계수방법은, 사전에 임의의 방법(시험 또는 해석)에 의하여 대상 기기의 

공진진동수를 확인한 결과 “강체”로 확인된 경우에 선택한다.  이 때 “강

체”란 기기의 첫번째 공진진동수가 요구응답스펙트럼의 최소 영주기가속도 

진동수보다 큰 경우를 의미한다.  또 정적계수방법은 동적해석방법에 비하여 

보수적인 결과를 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상기기의 예상 안전여유치가 큰 

경우에 주로 선택된다.

- 대상기기가 연성기기(flexible equipment)인 경우에는 동적해석방법 즉 응답

스펙트럼해석법이나 시간이력해석법 중 한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 응답스펙트럼해석법은 최대 응답만 계산되므로 기기 자체의 구조적 건전성 

및 작동성만 확인해야 할 경우에 주로 선택되는 반면에, 시간이력해석법은 

응답의 시간이력이 계산되므로 좀 더 정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즉, 기기의 

안전여유치가 아주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기나 2차부품의 별도 검증이 필

요한 기기에 주로 적용된다.

  라. 검토항목 ④ : 선택된 시험방법의 종류 및 그 타당성 검토

   현행 규제기준 및 기술현황상 추천되는 내진검증을 위한 시험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입증시험(proof test)

- 포괄시험(generic test)

- 파괴한도시험(fragility test)

- 기타시험

  ∘ 탐사시험(exploratory test)

  ∘ 부품시험(device test)

  ∘ 조립체시험(assembly test)

  위 시험방법중 기기 자체의 구조적 건전성 및 기기 작동성 확인을 위한 본격적인 

시험방법은 처음 세가지 시험방법이다. 기타시험중 탐사시험은 일반적으로 내진검

증 요건의 일부는 아니나 기기의 동적 특성, 유사성 규명, 해석방법의 검증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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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부품시험은 계전기, 모터, 센서 등과 같은 부품(device)에 대해 수행하는 

내진검증시험이며 조립체시험은 제어반과 같은 복잡한 조립체에 대해 수행하는 내

진검증시험이다.  이 두가지 시험에서는 전술한 본격적인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내

진검증을 수행한다.  검토자는 대상기기의 설치수량, 설치장소, 기기특성 등과 관

련하여 합당한 방법이 선택되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선택된 시험방법이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한다.

  입증시험이란 대상기기가 가동시 예상되는 특정한 예상 진동을 받는 경우에 그 구조

적 건전성 및 기기작동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특정한 기술시

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단일목적으로 검증을 수행할 경우에 선택되는 방법이다.

  포괄시험이란 입증시험의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동일기기가 서로 다른 

건물이나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 다수의 상이한 입력운동 하에서도 그 원래의 구

조적 건전성 및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방법이다.

  파괴한도시험은 대상기기의 극한내진능력을 결정하는 시험으로서 특정한 입력운동

이 아닌 임의 형태의 입력운동을 사용하여 그 크기 및 특성을 변화시켜 가면서 시

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포괄하여 둠으로써 향후 기기가 설치될 위치의 입력운

동과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로 표준설계된 원전의 기기에 대하여 선택

되는 방법 또는 기기 제작업자가 가능한 한 다수의 원전에 공급할 목적 등으로 사

전에 실시되는 검증에 선행하는 방법이다.

 마. 검토항목 ⑤ : 선택된 혼용방법의 종류 및 그 타당성 검토

  기기 자체 또는 입력운동의 특성상 검토항목 ③이나 ④에서 명시한 해석 또는 시

험만으로는 기기의 내진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두 방법상의 장점을 

상호 보완하기 위한 방법 즉, “해석 및 시험을 혼용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 

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 해석에 사용된 수학적 모델특성의 검증

- 특성시험 결과를 유사한 기기에 확대 적용

- 복수캐비넷조립체(multicabinet assembly)의 내진검증

- 주 기기와 동특성이 다른 부품의 작동성 확인

- 시험도중 발생된 이상 현상의 설명

- 시험전 동적응답 크기의 예측

  상기 목적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시험과 해석을 다양하게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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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자는 선택된 방법이 상기 항목중 하나이거나 또는 기타 합리적인 목적을 

위하여 선택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사용된 해석과 시험방법이 시도한 목

적에 부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바. 검토항목 ⑥ : 선택된 경험자료의 종류 및 그 타당성 검토

  대상이 되는 기기 자체의 기능이나 구조적 특성이, 전술한 세가지 방법중 한가지

를 이용해서 이미 내진검증이 완료된 기기와 유사한 경우에는 기존의 내진검증관

련 경험자료를 확대 적용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경험자료

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현행 규제기준 및 기술현황상 추천되는 경험자료

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이전의 내진검증과정중에서 사용된 해석 및 시험관련 자료

- 기 설치되어 가동중 경험한 지진응답자료

- 기 설치되어 가동중 경험한 지진 이외의 동적하중에 대한 응답자료

  검토자는 대상기기 및 경험기기의 특성, 유사성 확인방법, 기 확보되어 있는 경험

자료의 종류 및 이용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적의 경험자료가 선택되었는

지를 검토한다.

 사. 검토항목 ⑦ : 검증과정의 각 항목별 기술내용 검토

  전단계(검토항목 ③～⑥)에서 선택된 검증방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끝나

고 후속되는 이 검토항목에서는 선택된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된 각 세부단계별 기

술항목의 적합성, 합리성,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 검토내용은 

해석 또는 시험에 사용된 입력운동, 해석모델, 시험방법, 해석 또는 시험과정, 해

석 또는 시험결과의 평가 및 응용방법, 기기작동 평가방법 등이 있다.

  이 항목의 검토는 기존의 규제기준 및 기술현황의 요구사항 만족 여부를 단순 비

교․평가하는 “단순검토방법”이나 검증과정에 이용된 해석 또는 시험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검증작업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는 

“독립검토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루어진다.  각 단계별 세부검토를 위한 지

침은 “IV. 세부검토지침”에서 선택된 각 방법별로 기술하였다.

 아. 검토항목 ⑧ : 검증보고서의 형태 및 내용 검토

  검토자는 제시된 내진검증보고서가 규제기준 및 기술현황상 요구되는 내용 및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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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수명기간동안 대상기기의 내진안전성 유지관리에 충분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검토 대상 주요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 내

용이 규제기준 및 구매시방서에서 요구한 내용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한다.

  1) 일반검토항목

     - 기기 자체의 특성

     기기의 기능, 안전등급, 설치위치 등을 포함한 내진검증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모든 특성의 포함 여부. 또, 이와 관련된 도면, 물량표, 절차서 등의 포함 여부

     - 구매시방서에서 명시한 요구응답스펙트럼(Required Response Spectrum, 이하 

“RRS”)

     - 상세한 검증과정, 결과, 중간 및 최종 결과의 처리방법

     중간 결과란 시험중 발견된 기기 고장 및 손상이나 중간 결과에 따른 기기의 

보강내용 등을 말함.  이 항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2)～5)항에서 별

도 기술함.

     - 검증수행결과 얻어진 결론

     - 검증수행일자와 수행책임자의 서명

  2) 해석과정에 대한 검토항목

     - 고려된 파괴모드

     - 기기의 지지 및 경계조건

     - 입력 및 출력

     - 해석모델 및 검증내용

     - 사용 전산프로그램 및 검증내용

  3) 시험과정에 대한 검토항목

     - 시험에 사용된 대상기기의 명세

     - 시험시설관련 내용 : 위치, 장비 등

     - 시험방법 및 각 작동성 확인

     - 시험기기의 설치/정착 관련 내용

     - 모든 시험관련 자료(시험응답스펙트럼(Test Response Spectrum, 이하 “TRS”), 

시간이력, 파워스펙트럼밀도(Power Spectral Density, 이하 “PSD”), 상관관계

자료, 시험입력 지속시간 등)

     - 시험결과 및 결론

  4) 해석 및 시험 혼용과정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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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된 방법의 종류 및 목적

     - 해석관련 자료

     - 시험관련 자료

  5) 경험자료 활용과정에 대한 내용

   경험운동에 해당하는 시험 또는 기록자료 및 경험운동 하에서 또는 그 후에도 대

상기기가 그 기능을 유지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일체를 구체적이면서 논리적으로 

정리․제시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경험입력운동 : 측정방법, 측정횟수, 측정축의 수, 경험응답스펙트럼(Experience 

Response Spectrum, 이하 “ERS”) 및 계산방법 등

     - 대상기기 : 지지 및 경계조건 포함, 유사성 입증자료 등

     - 기기작동성 : 대상기기의 작동성 입증자료

자. 검토항목 ⑨ : 현장확인검토

 운영허가를 위한 SQR 검토시에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기기의 설치상태 및 주변상황

이 SQR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한다.  현장방문시 확인항목은 다음과 

같다.

     - 설치 기기와 SQR의 기기와의 일치 여부

     - 주요 치수 및 예상 무게중심 위치

     - 지지조건, 지지 또는 연결상태, 경계조건의 타당성, 기초 또는 지지층의 상태, 횡

방향변위 가능성

     - 부속부품의 상태

     - 주변기기와의 간섭 여부

IV. 세부검토지침

   “III. 일반검토지침”의 검토항목 ⑦에 해당되는 “검증과정의 각 항목별 기술내용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 내용을 네 가지의 서로 다른 검증방법별로 구분하여 기

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해석에 의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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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에 의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SQR이 검토에 적용되며 세부 검토절차는 

그림 I.2와 같다.

  각 항목별 검토방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단순검토”와 “독립검토”방법 중 택

일 또는 혼용하게 되며, 각 항목별 구체적인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검토항목 ① : 입력운동 검토

  입력운동의 검토는 검증에 사용된 해석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구분하

여 검토한다.

     - 정적계수해석법 : 정적계수

     - 응답스펙트럼해석법 : 요구응답스펙트럼

     - 시간이력해석법 : 요구응답스펙트럼과 인공시간이력

  각 입력형태별 검토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적계수 : RRS의 최대 첨두값에 정적계수 1.5를 곱하고 이를 다시 질량에 곱

하여 등가정적하중으로 사용

     - 요구응답스펙트럼 : 구매시방서에 제시한 요구응답스펙트럼의 기술적인 변형 

없이 사용

     - 인공시간이력

     ∘ RRS와 부합 : 시험응답스펙트럼(TRS)이 RRS를 포괄(안전심사지침 3.7.1절에 부합 

여부)

     ∘ 지속시간 및 시간증분 : 안전심사지침 3.7.1절에 부합

     ∘ 3방향 성분의 독립성 : 상관성함수(coherence function) 값이 0.5 이하 또는 

상관계수함수(correlation coefficient function) 절대값이 0.3 이하

  2) 세부검토항목 ② : 해석모델 검토

    해석모델의 형태는 대상기기의 구조적 특성, 사용 가능한 전산프로그램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한다.

     - 해석모델의 종류 : 기기의 동적특성 즉 질량, 강도, 감쇠특성이 적절히 표현될 

수 있도록 선정되었는지 확인 

     ∘ 일자유도계 모델

     ∘ 다자유도계 모델

     ∘ 유한요소모델

     ∘ 집중질량모델

     ∘ 프레임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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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계조건의 처리 : 안전측 결과를 줄 수 있는지 확인

     - 고려된 자유도의 수 : 자유도를 추가했을 경우 그 응답의 증가가 10% 이내가 

되는지 확인

     - 부품의 모델링 : 안전심사지침 3.7.2절, Ⅱ.3.나.항 만족 여부 확인

  3) 세부검토항목 ③ : 해석방법 및 과정 검토

   선택된 해석방법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한다.

     가)  정적계수해석법 사용시

     - 정적계수해석법 사용의 타당성 : 안전측 결과 여부

     - 정적계수의 값 : 1.5 이상, 그 이하의 값 사용시에는 그 타당성 여부

     - 가속도 응답의 계산방법 : (RRS의 최대 첨두값)×(정적계수)

     - 선택된 RRS의 감쇠값 : 구매시방서에 명시한 값 이하

     - 각 부재의 지진응답 계산방법

     - 세방향 지진성분의 영향 고려 여부 및 방법 : SRSS

     나)  응답스펙트럼해석법 사용시

     - 선택 RRS의 감쇠값 : 구매시방서에서 요구한 값 이하. 또는 별도로 그 타당성

이 검증되어야 함

     - 고려한 모드의 수 : 추가 모드 고려시 응답의 증가가 10% 이내, 고진동수 모드

의 고려방법(안전심사지침 3.7.2절, 부록 3.7.2-1 요구조건 만족)

     - 세방향 성분의 조합방법 : SRSS

     - 모드응답 조합방법 : 안전심사지침 3.7.2절, Ⅱ.7항 요구조건 만족 여부

     다)  시간이력해석법 사용시

     - 입력운동의 작성에 사용된 감쇠값의 타당성

     - 해석에 사용된 감쇠값의 타당성 입증 여부 : KEPIC END 2000, 5.3.1 항 만족 여부

     - 해석방법의 종류

     ∘ 모드중첩법 : 선형응답 기기에 적합

     ∘ 직접적분법 : 비선형응답이 예상되는 기기에 적합

     - 해석에 사용된 전산프로그램의 종류 및 검증 여부

     - 모드중첩법 사용시 고려된 모드수

     - 세방향 성분의 고려 여부 및 고려방법의 타당성

     - 반복지진에 의한 피로효과 고려 여부 및 방법의 타당성

  4) 세부검토항목 ④ : 구조적 건전성 확인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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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에 의한 지진응답이 계산되면 이를 이용하여 기기의 구조적 건전성을 확인

하는 과정을 검토하며, 이때의 주요 검토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적용된 기준 또는 시방서의 종류 : 구매시방서 또는 기술현황상 타당성 여부

     - 여타 하중과의 조합 여부 및 조합방법

     ∘ 자중

     ∘ 압력하중

     ∘ 열하중

     ∘ 여타 동하중

     - 허용응력의 타당성

     - 각 부재의 지진력(응력) 계산방법

     - 안전율 또는 안전여유치의 타당성

     - 재료특성의 노화에 따른 영향검토 여부

     - 지지구조물의 건전성 확인

  5) 세부검토항목 ⑤ : 기기작동성 확인방법 검토

    기기의 작동과 관련되는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 기기작동과 관련된 부재의 처짐량

     - 허용처짐량

 나. 시험에 의한 방법

  시험에 의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SQR의 검토에 적용되며 세부검토절차의 

흐름은 그림 I.3과 같다.

  각 항목별 구체적인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검토항목 ① : 시험기기의 설치방법 검토

    시험기기는 원칙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설치‧시공될 방법과 동일하게 시험대 위

에 설치되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상 차이점에서 비롯되는 

영향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주요 검토항목은 다음과 같다.

       - 설치방법의 일치 여부 : 용접, 볼트, 지지용 받침 또는 프레임 등

       - 용접방법 및 치수

       - 볼트규격, 갯수, 조임 정도(torque)

       - 기기에 연결된 배관, 전선, 덕트 등의 상태 및 처리방법

       - 기기의 설치방향 : 입력운동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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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시 사용된 추가 부착물(interposing fixture)의 종류 및 그 영향

     이상 열거한 항목들이 규제기준 및 구매시방서에서 요구한 내용에 부합되는지

를 검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그 정당성 

여부가 확인되었는지를 검토한다.

   2) 세부검토항목 ② : 입력운동의 작용축 검토

    지진에 의한 지진동은 원래 3차원 성분 즉 직교하는 세성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

다.  그러나 검증시험 시에는 반드시 3축의 입력운동을 동시에 작용시키는 3축

시험을 할 필요는 없다.  이는 1축 또는 2축시험이 3축시험에 비하여 안전측 시

험결과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기가 설치된 건물 또는 기기 자체의 특성 

등에 의하여 각 방향성분의 상호연계효과가 감소되는 등의 이유에서이다.

    단, 1축 또는 2축시험 시에는 기기 자체에 과다한 입력(over testing)이 작용되지

는 않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규제기준에서는 1축시험, 2

축시험, 3축시험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검토자는 다음과 같은 각 방법별 특성 및 선택을 위한 요건의 충족 여부와 수행

타당성을 검토한다.

     가) 1축시험

        1축시험이 선택된 경우에는 다음중 한 가지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 RRS에 의한 입력운동이 한 방향에 국한되는 경우(예, 판넬등과 같이 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구조물에 설치된 기기)

          - 기기의 각 방향으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 즉, 기기 세 방향 동적 특성이 

독립된 경우

     나) 2축시험

   2축시험은 수직방향 입력과 한개의 수평방향 입력을 동시에 입력하는 시험

방법이며, 크게 독립 2축시험과 종속 2축시험으로 구분하여 각 방법별로 다

음과 같은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독립 2축시험

- 두 방향 입력운동의 독립성 : 상관성함수 값이 0.5 이하이거나 상관계수함수 

절대값이 0.3 이하

       - 1단계 시험후 기기설치방향을 수직축에 대하여 90o 회전한 후 2단계 시험 반복

     종속 2축시험

       - 두 방향 입력운동이 종속인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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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과 같은 4단계 시험 수행

       ∘ 두 방향 입력운동의 동일 위상(in-phase) 입력시험

       ∘ 두 방향 입력운동의 180o 반대 위상(out-of-phase) 입력시험

       ∘ 기기 90o 회전후 동일 위상 입력시험

       ∘ 기기 90o 회전후 180o 반대 위상 입력시험

    다) 3축시험

       1축시험 또는 2축시험이 곤란한 경우 선택되며, 각 방향 입력운동 상호간의 

독립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3) 세부검토항목 ③ : 입력운동의 파형 검토

    시험을 위한 입력운동의 파형은 크게 단일진동수 파형과 다중진동수 파형으로 

구분된다.  검토자는 우선 다음과 같은 두 파형간의 차이를 근거로 하여 선택된 

파형이 합리적인가를 검토한다.

     - 단일진동수 파형 : 지진동이 구조물의 지배적인 동적모드에 의한 여파효과로 

인하여 RRS가 한 개의 탁월진동수를 갖게 되는 경우, 두 개의 서로 다른 진동

수에 의한 공진증폭부가 간섭이 없는 경우, 기기의 공진진동수 또는 감쇠값을 

찾거나 입증하기 위한 시험 등에 선택한다.

     - 다중진동수 파형 : 지진동은 원래 33Hz 이하의 다중진동수 성분을 포함하고 있

는데, 이러한 지진동이 특정한 지반이나 구조물에 의하여 여파됨이 없이 원래

의 진동수 성분 또는 2개 이상의 진동수성분을 가진 층바닥 운동이 그대로 대

상 기기에 전달되는 경우에 선택한다.

     이상과 같이 선택된 각 파형 및 검토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단일진동수 파형

     ① 단일진동수 파형의 종류 확인

     - 연속정현파(continuous sine wave)

     - 정현맥놀이파(sine beat wave)

     - 감쇄정현파(decaying sine wave)

     - 변진동수정현파(sine sweep wave)

     ② 입력운동의 작성

     - 입력운동의 첨두값은 RRS의 영주기가속도(Zero Period Acceleration, 이하 

“ZPA”)보다 커야 한다.

     - 구조적 건전성 확보만 필요한 기기(정적 전기부품 또는 수동 부품)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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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시험진동수에서의 TRS 값이 해당 RRS 첨두값의 1.5배 이상 되어야 

한다.  전체 TRS가 반드시 RRS 전체를 포괄할 필요는 없다.

     - 구조적 건전성 및 기기작동성의 동시 확보가 필요한 기기인 경우 : 시험

진동수에서의 TRS 값이 해당 RRS 첨두값에 일정한 승계수를 곱한 값 이

상 되어야 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승계수는 1.5 이상이 될 수도 있으며, 

사전에 그 값의 사용에 대한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전체 TRS가 반

드시 RRS 전체를 포괄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 시험진동수는 기기의 모

든 공진진동수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간격은 1/2옥타브 이하가 되어야 한

다.

     - 입력운동의 지속시간이 실제 지진의 강진구간을 초과해야 한다(KEPIC 

END 2000 부록 D 만족 여부 확인).

     ③ 정현맥놀이파 시험시

     - 최소 5개의 정현맥놀이파를 사용해야 한다.

     - 정현맥놀이파간의 간격은 각 구간응답간의 간섭이 없도록 충분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 한 구간내의 운동 사이클은 5～10사이클로 한다.

     ④ 감쇄정현파 시험시

     - 최소 5개의 감쇄정현파를 사용해야 한다.

     - 각 감쇄정현파의 입력시간 간격은 각 정현파에 의한 응답간의 간섭이 없

도록 충분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 감쇄곡선의 식은 지수곡선으로 한다.

     ⑤ 변진동수정현파 시험시

     - 진동수의 변화율(sweep rate)은 분당 2옥타브 이하로 해야 한다.

     나) 다중진동수 파형

     ① 다중진동수 파형의 종류 확인

     - 시간이력파

     - 무작위파(random motion)

     - 복합파(complex motion)

     ∘ 정현파와 복합된 무작위파(random motion with sine dwells)

     ∘ 정현맥놀이파와의 조합(random motion with sine beats)

     ∘ 복수정현파와의 조합(combination of multiple sinuso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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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정현맥놀이파와의 조합(combination of multiple sine beats)

     ∘ 복수감쇄정현파와의 조합(combination of multiple decaying sinusoids)

   ② 입력운동의 작성

     - 시험을 계획하고 있는 진동수 구간에서 TRS는 RRS를 포괄해야 한다.

     - TRS 작성시 사용된 감쇠값은 RRS에 사용된 값 이하이어야 한다.

     - 입력운동의 최대값은 RRS의 ZPA보다 커야 한다.

     - 지속시간은 설계지진의 강진구간보다 커야 하며, 15초 이상이어야 한다.

     - 저 싸이클 피로에 대한 성능확인을 위하여 KEPIC END 2000 부록 D 요구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입력운동은 강진구간에서의 정상성(stationarity)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KEPIC END 2000 부록 B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입력운동의 PSD는 RRS에 부합되어야 한다.

     - <TRS의 RRS 포괄조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만약 5Hz 이하의 공진진동수가 없는 기기의 경우는, 3.5Hz 이상의 진동

수 구간에서만 TRS가 RRS를 포괄하면 된다.

     ∘ 만약 5Hz 이하의 공진진동수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공진진동수의 70%

에 해당되는 진동수 이상의 구간에서만 TRS가 RRS를 포괄하면 된다.

     ∘ 이상 두가지 조건이 아닌 경우에도, 1Hz 이상의 구간에서만 TRS가 

RRS를 포괄하면 된다.

     ∘ 한 진동수점에서 TRS 값이 RRS 값보다 10% 이하만큼 작은 것은 허용

된다(1옥타브 이상 떨어진 5개 이하의 진동수점에서만 허용). 단, 이 

경우에 1/6옥타브 인접 진동수에서의 TRS 값이 RRS 값보다 커야 하

고 1/3옥타브 인접 진동수에서는 RRS 값보다 10% 이상 커야 한다. 

   4) 세부검토항목 ④ : 계측방법 검토

    기기의 검증시험 중에 사용된 입력운동 및 기기응답을 정확하게 계측했는지 여

부를 확인해야 검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 계측방법과 관련된 

주요 검토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계측과 관련된 서술내용의 정도 및 정확성 여부

      - ZPA 계측방법 : KEPIC END 2000 부록 A 부합 여부

      - 계측된 입력운동에 의한 TRS 작성방법 및 사용 기기

      - 기기의 작동성 및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갯수 및 성능을 가진 계측기



부록3.10-1 개정 4 - 2014. 12- 17 -

기 설치 여부

   5) 세부검토항목 ⑤ : 시험중간결과(문제점)의 처리방법 검토

   6) 세부검토항목 ⑥ : 시험결과의 평가방법 검토

    검증을 위한 시험이 완료된 후에는 시험과정에서 얻어진 각종 시험기록 및 결과

가 구매시방서의 요구한 내용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검토자는 이와 

같은 시험결과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 TRS의 RRS 포괄 여부 확인방법 : 상기 세부검토항목 ③ 참조

      - 기기 응답에 따른 기기작동성 확인방법

      - 시험중 발생한 이상 상태에 의한 영향 확인방법

      - 시험기기의 현장설치 여부 및 그 타당성

   7) 세부검토항목 ⑦ : 선상장착기기의 검증시험방법

    기기의 종류가 밸브 또는 HVAC 댐퍼의 작동기, 계기, 부품 등과 같이 지진 발

생시 작동성이 요구되는 선상장착기기는 별도의 검증시험을 수행하며, 검토자는 

그 내용이 KEPIC END 3700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다. 해석 및 시험을 혼용하는 방법

  이 방법은 해석 또는 시험 방법만으로는 기기의 내진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두 방법의 장단점을 상호보완하며 기기를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세부검토절

차는 그림 I.4와 같다.

  상기 내용중 해석방법 및 시험방법은 각 방법의 사용목적 및 보완내용에 따라 유

기적으로 연결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각 세부항목별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검토항목 ① : 사용된 해석 및 시험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해석 및 시험을 혼용하는 방법은 상기 3.마 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 검토자는 대상기기에 적용된 방법이 어떠한 목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그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다. 검토항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해석에 사용된 수학적 모델특성의 검증방법 검토

       ∘ 동특성의 검증 : 직교모드시험, 전달함수시험

       ∘ 감쇠값의 검증 : 대수감소율(logarithmic decrement) 방법, 밴드폭(band- 

width) 방법, 곡선맞춤(curve fitting) 방법 검토. 또는 Regulatory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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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에 제시된 감쇠값 만족 여부검토

       - 특정 시험결과를 유사한 기기에 확대 적용하는 방법 검토

       ∘ 기기의 유사성 여부 확인방법

       ∘ 해석에 의한 두 기기의 동특성 차이 확인방법

       - 복수캐비넷조립체의 검증방법 검토

       ∘ 시험에 의하여 독립된 한개의 캐비넷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 방법

       ∘ 해석을 통하여 연결부 및 연결에 따른 동특성 변화유무를 확인한 방법

       - 주기기와 동특성이 다른 부품의 작동성 확인방법 검토

       ∘ 부품의 시험에 사용된 입력운동 : “시험에 의한 방법” 참조

       ∘ 부품의 작동성 확인방법

       ∘ 주기기 해석모델에서 부품의 모델링방법

   2) 세부검토항목 ② : 해석방법 검토

     주요 검토 대상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는 상기 “가. 해석

에 의한 방법” 항의 내용에 준하여 수행한다.

       - 입력운동

       - 해석모델

       - 해석방법

       - 해석결과의 처리

       ∘ 구조적 건전성 확인

       ∘ 기기작동성 확인

   3) 세부검토항목 ③ : 시험방법 검토

     주기기에는 주로 동특성 확인시험(modal testing)과 감쇠값 확인시험(damping 

measurement)이 적용되며, 부품에는 일반기기의 내진검증시험과 유사한 검증시

험이 적용된다.  주기기 시험의 종류는 상기 1)항에서 기술한 것과 같으며, 부

품시험의 종류는 상기 “나. 시험에 의한 방법” 항에서 기술한 것과 같다.  구

체적인 내용의 검토는 상기 “나. 시험에 의한 방법”항에서 기술한 내용에 준

하여 수행한다.

   4) 세부검토항목 ④ : 결과의 평가방법 검토

     사용된 해석 및 시험에 의한 결과가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

며, 주요 검토항목은 다음과 같다.

       - 해석결과 얻어진 부품 위치에서의 입력운동 사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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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결과 얻어진 기기 동특성과 해석시 사용된 동특성의 일치 여부 확인

       - 해석 결과에 의한 구조적 건전성 및 기기 작동성 확인 방법

       : 상기 “가. 해석에 의한 방법” 항 참조

       - 부품 시험결과 평가 방법 확인 : 상기 “나.6)” 항 참조

 라. 경험자료 이용 방법

  상기한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내진검증이 기 수행된 기기와 유사한 형

태를 갖는 기기에 대하여 직접적인 내진검증을 수행하지 않고 기존의 유사기기에 

대한 내진검증 결과를 이용하여 간접적인 검증을 수행한 경우, 즉 “경험자료 이

용 방법”에 의한 검증이 된 경우에는 그림 I.5와 같은 절차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다.

  각 세부항목별 구체적인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검토항목 ① : 사용된 경험자료의 타당성 검토

     사용가능한 경험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이전의 내진검증과정에서 사용된 해석/경험 관련자료

     - 기 설치되어 가동중인 기기가 경험한 지진응답자료

     - 기 설치되어 가동중인 기기가 경험한 지진 이외의 동적하중에 대한 응답자료

     검토자는 사용된 경험자료의 종류를 확인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검토한다.

     - 입력운동의 정확한 기록 및 재생가능성 여부

     - 기기의 동적특성(고유진동수, 감쇠 등)에 대한 정확한 기록유지 여부

     - 응답의 정확한 문서화 여부

     - 입력운동 하에서 기기가 구조적 건전성 및 기기작동성을 유지했는지 여부 및 

이를 입증하는 방법의 타당성

   2) 세부검토항목 ② : 입력운동의 유사성 확인방법 검토

    경험자료의 입력운동과 검증대상기기의 입력운동간의 유사성입증과 관련하여 다

음 항목을 검토한다.

     - 입력운동특성의 유사성 : 진동수특성, 지속시간, 작용축, 계측위치 등이 일치하

거나 유사성을 입증해야 함

     - 입력운동의 지속시간 : 강진구간이 최소 15초 이상,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로 

그 타당성 입증

   3) 세부검토항목 ③ : 기기특성의 유사성 확인방법 검토



부록3.10-1 개정 4 - 2014. 12- 20 -

    경험자료의 기기특성과 검증대상기기의 특성간의 유사입증과 관련하여 다음 항

목을 검토한다.

     - 기기의 제작자, 모델명, 일련번호 등의 비교를 통한 유사성 확인

     -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작업을 통한 동적특성의 유사성 확인 

여부, 즉 기기의 치수, 무게, 하중전달 형태, 강도, 정착 및 경계조건의 비교를 

통한 유사성 확인

     -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해석을 통한 유사성 확인

   4) 세부검토항목 ④ : 지진응답의 유사성 확인

    지진응답의 유사성 확인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을 검토한다.

     - 입력운동의 유사성 확인 결과

     - 기기특성의 유사성 확인 결과

     - 기기의 파괴모드 및 파괴한계

     - 상기내용이 없는 경우 별도의 확인방법에 대한 내용

   5) 세부검토항목 ⑤ : 경험자료를 이용한 검증결과의 타당성 확인

    경험자료의 분석 및 유사성 확인을 통하여 얻어진 검증대상 기기의 내진검증에 

대한 안전성확보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경험자료의 확대 적용 방법에 대한 타당성

     - 부족한 경험자료의 처리방법에 대한 타당성

     - 기기의 구조적 건전성 확인방법에 대한 타당성

     - 기기의 작동성 확인방법에 대한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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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기특성 및 

기술요구사항 검토

② 선택된 검증방법의

종류 및 그 타당성 검토

 해석에 
 의한 방법

시험에 
의한 방법 혼용방법

경험자료
이용방법

③ 선택된 해석 

방법의 종류 및 

그 타당성 검토

④ 선택된 시험 

방법의 종류 및 

그 타당성 검토

⑤ 선택된 혼용 

방법의 종류 및 

그 타당성 검토

⑥ 선택된 경험

자료의 종류 및 

그 타당성 검토

⑦ 검증과정의 각 항목별

기술내용 검토

⑧ 선택된 검증방법의 

종류 및 그 타당성 검토

                

⑨ 

현장확인

검토
건설허가시

⑩ 검토보고서 작성

그림 I.1  내진검증보고서의 검토절차

운영허가시

착 수

* O 안 숫자는 검토항목 번호 

* *  세부검토지침 참조

종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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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력운동 검토

② 해석모델 검토

③ 해석방법 및 과정 검토

④ 구조적 건전성 확인방법 검토

⑤ 기기작동성 확인방법 검토

           * O 안 숫자는 세부검토항목 번호

그림 I.2  해석에 의한 내진검증 세부 검토절차

착 수

종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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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기기의 설치방법 검토

② 입력운동의 작용축 검토

③ 입력운동의 파형 검토

④ 계측방법 검토

⑤ 시험중간결과(문제점)의 처리방법 검토

⑥ 시험결과의 평가방법 검토

  * O 안 숫자는 세부검토항목 번호

그림 I.3  시험에 의한 내진검증 세부 검토절차

착 수

종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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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된 해석 및 시험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②  해석방법 검토 ③  시험방법 검토

④  결과의 평가방법

     * O 안 숫자는 세부검토항목 번호

그림 I.4  해석 및 시험을 혼용한 내진검증 세부검토절차

착 수

종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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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된 경험자료의 

타당성 검토

           

②  입력운동의 유사성 

확인방법 검토

③  기기특성의 유사성 

확인방법 검토

④  지진응답의 유사성 확인

⑤  경험자료를 이용한 

검증결과의 타당성 검증 확인             

  * O 안 숫자는 세부검토항목 번호

그림 I.5  경험자료에 의한 내진검증 세부검토절차

착 수

종 료

유사성 확인

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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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4.2절 핵연료계통 설계

 검토주관 : 안전평가실

I. 검토분야

   과도 및 사고해석 검토 담당부서는 핵연료계통의 열설계, 기계설계, 재료설계 내용

을 평가한다. 핵연료계통의 구성은 핵연료 소결체, 절연용 소결체(Insulator Pellets), 스

프링, 피복관, 봉단마개(End Closures), 수소 흡착제(Getter), 충진 가스 등을 포함하는 

핵연료봉, 핵연료봉과 유사한 부품을 포함한 가연성 독물질봉, 지지격자 및 스프링, 상

하단 고정체(End Plate), 반응도 제어봉 다발 등으로 되어있다. 제어봉의 경우, 제어봉 

구동장치의 결합 연계부분(Coupling Interface)에서 노심에 이르는 반응도 제어 요소들

을 망라한다.

   핵연료계통에 대한 안전성 검토 목적은 (1) 핵연료계통이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

도 결과로 손상되지 않으며 (2) 제어봉 삽입을 방해할 정도의 심한 핵연료계통 손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3) 가상사고시 파손된 핵연료봉 개수가 과소평가되지 않으며 (4) 노

심 냉각능력이 항상 유지됨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는 상기의 검토 목적 

(1)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 과도의 결과로 인하여 초과하지 

않아야 할 연료허용손상한계(Specified Acceptable Fuel Design Limit, SAFDL)를 정의하

고 있다. 연료허용손상한계는 핵연료가 손상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상기 문장에 사용된 "손상되지 않는다"는 용어는 핵연료봉이 파손되지 않고, 핵연료

계통의 제원이 운전공차 내로 유지되며, 기능적 성능이 사고해석에서 가정된 것 이하로 

저하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핵연료봉 파손“이란 핵분열생성물의 1차 방벽인 핵연료봉 

피복관의 기밀성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 핵연료봉 파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0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에 의해 요구되는 가상사고의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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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고려되어야 한다. "노심 냉각능력"이란 일반적인 설계기준사고(예, 냉각재상실사

고) 이후에도 핵연료집합체가 잔열제거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냉각유로를 지닌 핵연료봉

-다발의 기하학적 구조를 유지함을 의미한다. 제어봉 삽입능력 및 노심 냉각능력의 유

지를 위한 요건들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제시되어 있다(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및 제30조, ”비상노심냉

각장치“. 냉각재 상실사고에 대한 세부적인 냉각능력 요건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3-0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에 기술되어 있다.

   모든 핵연료손상 기준은 안전심사지침 4.2절에 기술되어 있다. 핵비등이탈율 제한

치 등 세부적인 열수력적 기준들은 안전심사지침 4.4절에 기술되어 있다. 핵연료봉 내

의 가용 방사성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Available Radioactive Fission Product Inventory 

즉, 방출 분율로 표시되는 Gap Inventory)은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에 제공되어 방사

학적 영향분석에 이용된다.

핵연료계통 심사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분야들을 포함한다.

1. 설계기준

안전성 분석을 위한 설계기준은 핵연료계통 손상기구(Damage Mechanism)를 기술

하고 핵연료 손상 정도를 허용수준 이내로 제한시킬 수 있도록 주요 변수에 대한 

제한치를 제공한다. 설계기준에는 전술한 바와 같은 안전성 검토 목적이 반영 되

어야 한다.

(과거의) 설계기준 및 연료허용손상한계와 관련된 기준들이 주어진 운전조건(온

도, 연소도 및 출력)에서 신 핵연료 설계(신재질의 사용도 포함)에도 적용 가능한

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만일 적용이 불가능 하다면 적절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운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2. 계통설명 및 설계도면

핵연료계통에 대한 설명 및 설계 도면을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핵연료에 대한 설명은 

공정시방(Process Specification)에 대한 것보다는 제품시방(Product Specification)

에 대한 것을 강조한다.

3. 설계평가

모든 설계기준들이 만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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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사고시의 핵연료계통 성능을 검토한다. 앞에서 열거된 핵연료계통 부품들은 

개별 부품으로서의 검토뿐만 아니라 핵연료봉 및 핵연료집합체와 같은 조합체

(Integral Unit)로써도 검토되어야 한다. 핵연료계통에서 신 핵연료설계, 운전제한

치(연소도 및 출력 등) 및 재질의 사용은 기존의 설계기준, 해석 모델 및 평가 방

법이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가상사고시에서도 적용 가능함을 입증하는 검토

가 수반되어야 한다. 검토는 운전경험, 직접적인 실험에 의한 비교, 상세한 수학

적 해석(핵연료성능해석  코드 포함) 및 기타 정보 등에 대한 평가로 수행된다.

4. 시험, 검사 및 감시계획

핵연료가 설계시방에 부합하여 제작되고 발전소 부지에 손상없이 운반되어 노심

에 장전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연료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한다. 핵연료계

통의 이상을 탐지하기 위하여 또는 예상대로 기능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속

적(On-Line) 핵연료봉 파손 감시 및 조사후 감시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반응

도 손실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B4C를 함유한 제어봉의 감시도 수행하여야 한

다. 원자로 노심분야 담당부서는 중요한 핵연료설계 고려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

하여 보고 규정과 함께 시험, 검사 및 감시계획들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안전심사지침 4.2절에는 모든 종류의 핵연료손상 기준이 기술되어 있으며, 안전심

사지침 4.3절에는 축방향 출력분포 이상 현상(Axial Offset Anomaly; AOA)에 관한 기준

이 기술되어 있다. 핵비등이탈률 제한치와 관련한 열수력학적 기준은 안전심사지침 

4.4절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 15장에 의거 핵연료봉 내의 가용한 방사성 핵분

열 생성물 재고량(방출 분율로 표현되는 간극 재고량)은 방사학적 영향분석을 담당하

는 부서에 제공된다. 안전심사지침 4.2절에 기술되어 있는 핵연료 저장에너지, 유로 막

힘(flow blockage), 피복관 최대온도, 부식률 제한치는 15장 검토 담당부서에 제공된다.

본 절과 타 안전심사지침의 연계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심사지침 4.3절에 따라 핵연료집합체, 제어계통 및 원자로 노심의 핵설계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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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심사지침 4.4절에 따라 열적 여유도, 부식 생성물(crud)의 영향, 수력적 부하

의 수용가능성 검토한다.

3. 안전심사지침 6.3절에 따라 일반설계기준 및 비상노심냉각계통 허용 기준을 포함

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설계 기준을 검토한다.

4. 안전심사지침 15장에 따라 피복관 과열, 핵연료 소결체 과열, 과도한 핵연료 엔탈

피(Enthalpy), 소결체-피복관 상호작용 및 피복관 파열(Bursting) 등에 의한 가상 

핵연료 파손에 대하여 검토한다.

5. 안전심사지침 3.9.4절의 제어봉 구동장치 설계와 안전심사지침 3.9.5절의 노심 구

조물(Reactor Internals) 설계를 검토한다.

6. 안전심사지침 15장에 따라 방사선량 평가치를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핵연료계통 설계의 허용여부는 관련 법규, 규

제 지침, 산업기술기준 그리고 핵연료계통 기능과 부품 선택에 대한 독립적 계산 및 

검토자의 판단에 근거한다. 핵연료계통 설계에 관련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허용 가능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냉각성능을 해석하고 비상

노심냉각계통의 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3-0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허용될 수 있는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 평가 방법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157, “Best-Estimate Calculations of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Performance” 또는 기술지침서 KINS/GT-N007-1에 제시되어 있

다. RG 1.126, "An Acceptable Model and Related Statistical Methods for the 

Analysis of Fuel Densification"은 허용될 수 있는 상업용 경수로형 원자로 핵연료



제4.2절                                                     개정 4 - 2014. 12- 5 -

의 고밀화 영향 예측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2. 주요 사고 시나리오 후 핵분열 생성물의 환경 누출 결과에 따른 개인 피폭선량 

계산에 근거한 부지의 수용여부 결정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

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RG 1.4, 

“Assumptions Used for Evaluating the Potential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a 

Loss of Coolant Accident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는 가압경수로의 냉각

재상실사고와 관련된 방사선량 결과 평가에서 사용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가정

을 제시한다. 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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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ctors"는 원자로내 핵연료취급 및 

저장 시설에서의 핵연료취급 사고와 관련된 방사선량 결과 평가에서 사용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가정을 제시한다. 또한 RG 1.77, ”Assumptions Used for 

Evaluating a Control Rod Ejection Accident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은 

가압경수로에서의 제어봉 인출 사고 결과의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해석

적 방법 및 가정을 규정한다.

3.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의 영향이 포함된 모든 조건에서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음을 보증하도록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를 충족하여야 한다.

4. 반응도 제어계통은 적절한 여유도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사고 조건 후에는 

비상노심냉각계통과 함께 반응도 제어 및 노심냉각이 가능하도록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를 충족하여야 한다.

5. 비상노심냉각계통은 어떠한 냉각재 상실 후에도 연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노심을 

냉각하여 냉각유로를 방해하는 핵연료 및 피복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

한 피복재-물의 산화 반응이 무시 가능한 양으로 제한될 수 있게 노심으로부터의 

열전달이 가능하도록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비상노심

냉각장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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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

2013-0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그리고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제28조 “반응도 제어계

통”,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등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계 기준

핵연료계통 설계기준에는 I절 검토 분야에 기술된 4가지 목적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핵연료계통 손상, 핵연료봉 파손 및 핵연료

의 냉각능력에 대한 허용기준이 필요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핵연료계통 손상

이 부분은 정상운전시 적용되며 검토해야 할 정보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4.2

절에 수록되어야 한다.

예상운전과도를 포함한 정상운전 조건에서 연료허용손상한계에 대한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요건을 충족시키

기 위해서는 알려진 모든 핵연료 손상기구에 대한 핵연료계통 손상기준이 설

정되어야 한다.

핵연료계통 손상기준은 핵연료봉의 파손방지뿐만 아니라 핵연료계통의 제원

이 운전공차내로 유지되고 기능적 성능이 안전해석시 가정된 것 이하로 저하

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능한 경우 핵연료 손상기준은 조사된

(Irradiated) 재료/성질 자료에 근거한 고연소도 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

한 손상기준이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

1) 지지격자, 안내관, 씸블(thimble), 핵연료봉, 제어봉, 기타 핵연료 계통 구조

부품에 대한 응력, 변형률 또는 하중 제한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ASME 

Code Section III에 제시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계산한 응력 제한치는 허

용 가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제안된 제한치는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2) 상기 1)항에 기술된 구조 부품에 대한 변형률피로주기(Strain Fatigue 

Cycles) 누적 횟수는 적절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응력 진폭에 안전계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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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주기 횟수에 안전계수 20을 포함하고 있는 설계 피로수명(Design 

Fatigue Lifetime)보다 훨씬 작아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제안된 제한치는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3) 상기 1)항에 기술된 구조 부품간 접촉점에서의 프레팅 마모(Fretting Wear)

는 제한되어야 한다. 설계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기 위한 프레팅 마모 시

험과 분석은 지지격자 스프링 이완을 고려하여야 한다. 허용 가능한 프레

팅 마모량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하며 상기 1)항의 응력 제한

치 및 2)항의 피로 제한치에는 이러한 마모의 존재가 가정되어야 한다.

4) 산화, 수소화 및 부식 생성물(Crud) 누적은 제한되어야 하며, 제한치는 핵

연료계통 부품별로 설정되어야 한다. 제한치는 각 부품들이 허용 가능한 

강도 및 연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계적 시험자료를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허용될 수 있는 산화, 수소화 및 부식생성물 누적 정도

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상에서 토의되어야 하며 적절하다는 것이 입증되어

야 한다. 상기 1)항 및 2)항에서는 이러한 정도의 산화, 수소화 및 부식생

성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되어야 한다. 부식생성물이 열수력학적 사항

에 미치는 영향은 안전심사지침 4.3 및 4.4 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검토되

어야 한다.

5) 핵연료봉 휨이나 핵연료봉, 핵연료집합체, 제어봉 및 안내관의 조사 성장

과 같은 제원 변화는 핵연료파손 혹은 안전심사지침 4.4절에 기술된 열수

력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되어야 한다. 조사성장은 핵연료봉의 상

부 봉단마개와 집합체의 상부 노즐이 간섭하여 핵연료봉 휨을 발생 시킬 

수 있다.

   제어봉 및 안내관의 휨은 (1) 조사성장의 차이(중성자 조사량의 구배에 의

해 발생), (2) Shadow 부식 (수소흡수로 인한 팽창 발생), (3) 삽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응력이완에 의해 발생된다. 만일 제어봉의 간섭이 발생 가

능하다고 판단되면 제어봉 삽입능력이 안전성분석에서의 가정과 부합함을 

시험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설계, 제원 및 재질을 사용 

한 경우 만족할만한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노내 감시(삽입 시간 등)가 필

요할 것이다. 

6) 핵연료봉 및 가연성 독물질봉의 내부기체 압력은 정상운전중에 정격 계통

압력 이하로 유지되거나, 아래에 열거된 최소한의 기준(그러나 제한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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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을 바탕으로 설정된 신 기준의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가) 정상운전중 피복관의 lift off 금지

   나) 피복관내 수화물의 반경방향 재배치 금지 

   다) 과도 및 가상사고 시 봉내압의 과압에 기인한 핵비등이탈 발생 및 전

파와 이로 인한 핵연료봉의 추가적인 파손에 대한 기술  

7) 핵연료의 안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어봉 삽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시 최악의 수력학적 부하에 대

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상운전 조건에서 최악의 수력학적 부하는 

핵연료집합체의 수직하향지지력 (Holddown Capability, 중력 또는 

Holddown Springs)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평가를 위한 수력학적 부

하는 안전심사지침 4.4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

8) 제어봉 반응도 및 삽입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 다음 사항

이 검토되어야 한다. 

   가) 제어봉 배열 변화

   나) 신 재질 도입

   다) Neutronics 및 기계 수명 변화

   라) 기계 설계 변화

   마) 수용성(Water Soluble) 또는 가용성 물질(Leachable Material, 예 : B4C)

이 사용될 때에는 제어봉의 수밀성(Water Tight)이 유지되어야 한다.

   기계 및 Neutronics 수명의 변화는 허용 가능한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한

다. 안전성분석에서는 노내에서 시간에 따라 감소되는 중성자 흡수 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핵연료봉 파손

이 절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가상사고 조건에 적용된다. 아래에 열거

된 여러 가지 파손기구들 중 1)항에서 3)항까지는 정상운전 조건에서 더 제한

적인 파손기구를 기술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검토되어야 할 정보는 안전성분

석보고서의 4.2절에 포함되어야 한다. 4)항에서 8)항까지는 예상운전 과도 및 

가상사고 조건에서 보다 더 제한적인 파손기구를 기술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검토되어야 할 정보는 주로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에 포함된다.

예상운전과도를 포함한 정상운전 조건에서의 연료허용손상한계와 관련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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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의 요건을 충

족시키고 가상사고 조건에서의 핵분열 생성물 방출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

회고시 제2012-0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요건을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모든 핵연료봉 파손기구들에 대한 핵연료

봉 파손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핵연료봉 파손은 핵연료봉 기밀성

(Hermeticity)의 상실로 정의된다. 비록 모든 핵연료봉의 파손을 방지하는 것

이 불가능하고 소수의 누설 핵연료봉 영향을 처리하기 위한 정화계통이 설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핵연료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조건에서 특정 원인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것이 본 검토의 목

적이다. 가상사고 조건에서는 핵연료봉 파손이 허용되나 이러한 핵연료봉 파

손은 선량 분석에 고려되어야 한다. 

핵연료봉 파손은 과열, 소결체/피복재간 상호작용(Pellet/Cladding Interaction ; 

PCI), 수소화, 피복재 붕괴, 파열, 기계적 파괴 및 프레팅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가능한 경우 핵연료봉 파손 기준은 조사된(Irradiated) 재료 성질 자료에 

근거한 고연소도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핵연료봉 파손기준이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

1) 수소화 : 내부 및 외부 원인에 의한 수소화는 지르코늄 합금을 사용한 부

품의 파손을 유발할 수 있다. 파손 원인으로서의 내부수소화 (즉, 1차 수

소화)는 제조시 핵연료봉 내 습분 및 기타 수소 함유 불순물의 준위를 아

주 낮게 유지함으로써 방지 할 수 있다. 지르칼로이로 피복된 산화 우라늄 

핵연료에 대한 허용 가능한 습분 준위는 20 ㎍/g(20 ppm) 이하여야 한다. 

산화우라늄 핵연료 소결체에 대한 현행 ASTM 사양에서는, 모든 원인에 의

한 등가수소량 제한치를 2 ㎍/g(2 ppm)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르칼로이 관

으로 피복된 다른 재료에 대해서는 이에 상당하는 양의 습분이나 수소를 

허용할 수 있다. 지르칼로이 피복재 내부의 습분 준위를 고온 기공 체적 

1cm3 당 2 mg H2O 이하로 유지하면 1차 수소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외부 수소화는 냉각수와 접하는 부분에서의 부식에 의해 

발생되며 냉각수와 지르코늄 합금의 반응결과 지르코늄 수화물과 이산화

지르코늄이 생성된다.

2) 피복관 붕괴 : 소결체의 고밀화(Densification)로 인하여 핵연료 소결체 열

(Column)에 축방향 틈새가 발생한다면 피복재가 그 틈으로 붕괴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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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즉, 편평화 ; Flattening). 이러한 과정에서 동반되는 국부적인 큰 

변형률 때문에 붕괴된(편평하게 된) 피복재는 파손된 것으로 가정한다.

3) 피복재 과열 : 열적 여유도 기준(종종 DNBR로 표현되는)이 충족된다면 파

손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전통적인 관례가 되어 있다. 이 

기준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4.4절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정상운

전 및 예상운전과도 상태시 열적 여유도 기준의 위반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상 사고에서는 이 기준을 초과한 모든 연료봉은 방사능 선량 계산 목적

상 전부 파손된 것으로 가정한다.

열적 여유도 기준은 불충분한 냉각기구에 의한 과열 방지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 조건이 필요 조건은 아니며(즉, 핵비등이탈은 파손기

구가 아님) 다른 역학적 방법도 허용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지만 다른 기준을 권고하는 새로운 입장을 취할 경우 

피복재 온도, 압력, 시간, 산화 및 취성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4) 핵연료 소결체의 과열 : 핵연료 소결체의 중심선 용융이 발생하면 파손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는 것도 전통적인 관례로 되어 있다. 이러한 해석은 모

든 고온점 및 고온 수로인자를 포함하는 노심내 모든 위치에서 최대 선출

력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핵연료의 연소도 및 성분이 용융점에 미

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조건에서는 중심

선 용융이 허용되지 않는다. 가상사고에서는 중심선 용융이 발생한 모든 

핵연료봉은 방사능선량 계산 목적상 전부 파손된 것으로 가정한다. 중심선 

용융 기준은 용융 핵연료의 축방향 또는 반경 방향 재배치로 인하여 용융

된 핵연료가 피복재와 접촉하게 되거나 국부적인 고온점을 형성하지 않음

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중심선 용융이 핵연료 파손을 초래한다는 

가정은 보수적이다.

5) 과도한 핵연료 엔탈피 : 핵연료 용융 이하에서 반응도사고(Reactivity 

initiated accident: RIA)에 의한 핵연료 엔탈피의 급격한 증가는 소결체/피

복관 기계적 상호작용(Pellet/Cladding Mechanical Interaction; PCMI)에 의한 

핵연료 파손을 유발할 수 있다. 가압경수로에서 반응도사고시 핵비등이탈

률(DNBR)을 초과할 경우 피복관 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 

6) 소결체/피복재간 상호작용(Pellet/Cladding Interaction) : 현재 PCI 혹은 

PCMI에 의한 핵연료 파손에 적용되는 기준은 없다. PCI와 PCMI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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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묘하며, 파손부위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구분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있

다. PCI는 일반적으로 핵분열생성물질(요오드)에 의한 피복관 취화현상인 

응력부식균열에 의해 발생되지만, PCMI는 우선적으로 응력에 의해 구동되

는 파손기구이다. PCI 및 PCMI를 위한 설계 기준은 일반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PCI 및 PCMI에 의한 핵연료봉 파손을 방지하기에는 불충분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련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첫째, 피복재의 균일 

변형률은 1%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균일변형률(탄성 및 비탄성)

은 정상상태 조건에서의 Creepdown 및 조사성장(Irradiation Growth)을 제

외한, 과도 조건에 의하여 발생되는 변형률로 정의된다. 최대 부식(수화물 

취성)이 발생한 지점에서 조사된 파복관의 연성은 1% 기준을 만족함을 기

계적 시험 결과로 보여야 한다. 이러한 변형률 제한치는 PCI 및 PCMI에 

의한 핵연료봉 파손을 일부 방지할 수는 있으나 낮은 변형률에서 발생하

는 부식여기파손(Corrosion-Assisted Failure) 및 핵연료 외부 직경상의 소

결체 칩(chips)에 의해 발생하는 국부적으로 집중된 과도 변형률에 의한 

파손은 방지할 수 없다. 둘째, 핵연료 용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소결

체 중심의 용융에 의한 소결체 체적 증가는 피복재에 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PCI에 의한 파손은 핵연료 용융을 방지함으로써 막

을 수 있다. 피복재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동일한 기준이 4)항에 

명시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핵연료 공급자들은 PCI 및 PCMI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력 조정(Power 

Maneuvering) 및 출력 상승률에 대한 핵연료 설계 제한치를 도입하고 있

다. 이러한 제한치는 기본적으로 시험로에서 시험기본적으로 설계별 출력

증발 시험 자료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핵연료 공급자들은 

PCMI가 발생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피복관 변형률 예측 결과에 더욱 

의존하고 있으며 출력증발 시험자료에는 보다 덜 의존하고 있다. 기체에 

의한 핵연료 팽윤(Swelling) 및 열팽창이 고연소도 및 중간 정도의 연소도

에서 피복관 변형률에 관련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시의 피복관 변형률을 통한 PCI 및 PCMI 해석에는 승인된 핵연료 열

팽창 모델 및 기체에 의한 핵연료 팽윤 모델이 조사된 피복관 특성자료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7) 파열(Bursting) :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 평가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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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제2013-0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복관내 온도 분포와 피복관 내/외의 압력

차이에 의한 지르칼로이 피복관의 팽창(Swelling)과 파열(Rupture)에 대한 

계산이 비상노심 냉각계통 평가 모델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RG 1.157, 

“Best-Estimate Calculations of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Performance”은 피복관 팽창과 파열 정도 계산에 사용될 수 있는 최적 

평가 모델(Best-Estimate Model)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방법으로 기술지침서 KINS/GT-N007-1은 피복관 팽창과 파열 정

도 예측용 평가 모델의 수용 가능한 특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비록 

핵연료 공급자가 상이한 파열 온도와 차압 곡선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허

용 가능한 곡선은 참고문헌 15에 기술된 것과 유사해야 한다. 비냉각재상

실사고에 의한 피복관 파열도 피복관 온도 및 방사학적 영향 관점에서 평

가되고 기술되어야 한다. 

8) 기계적 파괴 : 기계적 파괴란 수력학적 부하나 노심지지판(Core Plate) 운

동에 기인한 부하처럼 외부에서 작용한 힘에 의해 초래된 핵연료봉의 결

함을 말한다. 가해진 응력이 해당 온도에서의 조사 항복 응력의 90% 미만

이면 피복재 건전성은 유지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제안된 제

한치는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지진 및 냉각재 상실사고 분석(본 

절의 부록 4.2-1 참조) 결과로부터 이러한 기구에 의한 파손은 보다 덜 심

각한 사고에서는 발생하지 않음을 보일 수도 있다.

다. 핵연료 냉각능력

이 절은 가상사고에 적용되며 검토되어야 할 대부분의 정보는 안전성분석보

고서의 15장에 기술되어 있다. 아래에 열거된 여러 가지 사항중 제 5)항은 두 

가지 사고의 동시 발생에 의한 복합 효과를 기술하고 있지만 그 정보는 안전

성분석보고서의 4.2절에 수록되어야 한다. 가상사고 조건에서의 제어봉 삽입

능력 및 노심 냉각능력과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28조, “반응도 제어계통”,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의 요건을 충족시

키기 위해서는 모든 심각한 손상 기구에 대한 핵연료 냉각능력 기준이 제시

되어야 한다. 냉각능력 또는 냉각 가능한 기하학적 구조란 일반적으로 잔열제

거가 가능한 적절한 냉각 수로를 갖는 연료봉-다발의 기하학적 구조를 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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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집합체가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냉각능력 저하는 피복재 취화, 핵연료의 격렬한 배출(Expulsion), 전체적인 피

복재 용융, 전체적 구조 변형 및 극단적인 동일 평면상의 핵연료봉 팽창

(Ballooning) 등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다. 제어봉 삽입능력에 대한 기준도 본 

절에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이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

이 기술되어야 한다.

1) 피복재 취화 :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분석 결과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0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제3

조에 규정되어 있는 핵연료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급냉

후 핵연료 피복관의 연성을 적절히 유지하여 냉각 가능한 노심 형상을 보

장한다. 현재의 설계기준은 1) 피복관 최대온도가 1204oC(2200oF)를 초과해

서는 아니 되고, 2) 피복관 최대 산화도는 17% ECR을 초과해서는 아니 됨

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준은 비조사된 지르칼로이 시험편을 사용하여 개

발 되었으나, 지르코늄 합급 성분, 제조 과정 및 노내 부식 현상은 핵연료 

피복관 재질의 급냉후 특성을 변화시킨다. 

2) 격렬한 핵연료 배출(Violent Expulsion of Fuel) : 제어봉 이탈과 같은 가상 

반응도사고 조건에서 대량으로 매우 빠르게 핵연료에 집결(Deposition)되는 

에너지는 핵연료의 용융, 파편화 및 분산(Dispersion)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핵연료 분산과 관련된 기계적 작용은 피복재와 핵연료봉-다발의 기하학적 

구조를 파괴하고 1차 계통에 압력파를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큰 

것이 될 수 있다. 핵연료의 광범위한 파편화 및 분산의 방지 그리고 가압

경수로 1차 계통내의 압력파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반경방향 평균 엔탈피 

제한치 0.96 kJ/g(230 cal/g)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전체적인 피복재 용융 : 피복재의 전체적인(즉, 비국부적인) 용융은 연료봉

-다발의 기하학적 구조 상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피복재 취화에 대한 상

기 1)항의 기준은 용융 기준보다 더 엄격하며 따라서 추가적인 상세 기준

은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신합급 혹은 원자로 형태에 따라 항상 

적용되지는 않는다. 

4) 핵연료봉 팽창(Ballooning) : 가상사고조건에서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평가

에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0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

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핵연료봉 팽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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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파열 변형률 및 유로차단이 노심 유량 분포 해석에 반드시 고려되어

야 한다. RG 1.157, “Best-Estimate Calculations of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Performance”은 냉각재상실사고중 비상노심냉각계통 성

능의 최적 계산(Best-Estimation)에 대한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모

델, 상관관계, 자료 및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방법으

로 기술지침서 KINS/GT-N007-1는 파열 변형률 및 유로차단을 고려하기 

위한 보수적 평가 모델의 수용될 수 있는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파열 변

형률 및 유로차단에 대한 모델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해 적용 가능한 

자료[참고문헌 15, 17 및 18]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1) 피복재가 파열되는 

온도 및 차압이 적절히 평가되어야 한다.(II.1.나 절의 8)항  참조) (2) 피복

재 팽창의 최종 정도가 과소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3) 관련된 집합체 유로

면적 감소가 과소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유로차단 모델 평가는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에 제공되어 1204 oC(2200oF)

의 피복재 온도와 17%의 피복재 산화 제한치가 초과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포괄적인 비상노심냉각계통 평가 모델에 반영된다. 검토자는 또한 계

통 감압을 포함하는 다른 사고의 해석에서 핵연료봉 팽창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상운전과도 혹은 사고시의 핵연료봉 팽창 가

능성은 핵연료봉 봉내압이 계통압력보다 높을 경우 높아지게 된다. 피복관 

팽창을 유발하는 비냉각재상실사고에서는 피복관 팽창으로 인한 핵비등이

탈 전파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비냉각재상실사고에서 피복관 팽창에 

의한 영향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되며, 핵비등이탈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피복관 팽창 제한치(원주방향 변형률)가 필요할 수 있다. 

5) 구조적 변형 : 안전심사지침 부록 4.2-1, "외력에 대한 핵연료집합체 구조

응답 평가"에 해석적인 절차가 기술되어 있다.

2. 계통설명 및 설계도면

검토자는 핵연료계통에 대한 설명 및 설계도면이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며 검증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만큼 완전한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완

전성이란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만족할 만한 핵연료계통 설명에는 다음과 같은 핵

연료계통 정보 및 관련 공차들이 필요하다 :

- 피복재 형태 및 금속학적 상태 (Metallurgic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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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복재 외경

- 피복재 내경

- 피복재 내부표면 거칠기(Roughness)

- 소결체 외경

- 소결체 표면 거칠기

- 소결체 밀도

- 소결체 재소결 자료

- 소결체 길이

- 소결체 디쉬 제원(Pellet Dish Dimensions)

- 가연성 독물질 함량

- 소결체 입계 크기 및 개 기공(Open Porosity)

- 절연용 소결체 변수(Insulator Pellet Parameters)

- 핵연료 열(Column) 길이

- 핵연료봉 총 길이

- 핵연료봉 내부 기공 체적(Rod Internal Void Volume)

- 충진 기체 종류 및 압력(Fill Gas Type and Pressure)

- 흡수된 기체 성분 및 함량(Sorbed Gas Composition and Content)

- 스프링 및 마개 제원

- 농축도

- 수력학적 등가 직경

- 냉각재 압력

- 특정 설계연소도 제한치(Design Specific Burnup Limit)

- 제어봉 설명, 제원, 수명 제한치  

- 주위 구조물(예, 안내관)과 간섭하는 제어봉 접합부

다음과 같은 설계도면도 핵연료계통 기술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핵연료 집합체 단면도

- 핵연료 집합체 개략도(Outline)

- 핵연료봉 개략도(Schematic)

- 지지격자 단면도

- 안내관 및 노즐 결합부

- 제어봉 제원과 관련된 안내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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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봉 집합체 단면도

- 제어봉 집합체 개략도

- 제어봉 개략도

- 가연성 독물질봉 집합체 단면도

- 가연성 독물질봉 집합체 개략도

- 가연성 독물질봉 개략도

- 오리피스(Orifice) 및 중성자 선원 집합체 개략도

3. 설계 평가

검토자는 설계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입증한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는 운전경험, 모형 시험 및 해석적 예측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 

중 많은 것은 일반적으로 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 기술되며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참

고문헌으로서 반영된다.

가. 운전경험

동일하거나 유사한 설계의 핵연료계통에 대하여 최대 연소도 경험이 포함된 

운전경험이 기술되어야 한다. 운전경험으로써 특정 설계기준이 만족되고 있음

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그러한 경험을 얻기 전에 수행되었던 모형시

험이나 설계해석에 대한 검토는 수행할 필요가 없다. 프레팅마모, 산화, 수소

화 및 부식생성물 누적에 대한 설계기준은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될 수 있다.

나. 모형시험

설계 변경이 도입되어 확실한 운전경험이 활용될 수 없을 때에는 모형시험을 

검토하여야 한다. 새로운 설계의 특성 결정에 필요할 경우 노외시험이 수행되

어야 한다. 조사 전에 시험해야 할 설계 특성들에 대한 명확한 요건들이 개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노외 실증시험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

하여 수행되어졌으며 검토자에게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다.

- 지지격자 구조시험(Spacer Grid Structural Tests)

- 제어봉 구조 및 성능 시험

- 핵연료집합체 구조시험(횡방향, 축방향 및 비틀림 강성(Torsional 

Stiffness), 진동수 및 감쇄 (Da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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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집합체 수력학적 유동시험(부양력, 제어봉 마모, 진동, 핵연료봉 

프레팅(스프링 이완이 고려되어야 함), 집합체 마모 및 수명)

설계 특성에 대한 노내시험 및 새로운 설계의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선행 시

험집합체 연소시험(Lead-Assembly Irradiation)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

험과 관련된 최대 연소도 혹은 중성자 조사량에 대한 경험 또한 검토되어야 

하며 새로운 설계에 대한 특정 최대 연소도 혹은 중성자 조사량 제한치와 관

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새로운 설계에 대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시험되었던 

다음의 현상들은 검토자에게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다.

- 핵연료봉 및 가연성 독물봉 성장

- 핵연료봉 휨

- 핵연료봉, 지지격자의 산화 및 수소화 정도

- 핵연료봉 프레팅

- 핵연료 집합체 성장

- 핵연료 집합체 휨

- 핵연료봉 원주방향 주름(Fuel Rod Ridging)

- 부식생성물 형성

- 핵연료봉 건전성

- Holddown 스프링 이완(Relaxation)

- 지지격자 스프링 이완

- 안내관 마모 특성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핵연료집합체 설계 또는 새로운 설계 특성에 대한 

노내시험을 새로운 집합체로 전 노심을 장전하고 운전하기 전까지 수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내시험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새로운 설계와 이

전 설계가 양립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시계획(아래의 

II.4 절 참조)에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다. 해석적 예측

어떠한 설계기준 및 관련 변수들은 오직 계산 절차에 의해서만 평가할 수 있

으므로 성능 예측에 사용된 해석적 방법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

는 많이 수행되어 왔으며 많은 전례가 있다. 다음 항목에서는 보다 확립된 

검토 방법 및 관련된 많은 참고문헌들을 기술하고 있다.

1) 핵연료 온도(저장에너지) : 정상운전 조건에서의 핵연료온도와 저장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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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계산의 입력자료로써 필요하다. 온도 계산은 여

러 가지 상이한 현상들을 모델화한 복잡한 컴퓨터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

된다. RG 1.157, “Best-Estimate Calculations of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Performance”은 냉각재상실사고중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의 최

적 계산(Best-Estimation)에 대한 모델, 상관관계, 자료, 방법 및 불확실도 

평가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방법으로 기술지침서 

KINS/GT- N007-1에 기술된 수용 가능한 특성과 부합되는 비상노심냉각계

통 평가모델이 사용될 수 있다. 검토되어야 할 현상학적 모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반경 방향 출력 분포

- 핵연료 및 피복재 온도 분포

- 핵연료의 연소도 분포

- 핵연료, 피복재, 피복재 부식생성물 및 산화층의 열 전도도

- 핵연료의 고밀화

- 핵연료 및 피복재의 열 팽창

- 핵분열 기체 생성 및 방출

- 고체 및 기체 핵분열 생성물에 의한 팽윤

- 핵연료 구조 재편 및 재배치

- 핵연료 및 피복재 제원 변화

- 핵연료-피복재 간 열전달 계수

- 혼합 기체의 열 전도도

- Knudsen 영역에서의 열 전도도

- 핵연료-피복재 간 접촉 압력

- 핵연료 및 피복재의 열용량(Heat Capacity)

- 피복재의 성장 및 크립(Creep)

- 핵연료봉 내부 기체 압력 및 조성

- 헬륨 및 기타 충진 기체의 흡수(Sorption)

- 피복재 산화층 및 부식생성물 누적 두께

- 피복재-냉각재간 열전달 계수(핵연료 성능 코드에 필요하나 이 모

델은 안전심사지침 4.4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검토된다)

- 피복재 수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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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델들간의 밀접한 상호작용 때문에 실측 자료(표준 문제 또는 검

증) 및 검증코드[참고문헌 19, 20]와 비교하여 전체적인 코드의 거동을 점

검해 보아야 한다. 이전에 수행된 핵연료 성능 코드의 검토 사례가 참고

문헌 21～25에 기술되어 있다.

2) 고밀화 효과 :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핵연료 고밀화는 핵연료 온도에 

대한 영향 이외에 노심 출력분포(출력 스파이크, 안전심사지침 4.3절 참

조), 핵연료 선형열생성율(안전심사지침 4.4절 참조) 및 피복관 붕괴 가능

성에 영향을 준다. 출력 스파이크 및 선형열생성율 해석에 대한 고밀화 영

향의 크기는 참고문헌 26 및 RG 1.126, "An Acceptable Model and 

Related Statistical Methods for the Analysis of Fuel Densification"에 토의

되어 있다. 고밀화 모델이 허용 가능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RG 1.126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피복관 붕괴시간에 대한 모델도 검토되어야 하며 이

전에 수행된 검토 사례가 참고문헌 28 및 29에 기술되어 있다.

3) 핵연료봉 휨 : 핵연료봉 휨 분석에 대한 지침이 참고문헌 30에 기술되어 

있다. 이 지침을 충족시키기 이전에 사용될 수 있는 임시 지침은 참고문헌 

31에 기술되어 있다. 현재까지 핵연료봉 휨의 원인은 규명되어 있지 않으

며 핵연료봉 휨에 대한 역학적 해석은 승인되지 않고 있다.

4) 피복관 붕괴 : 승인된 해석적 모델/방법들이 핵연료 수명기간 동안 피복관 

붕괴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피복관 혹은 핵연

료 재질의 변화(첨가 혹은 제조의 중대한 변화), 제조후 피복관 간극의 감

소는 승인된 해석적 모델/방법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핵연료 재질

의 변화는 고밀화에 영향을 미치고 피복관 재질의 변화는 피복관 크리프

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들은 피복관 붕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변수들이 변한다면, 피복관 붕괴를 평가하기 위하여 승인된 해석적 

모델/방법들에 미치는 영향이 평가되어야 한다.  

5) 구조 변형 : 안전심사지침 부록 4.2-1, “외력에 대한 핵연료집합체 구조응

답 평가”에 허용 기준이 기술되어 있다.

6) 파열 및 유로 차단(팽창) : 지르칼로이 파열 및 유로 차단 모델은 비상노심

냉각계통 평가 모델의 일부분이며 원자로심분야 담당부서에서 검토한다. 

이 모델들은 경험적인 것이므로 관련 자료와 비교해 보아야 하고, 고온에

서 피복재의 상변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료 및 이전의 검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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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참고문헌 10, 12 및 13에 기술되어 있다.

7) 핵연료봉 압력 : II.1.가 절의 제 6)항에 기술된 핵연료봉 내부기체 압력 기

준을 만족하는 지 확인하기 위한 연료봉 내압 계산은 본 절 제 1)항에 기

술된 온도 계산용 열적 성능 코드를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이 계산은 

예측된 봉 출력, 코드 모델 및 연료봉 제조에서의 불확실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온도 계산을 위하여 반영된 보수성이 연료봉 압력 계산에

서 비보수적으로 작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8) 금속/물간 반응률(Metal/Water Reaction Rate) : 사고 조건에서의 비상노심

냉각계통 성능 평가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09호, “가압경

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 제3조의 요건을 충

족시키기 위하여 지르칼로이 피복관과 수증기간 반응에 의한 에너지 방출

율, 수소 생성율 및 피복재 산화율이 계산되어야 한다. 현재 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RG 1.157, “Best-Estimate Calculations of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Performance”은 적합한 자료와 분석으

로 기술적 근거가 입증된 최적 평가 모델(Best-Estimate Model)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방법으로 기술지침서 KINS/GT-N007-1

은 Baker-Just 식[참고문헌 32]을 사용하여 금속/물간 반응에 의한 에너지 

방출율, 수소 생성율 및 피복재 산화율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Non-LOCA 사고 해석에 적용할 때는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다른 상관

식들도 사용할 수 있다. 

9)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 : 핵분열 생성물 방출과 관련된 RG 1.4, 

“Assumptions Used for Evaluating the Potential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a Loss of Coolant Accident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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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ctors", 1.77 ” "Assumptions Used for 

Evaluating a Control Rod Ejection Accident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1.195 ”Methods and Assumptions for Evaluating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Design Basis Accidents at Light-Water Nuclear Power 

Reactors" 및 1.196 "Control Room Habitability At Light-Water Nuclear 

Power Reactors"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핵연료봉내 가용 방사성 핵분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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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 재고량(즉, 간극 재고량)은 상기의 RG내에 가정으로써 규정되어 있

다. RG 1.195 및 1.196은 RG 1.4, 1.25 및 1.77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ANS 5.4는 비냉각재상실사고 환경과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시에 핵연

료가 경험한 온도 이상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

에서의 핵분열생성물 방출에 관한 승인된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ANS 5.4는 정상운전 조건중 산화물 핵연료 소결체 내부로 부터 휘발성 핵

분열 생성물(Volatile Fission Product) 방출 계산을 위한 허용 가능한 해석

적 모델을 제공한다. 핵종 수율(Nuclide Yield)과 함께 이 모델은 피복관이 

파열되었을 때 핵연료봉에서 방출될 수 있는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 재고

량을 계산할 수 있다. NSRR 및 Cabri 원자로에서 수행된 최신 반응도사고

시의 실험 결과는 제어봉 방출 사고시 간극 재고량의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4. 시험, 검사 및 감시 계획

각 발전소별 신연료 시험 및 검사계획, 조사핵연료의 연속 감시 및 점검 계획들

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신연료 시험 및 검사

신연료에 대한 시험 및 검사 계획에는 피복관 건전성, 핵연료계통의 제원, 핵

연료 농축도, 가연성 독물질 농도 및 중성자 흡수체 성분 등에 대한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작자의 시험 및 검사 계획 세부 내용은 품질관리보고서에 

문서화되어 있어야 하며 품질관리보고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인용되고 내

용이 요약되어 있어야 한다. 발전소로 운반된 후 신연료 및 제어봉집합체에 

대한 소내 검사 계획 또한 기술되어야 한다. 전반적인 시험 및 검사 계획이 

이전에 승인된 발전소의 계획과 본질적으로 같은 경우 그 효력에 대한 기술

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계획의 세부 내용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

될 필요는 없으나 적절한 참고자료로 인용되고 요약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나. 핵연료계통 연속 감시(On-line Fuel System Monitoring)

연속적 핵연료봉 파손 감지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계기의 민감도 및 그러

한 계기를 사용하겠다는 신청자의 약속을 평가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36 및 

37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감시 방법을 평가하고 있으며 본 검토시 활용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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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C 제어봉이 반응도를 상실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감시 또한 필요하다. 

붕소 화합물은 피복관 결함 발생시 용해(Leaching)에 취약하다. 참고문헌 38

에 기술된 것과 같은 주기적인 제어능 시험은 허용 가능하다.

다. 조사후 감시(Post-irradiation Surveillance)

핵연료봉 이상을 검사하거나 핵연료의 예상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각 발전소별 

조사핵연료 감시 계획이 기술되어야 한다. 허용 가능한 감시 계획의 범위는 고

려중인 핵연료의 설계이력 즉, 제안된 핵연료설계가 현재 사용되는 핵연료와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설계 특성이 도입된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

운전중인 다른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핵연료설계인 경우, 최

소한의 허용 가능한 감시 계획은 매 주기 재장전시 방출되는 일부 핵연료집

합체에 대한 정성적인 육안검사를 포함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계획은 구조적 

건전성, 핵연료봉 파손, 핵연료봉 휨, 제원 변화 또는 부식 산화물 누적 등의 

전체적인 문제점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감시 계획에는 육

안검사시 비정상적인 거동이 발견되거나 발전소 기기가 심한 핵연료 파손을 

나타내는 경우 추가의 감시 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감시 

계획에는 파손 핵연료의 처분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

발전소 고유의 감시 계획에 추가하여 유사한 핵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발전소

에서 적절히 인용할 수 있는 동종 또는 유사 핵연료에 대한 지속적인 핵연료 

감시 활동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일반 계획이 없을 경우, 보다 상세한 발

전소 고유의 감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특성이 도입된 핵연료 설계의 경우, 변경 특성에 상응하는 보다 구체

적인 감시 계획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러한 감시 계획에는 매 주기 재장전 정

지시기 및 핵연료가 최대 수명까지 연소된 시기에서 수행되어야 할 적절한 

정성적/정량적 검사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검 계획은 II.3.나 절에서 

토의된 모형시험과 같이 종합되어야 한다. 모형시험이 수행될 수 없는 경우에

는, 새로운 설계의 핵연료를 최초 조사(Irradiation)한 후 수행하여야 할 특별

한 상세 감시 계획이 계획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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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전심사지침 I 절에서 규정된 분야의 검토를 위해 검토절차를 아래에 나타내었

다.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 상에서 확인된 허용기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허용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체 기준들이 II 절에서 도출된 요건들과 

부합하며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평가되었는지를 검토 하여야 한다.   

   1. 건설허가 신청의 경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들이 Ⅱ.1 절에 

주어진 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허가 

검토에서는 예비적인 핵연료계통 설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최종적인 핵연료계

통 설계가 설계기준들을 만족할 것이라는 타당한 보증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하

며 유사 설계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2. 운영허가 신청의 경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들이 Ⅱ.1 절에 

기술된 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핵연료계통 설계가 설계기준들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핵연료계통 검토의 많은 부분은 일반적인 것으로 유사한 발전소 각각에 대해 반복

하지 않는다. 즉, 검토자는 이전의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최종안전성보고서 및 인허가 

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 있는 핵연료 설계 또는 핵연료 설계의 특정 측면들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현재 검토를 수행하여야 할 신청자료와 관련된 기

존의 모든 검토 결과들이 안전심사보고서에 적절하게 인용되어 완벽하게 문서화된 안

전성 평가가 되어야 한다. 특히, 관련된 모든 인허가 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 대한 안전

성평가보고서가 인용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핵연료와 관련하여 발간된 보고서로

는 NUREG-, WASH-보고서(참고문헌 16, 26, 35, 36, 39, 40 등)들이 있으며 이들 보고

서들은 발전소 안전심사보고서에 적절히 인용되어야 한다. 적용 가능한 RG [참고문헌 

11, 27, 33, 34, 45, 46] 또한 발전소 안전심사보고서에 인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이

나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경우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발전소 안전성평가는 관련된 

과거의 검토에 대하여 간략히 논의한 후 주로 신청서의 내용 중 과거에 검토, 승인된 

것과 다른 부분 및 새로 발견된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집중 검토를 수행하여

야 한다.

   Ⅱ.3.다 절에서 토의된 해석적 예측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

서, 또는 인허가 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서 검토될 것이다. 핵연료계통 설계의 성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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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에 사용되는 해석적 모델의 타당성 및 특정 설계연소도 제한치까지 해석 모델의 적

용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핵연료 연소도 제한치는 노심 내에 사용되는 각 핵연료 

종류별로 규정되어야 하며 조사된(Irradiated) 재료성질 자료 및 모형시험 결과를 근거

로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모형 시험집합체의 경우 예외가 허용될 수 있으며 이러

한 경우 최대 연소도 평가치가 제시되어야 한다. 해석적 예측 방법에 대한 검토를 수

행할 경우 해석적 방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자도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해석적 방법에 대한 검토 수행 이후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기승인 방법들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계산은 수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석적 방법의 적합성을 

재확인할 분명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계산, 벤치마킹(Benchmarking) 

작업 및 해석적 예측 방법에 대한 추가 검토가 수행될 수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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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발전소의 핵연료계통이 1)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조건에서 

손상되지 않고 2) 가상사고 조건에서 제어봉 삽입을 방해할 정도의 심한 핵연료계통 

손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3) 심각한 가상사고 이후에도 노심 냉각능력이 항상 유지되도

록 적합하게 설계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

한 기술기준”, 제2013-0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그리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등의 관련 요건들을 만족하고 있

다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1. 신청자는 운전경험, 모형시험 및 해석적 예측을 근거로 하여 상기의 설계 목적

들이 만족될 것이라는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공하였다. 구조물 응답, 가압경수

로에서의 제어봉 이탈 및 핵연료 고밀화 등에 대한 해석적 예측은 RG 1.60, 

1.77, 1.126의 지침 및 검토 결과 상기 RG에 대한 허용 가능한 대안으로 확인

된 방법 그리고 안전심사지침 4.2절의 부록 4.2-1의 지침에 따라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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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는 신연료의 노심 장전시 설계 공차 이내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핵

연료 시험 및 검사 계획을 제시하였다. 신청자는 핵연료의 이상을 탐지하거나 

핵연료가 예상대로 기능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핵연료 파손 연속감시 및 

조사후 감시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가상 사고시의 핵연료봉 파손을 적절히 예측하는 방법을 기술

하고 있으므로 가상사고에서 방사능 방출이 과소 평가되지 않으며 따라서 원자력안전

위원회고시 제2012-0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관련 요건들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요건들을 만족시킴에 있어 신청자는 RG 1.4, 

1.25, 1.77 및 1.195의 핵분열 생성물 방출에 대한 가정들을 사용하였으며 RG 1.77의 

지침 또는 허용 가능한 대안으로 확인된 방법을 사용하여 제어봉이탈사고에 대한 핵

연료봉 파손 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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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4.3절 핵설계

 검토주관 : 안전평가실

I. 검토분야

      핵연료집합체, 제어계통 및 노심에 대한 핵설계 검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

인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1.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시 핵연료 설계제한치를 초과되지 않는다.

  2. 가상 반응도사고로 인해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가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노심 냉각

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6조, 

제28조를 만족하여야 한다.

  주요 핵설계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설계기준이 원자력안전법시행령 및 일반설계기준에 따라 정립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

  2. 노심출력분포에 관련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노심주기(cycle)동안의 모든 운전조건, 허용 제어봉 위치, 핵연료 연소도 분포

등을 감안하여 정상 및 극한상태 조건에서의 정적상태 및 허용된 부하추종 

과도상태에 대하여 예측된 출력분포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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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과도상태 및 사고해석에 사용된 축방향, 반경방향, 국부 출력분포 및 첨두출

력인자(peaking factor) 제시 여부. 핵연료봉 내의 출력분포 제시 여부. 연료 

고밀화현상 등이 미치는 영향을 해석시 고려하였는지의 여부.

     다. 설계 출력분포를 운전 출력분포로 전환할 때 계측과 계산간의 상관, 운전 절

차서와 측정,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제한사항 등이 적절히 고려되었는지 여부

     라. 계기, 계기 사용상 수반되는 교정 및 계산, 계측치를 출력분포로 전환할 때 

포함되는 불확실성 등에 대한 요건

     마. 계기계통의 작동, 경보, 정지에 관한 제한치와 설정치 및 계측제어계통에 의

해 원자로는 설계 출력분포 제한치 이내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이는 자료

     바. 기존 원자로와 임계실험 장치 등에서의 측정자료 및 이들이 불확실성 분석에 

사용된 내용과, 심사 해당 원자로에서의 기동시험 및 주기적 측정 등의 시험

내용

     사. 설계제한치, 불확실성, 운전제한치, 계기요건, 설정치 등이 기술지침서에 적절

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3. 반응도 계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상온정지(Cold Shutdown)에서 전출력까지의 모든 운전범위와 과도 및 사고해

석시의 극한조건, 주기초에서 주기말 및 제어봉 삽입범위 등 모든 운전상황

을 포함하는 원자로 상태에서의 감속재온도계수, 핵연료온도계수, 출력계수 

등의 반응도 계수의 공칭 값

     나. 공칭값에 대한 불확실도 분석, 불확실도의 크기, 계산시 이용된 방법의 정확

성을 통한 공칭값의 타당성 입증 및 원자로 실험과의 비교

     다. 원자로 정상상태 분석과 안정성(stability) 분석 및 사고해석에 사용된 값들의 

보수성 확보에 필요한 공칭 값과 불확실도 적용의 적절성

  4. 반응도 제어요구량 및 제어요건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핵연료 및 독물질의 연소, 핵분열생성물이나 초우라늄원소의 축적에 기인한 노

심의 장기적인 반응도 변화를 보상하기 위한 반응도 제어요구량 및 제어요건

     나. 고온 영출력(Hot Zero Power)에서 상온정지(Cold Shutdown)까지의 온도변화에 

따른 반응도 변화를 보상하기 위한 반응도 제어요구량 및 제어요건

     다. 전출력에서 영출력으로의 출력변화에 따른 반응도 제어요구사항 및 제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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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기 초, 주기 말 그리고 주기 중에서의 반응도 제어요구량 및 제어요건

     마. Xe-135가 출력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보상하기 위한 반응도 제어요구량 및 

제어요건

     바. 운전 중 언제라도 원자로를 상온정지(Cold Shutdown)시키고 상온정지를 유지

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제어계통의 적절성 

     사. 최대 반응도가를 가지는 고착제어봉의 반응도 값 결정을 위한 분석 및 실험적 

근거

     아. 2개의 독립된 제어계통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5. 제어봉 배치 및 반응도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단일 제어봉 및 제어군 구동방법, 인출순서, 그리고 출력과 노심수명에 따른 

삽입제한치 등 노심주기 동안 사용되는 제어봉 배치를 나타내는 그림 및 기

술내용

     나. 오정렬 제어봉(misaligned rods), 고착제어봉, 출력분포 형성을 위한 제어봉 위

치 등에 대한 허용편차의 기술내용

     다. 제어봉 낙하, 인출, 이탈사고 시 적용되는 출력 및 노심 주기수명에 따른 각 

제어봉 또는 제어군의 위치에 따른 최대 반응도 값에 관한 다음을 포함하는 

설명, 표 및 그림

         - 제어봉 인출 시 최대반응도 증가율에 대한 그림 및 기술내용

         - 제어봉 반응도 값의 실험적 입증 또는 제어봉 사고분석에 사용된 반응도 

증가율을 정당화하는 기타 자료

         - 잠재적으로 가용한 제어봉 반응도 값을 제한하는 설비, 절차, 경보장치 등

     라. 비상정지 후 시간에 따른 정지반응도의 변화 및 비상정지시 반응도 계산방법

을 포함한 다른 관련 인자에 대한 그림 및 기술내용

  6. 핵연료 재장전동안의 원자로 임계도를 검토한다. 건조상태와 침수상태에서 1개 

핵연료 집합체 및 임계에 필요한 갯수까지의 다수 핵연료 집합체의 유효증배계수

에 대한 기술내용이 검토한다. 유효증배계수 최대값이 허용치를 넘지 않는다는 

가정의 근거를 확인한다.

  7. 안정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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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자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및 지표

     나. 제논에 의한 출력분포 진동의 계산 및 고려

     다. 기타 현상 및 조건에 의한 잠재적 안정성 현안

     라. 측정자료와 비교를 통한 해석방법론의 검증

  8. 해석방법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임계도, 반응도계수, 연소도, 안정성 등을 포함하는 핵설계에 이용된 분석방

법에 대한 기술내용

     나. 중성자 단면적 및 기타 핵설계 변수 생산을 위해 사용된 기본자료

     다. 측정치와의 비교 등을 통한 분석방법의 검증 

  9. 압력용기의 중성자 조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노심, 노심 가장자리(core boundaries), 압력용기 내면에서의 1 Mev 이상의 속

중성자 스펙트럼

     나. 출력, 이용율, 핵연료 주기 형태, 용기의 설계수명 등 계산 시 사용된 가정

     다. 해석에 사용된 전산코드

     라. 속중성자 단면적 자료

     마. 원자로, Support Barrel, Water Annulus, 압력용기의 기하학적 모델링 

     바. 계산 불확실도

검토연계분야

   본 절과 연계되어 있는 타 안전심사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심사지침 4.2절 검토책임의 일환으로, 핵설계 검토주관부서는 핵연료계통에 

대한 열, 기계 및 재료설계를 검토한다.

  2. 안전심사지침 4.4절 검토책임의 일환으로, 핵설계 검토주관부서는 열적여유도, 출

력분포 제한의 적절성, 부식생성물(crud)의 영향 및 수력학적 부하 등을 검토를 

검토한다.

  3. 안전심사지침 15장 검토책임의 일환으로, 핵설계 검토주관부서는 피복재 및 핵연



제4.3절                                                        개정 4 - 2014. 12- 4 -

료 펠렛의 과열, 핵연료 엔탈피, 펠렛/피복재 반응, 파열 등에 의한 가상 핵연료 

손상을 검토를 검토한다.

  4. 안전심사지침 15.4.8절 및 15.4.9절 검토책임의 일환으로, 핵설계 검토주관부서는 

반응도사고 요구조건(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준수를 확

인한다.

   핵설계 검토주관부서는 다음 계통의 전반적인 검토를 위해 담당 부서와 협조한다. 

  1. 안전심사지침 5.3.1 및 5.3.2절의 검토주관부서인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중성자

조사에 의한 압력용기 취화를 검토한다.

  2. 안전심사지침 7.1에서 7.6절까지의 검토주관부서인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원자

로를 규정된 제한치 이내로 운전하기 위해 제시된 계측설비의 적절성을 검토한

다.

  3. 안전심사지침 9.1.1절 및 9.1.2절의 검토주관부서는 신연료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

설비가 가능한 모든 저장조건에서 핵연료의 미임계 배열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

인하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해당 절의 안전심사지침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

    예상운전과도 및 정상운전 중에서도 필요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유지하기 위하

여 초과해서는 안되는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원자로의 고유보호)“ :

    출력운전 영역에서의 즉각적인 핵궤환(nuclear feedback) 특성에 의해 급격한 반응

도 증가에 대한 상쇄작용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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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원자로출력 및 출력분포 진동 

제어)” :

    규정된 핵연료 설계제한치를 초과하게 하는 출력진동은 일어날 수 없거나 쉽게 

탐지되어 억제될 수 있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상태에서 핵분열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나 계

통을 감시하고 이들을 규정된 운전 영역에 유지할 수 있도록 계측제어장치가 구

비되어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

    예상운전과도시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반응도 제어계통이 자동적

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사고시 안전계통이 자동 작동하여야 한다. 반응도 제어계

통의 단일고장에 의해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

     서로 다른 개념으로 설계된 두 개의 독립적인 반응도 제어계통이 구비되어야 하

며 각 계통은 정상출력 변동에 따른 반응도 변화율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중 어느 한 개의 계통만으로 예상운전과도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저

온 상태시 원자로를 미임계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요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핵설계 

검토시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

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

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

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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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평가해야 한다. 

  1. 정상상태나 부하추종등 정상운전시의 출력밀도와 출력분포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

치는 없지만 이 제한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4.2절의 핵연료 제한치, 4.4절의 열적

제한치, 7장의 원자로 불시정지 제한치 및 15장의 사고해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정상운전중 출력밀도(첨두계수)의 설계제한치와 연관된 것으

로는 예상운전과도시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설계기준 사고

시에는 기타 제한치, 예를 들면, LOCA시 허용되는 피복관 온도 1204℃(2200℉) 

등이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출력분포의 제한은 출력밀도나 첨두계수가 운전중 

제한치 이내로 유지되도록 결정된다. 계측설비에 의해 운전원에게 충분한 정보나 

경보가 제공된다면 이러한 허용 출력분포는 자동정지가 아닌 적절한 운전관리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  

     출력분포에 대한 허용기준은 제시된 자료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

이다.

     가. 제시된 설계제한치가 원자로 운전범위 내에서 적절한 확률로 준수될 수 있어

야 한다. 이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서는 설계 계산에 사용된 해석적 방법

과 자료; 설계계산에 대한 불확실도 분석 및 실험치와의 비교; 주기중의 시

점, 제어봉 위치, 부하추종 과도상태 등 설계시 충분히 많은 경우를 계산하였

는지 여부; 고밀화에 의한 출력첨두현상, 비대칭성 및 제어봉 오정렬과 같은 

특수문제 등이 있다.

     나. 정상운전중 확률적으로 설계제한치가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이때 고려되는 

사항들은 출력분포 감시 계기로 부터의 정보, 그 정보의 처리 및 계산, 주기

적 점검 측정, 주요변수(primary variable)를 직접 측정할 수 없을 때 상관식

과 관련된 설계계산의 정확도, 정보처리시스템의 불확실도 분석, 정상 및 비

정상 운전상태시 제한치에 대한 계기경보(예를 들면 상하부출력편차, 제어봉

삽입한계, 출력편차 등) 등이 있다.

     운전중 불확실도의 사용 및 허용치에 대한 기준, 계기의 수치적 요건, 경보 혹은 

정지에 대한 제한치 설정, 출력분포 측정주기와 측정범위, 노내외 계측기 사용과 

이와 관련된 상관식 및 편차와 출력경사도에 대한 제한 등은 노형에 따라 다르

다. 이러한 기준은 발전소별 안전심사보고서나 운영기술지침서 및 유사발전소 기

술지침서의 근거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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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inghouse형 원전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정 상하부출력편차 제어(CAOC : 

Constant Axial Offset Control) 방법론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따른다(부록 

4.3-1 참조).

     출력첨두현상 모델에 관한 허용기준은 고밀화 현상에 대한 기술보고서를 참조한

다(참고문헌 8). 

     일반적으로 노심출력분포에 관한 새로운 문제점은 정규 검토의 일부로서가 아니

라 특별한 종합적 검토로 취급된다. 고밀화 현상 및 이와 관련된 출력첨두 현상

과 설계제한치에 대한 불확실도 적용 등이 이러한 예에 해당된다.

  2. 반응도 계수에 직접 적용되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고유한 전체적인 즉발 반응도 궤환특성이 급격한 반응도 증가를 상쇄하는 경향

이 있다”는 것을 요구한다. 경수로에서는 도플러계수 및 음의 출력계수로 이를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허용되는 반응도계수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

적인 기준이 없으며, 가압경수로의 주기초에 나타날 수 있는 양의 감속재온도 계

수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반응도 제어요건 분석, 안정성분석, 과도 및 사고해석 등의 검토에 의해 반응도

계수의 범위가 각각 정해진다. 각 과도상태에 적합한 가중근사법 등의 공간적 효

과도 검토에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의 본 절에 의해 내려질 판단은 반응

도 계수가 충분히 보수적으로 결정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 판단의 근거로서 반

응도 계수의 용도 즉 그 반응도 계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석 대상, 반응도 

계수 계산방법, 그에 따른 불확실도, 운전중인 원자로에서의 실험을 통한 확인 및 

해당 원자로의 기동시험중 요구되는 반응도 계수 점검사항 등이 포함된다.

  3. 제어봉 배치 및 반응도가와 관련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예측 제어봉가와 반응도 삽입율은 원자로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값들을 적절히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값들은 과도 및 사고해석에서 사용되며 이 값의 

불확실도 허용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과도 및 사고해석 내용을 통해 검토

된다.

     나. 제어봉 제어능과 반응도 삽입율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기기, 운전제한치 

그리고 절차서는 적절한 기능을 발휘할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하며, 가능하다

면 각종 제한치가 초과되지 않도록 경보기능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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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석방법이나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당시의 대표적인 

기술수준인 것이어야 하며  분석방법을 확인하는 실증실험은 적절하고 여러 상황

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본 검토절차는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검토단계에 적용된다.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일부 설계내용 및 변수값들은 예비적이며 변경될 수 있다.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최종 

변수값들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분석에 사용되어야 한다. 핵설계 검토는 안전

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내용과 회의, 토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자료에 기초하여 수

행되며 필요시 독자적인 검증계산으로 보완된다. 검증계산 결과들은 검토자의 참고자

료로서 검토주관부서에서 관리 유지하며 검토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검토자는 핵설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설계기준, 설계형태, 설계제한치 등이 Ⅱ절

에서 기술한 핵설계에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는

지 확인한다.

  2.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부하추종운전을 포함한 정상운전중 노 

의 출력분포가 설계제한치 이내에 들어오는지, 사용되는 계기, 정보처리계통 및 

경보 등은 정상운전중 출력분포를 제한치 이내로 유지시킬 수 있는지 검토한다.

     유효 지발 중성자분율(βeff)과 즉발 중성자 수명(ℓ*)의 계산내용을 검토하고 안전

심사지침 15.4.8 및 15.4.9절의 반응도 사고에 사용된 값들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유효 지발 중성자 분율과 즉발 중성자 수명의 계산에 대해서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77을 참조한다. 

     정상적으로 출력분포와 관련되는 부분의 검토는 일반적인 검토로 수행되거나 노

심의 특성 및 계기가 유사한 원자로에 대해 기 수행되었던 검토자료를 통해 수

행되며 상당부분이 과거의 자료들과 비교 검토되게 된다. 비교·검토는 원자로 

운전범위에서의 정상/한계 출력분포에 대한 출력첨두인자, 고밀화에 따른 출력첨

두영향, 불확실도 및 그 처리방법, 계산방법 및 사용된 자료, 제어계통에 사용된 

상관식, 계기 요건,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처리 방법, 운전 및 경보설정치, 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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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비대칭 등의 비정상 경보 제한치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운영허가단계에서 중요한 검토사항으로서는 운영기술지침서상의 출력분포, 제어

봉 삽입한계 등의 제어요건을 검토하는 것이며, 운영기술지침서에서는 계기요건, 

설정치, 측정주기 및 그 요건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운영기술지침서의 비

교 검토를 통해 노심 특성이 같은 원자로간의 어떠한 차이점도 밝혀져야 하며 

노심 특성이 다른 원자로간의 차이점의 결여도 밝혀져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 나

타날 경우 그 중요도와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3. 검토자는 제어요건, 안전성, 과도상태 및 사고 등의 원자로해석에 적절한 보수적

인 반응도계수가 적용되었는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유념하여 판단한다.

     가. 계산방법의 적합성과 정확성

     나. 도플러계수 분석시의 유효연료온도 계산에 이용된 모델 등의 계산모델

     다. 반응도계수 계산시의 원자로 상태의 가정

        예를 들면 증기관 파단 사고해석에 사용되는 감속재온도계수는 주기말, 고온

대기상태의 냉각수 온도조건에서 최고 제어능의 고착제어봉을 제외한 모든 

제어봉이 삽입된 상태에서의 값을 적용한다.

     라. 허용 불확실도를 결정하거나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임계실험시설이나 운전

중인 원자로에서의 실험자료에 대한 적합성과 정확성

        가압경수로의 경우 기동시 및 출력운전중의 감속재온도계수와 전출력 도플러

계수의 측정치는 검증되어야 한다. 심사의 일환으로 당해 원자로의 반응도계

수값과 허용 불확실도를 이미 검토되고 승인된 유사 원자로의 값과 비교한다. 

일반적으로 주요사항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유사 원자로 심사시 검토된 경우

가 많다.  검토자는 이 값들이 유사 원자로에 대하여 차이가 있거나 노심특성

이 다른 원자로에 대하여 차이점이 없다면 이를 검토하고 타당성 및 중요성

을 판정한다. 

     마. 감속재온도계수의 범위. 감속재온도계수는 유효한 출력을 내는 전체 노심주

기 동안 양이 아닌 값을 가져야 한다. 

     바. 안전심사지침 15.4.8 및 15.4.9절의 반응도 사고해석시 사용된 반응도 계수값

들의 적절성 

  4. 반응도 제어요건과 반응도 제어설비에 대한 검토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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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설계가 서로 다른 두개의 독립적인 반응도 제어계통이 있는가 확인한다.

     나. 제어요건, 관련 불확실도, 제어계통의 능력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검사

및 실험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이들이 현실적이고 보수적인지 확인한다.

     다. 한개의 제어계통으로 주기중 언제라도 원자로를 상온정지상태로 전환, 유지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상온정지에서 고온 전출력으로 전환할 때 반응도의 

변화를 유발하는 모든 구조에 대하여 적절한 여유도가 있어야 한다. 원자로

가 전출력에서 상온정지 상태로 변화할 때 핵연료와 감속재의 온도 감소에 

적절한 여유도가 있는지 검토한다.

     라. 검토자는 한 개의 반응도 제어계통으로 주기중 임의 시점 및 임의 출력준위

에서 원자로를 고온대기상태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현재 모

든 경수로에서 제어봉의 급속한 삽입으로써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최대 제어능을 가진 제어봉이 완전인출상태에서 고착된 경우에 대하여 적절

한 여유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압경수로에서의 운전중 반응도제어는 제어

봉의 움직임이나 냉각재의 붕산수 농도조절로 수행된다. 원자로 출력을 급격

히 감발시키고 고온대기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출력운전

영역에서 제어봉 삽입한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으로서 제어봉이 과도하게 삽입된 상태에서 출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용성 독물질 농도를 감소시키는 경우 비상정지시 제어봉의 완전삽입에 의

한 가용 반응도값이 원자로를 고온대기 상태로 정지시키는데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 각 반응도 제어계통이 계획된 정상출력운전으로 인한 반응도 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지 판정한다. 이는 계획 및 정상운전시의 반응도 변화율과 각 반응도 

제어계통의 제어능력을 비교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판정하며, 반응도 변화율

의 불확실도를 수용하기 위해 충분한 여유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5. 제어봉 배치와 반응도값에 대한 검토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본 안전심사지침 I.5항에 의거한 검토를 통하여 제어봉과 제어뱅크의 제어능

이 적절한 가를 판정한다. 여기에는 해석모델이 적절한지, 모델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실험자료가 적절한지, 그리고 유사 원자로에 대한 이전의 평가자

료나 일반적인 입장이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나. 제어봉의 제어봉값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기기, 운전제한요건, 행정적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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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가하고 본 안전심사지침 II.3.나항에서 기술된 경보기준이 만족되는지 판

정한다. 만일 기기의 고장이 빈번하면 다른 대안이 마련되었는지 혹은 제시

된 보수기간이 적절한 수준인지를 판정한다.

     다. 본 안전심사지침 I.5항의 내용에 근거하여 정지반응도 자료를 평가할 때 위 

5.가항의 절차에 따른다. 정지반응도는 원자로 설계특성으로서 쉽게 변경되지 

않으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위 5.나항의 절차에 따른다.

     라.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15.4.8 및 15.4.9절의 반응도 사고해석시 사용된 제어

봉가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RG 1.77은 가압경수로의 제어봉 이탈사고 해석시 

사용되는 최대 제어봉가의 계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6. 핵연료집합체의 임계도에 관한 내용은 노물리 계산내용 및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임계도 계산능력 관점에서 검토한다. 이 내용은 안전성분석보고서 9.1절의 핵연료

저장과 관련있으며 안전심사지침 9.1.1 및 9.1.2절에 따라 검토된다. 임계도 계산

은 원자로심분야 담당부서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7. 해석방법에 대해 다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토자의 전문적인 판단과 경험

을 필요로 한다.

     가. 전산코드는 그 이론적인 기초, 가정, 수치근사법 등에 현행 최고 수준의 기술

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나. 스펙트럼 계산에 사용되는 중성자 핵자료단면적 자료의 출처가 충분하게 자

세히 기술되어야 하고, 해당 자료는 최신 ENDF/B 자료 또는 JENDL과 JEFF3 

등과 같은 다른 핵자료에 준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핵단면적 

자료가 수정 혹은 정규화되었으면 그 근거가 타당한지 확인한다.

     다. 문제 의존형 핵단면적 생산절차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고 최신의 방법을 반영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다음 사항을 계산하는 방법은 적절한 정확도를 

가지는지 확인한다. 

         열중성자 및 속중성자 스펙트럼 계산; Pu-240 및 U-238 등의 공명적분과 실

험자료와의 상관식; 주어진 핵연료 격자에 대한 Dancoff 보정인자 계산; 핵

연료봉, 제어봉 및 가연성독물봉과 각 집합체 및 집합체군의 격자 세포계산; 

핵연료와 가연성독물질의 연소 계산, 핵분열 생성물 및 초우라늄핵종의 축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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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핵설계에 사용된 전체적인 공간적 중성자속 분포계산이 상세히 기술되고 정

확도가 적절한지 확인하되 다음 사항에 유념한다.

         계산방법(확산이론, Sn 수송이론, Monte Carlo, 합성법), 에너지군 수, 공간적 

차원(1, 2, 3), 공간 격자의 수, 경계조건의 형태

     마. Xe에 의한 축 및 반경방향 등의 출력진동과 다른 반응도 과도상태에 의한 

출력진동 및 안정도지표 계산이 세밀히 검토되어 이 계산방법(노달 해석, 확

산이론, 수송이론, 합성법) 및 계산의 공간적 차원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바. 임계실험 및 가동중인 원자로로부터의 실험치와 계산치를 비교하여 data 

base, 컴퓨터 코드 및 분석절차 등을 검증한다. 이 비교를 검토항목의 충분한 

범위까지 수행하고 신청자의 결론이 타당한지 확인한다.

  8. 원자로 용기의 중성자 조사에 대한 분석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된다.  첫째, 원

자로 용기의 중성자 조사량의 함수로서 취성천이온도에 관한 설계기준을 제공하

며, 둘째 원자로 용기와 노심 사이의 여러 위치에서의 상대적 중성자 스펙트럼을  

제공하여 여러 조사시편에서의 중성자 스펙트럼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이 정보

는 원자로 용기재질의 주기점검 계획과 안전심사지침 5.3.2 및 5.3.3절에 따른 운

전중 압력-온도 제한치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원자로심분야 담당부서는 본 지

침에 따라 중성자 조사량 계산방법, 기하학적 모델, 계산 불확실도를 검토한다.  

원자로 압력용기 중성자 조사에 대한 검토절차는 다음 각 사항의 판정이 포함된

다.

     가. 중성자 확산이론보다 고차원의 이론을 사용한다.

     나. 노심경계와 원자로 압력용기 사이의 여러 위치에서 상대적인 스펙트럼 변화

가 적절히 계산되도록 기하학적 모델이 상세하게 설정된다.

     다. 발전소 설계수명기간 동안 1 MeV 이상의 중성자에 의한 원자로 용기 벽에서

의 시적분 중성자속 최대값이 1020n/㎠ 보다 작다. 시적분 중성자속 최대값이 

이를 초과하면 안전심사지침 5.3.2와 5.3.3절의 검토주관부서에 이 내용을 알

린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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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

서를 작성한다.

   신청자는 원자로설계의 핵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사용된 전산코드와 계산방법을 설

명하였고, 이 방법이 실험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이는 예를 제시하였다. 검토

자는 제공된 자료가 당해 발전소의 반응도 및 물리적 특성을 예측하는 분석 능력을 

적절히 입증하였다고 판단한다.

   원자로 가열, 운전조건의 변화, 핵연료 연소, 핵분열 생성물 축적 등에 의한 반응도 

변화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잉여반응도가 설계되어 있다. 신청자는 제 1주기에 요구되

는 반응도량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어느 경우에나 잉여반응도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설계상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였다. 신청자는 주기중 어느 때에도 최대 

반응도 값을 갖는 제어봉이 완전인출 고착된 상태에서, 기술지침서에서 요구하는 미임

계 여유도를 가지고, 원자로를 고온상태로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어봉가가 확보

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제 1주기의 반응도 요구량에 대한 신청자

의 평가가 적절히 보수적이며, 제어계통이 원자로 정지에 필요한 충분한 음의 반응도

값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후속주기에 대한 반응도 제어요구량은 자료가 

가용한 때에 검토하도록 한다.

   검토자는 핵설계가 적절히 수행되었으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6조, 제28조의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평가한

다. 이러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요건을 만족한 사실로부터 결론 지워진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원자로 고유 보호” : 출력운

전 범위에서의 고유한 즉발 핵궤환 특성

       가. 음의 Doppler 반응도계수

       나. 계산방법의 타당성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원자로출력 및 출력분포 진

동 제어” : 핵연료 설계제한치를 초과하는 출력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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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출력진동이 없으며, 있다면 이를 감지, 제어할 수 있음

       나. 계산방법의 타당성, 출력진동 평가의 보수성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 핵분열

과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감시를 위한 계기 및 제어

       가. 노심출력분포, 제어봉 위치와 배치, 온도 및 압력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계

기 및 계통의 구비

       나. 이러한 감시변수에 대한 적절한 경보계통과 주제어실의 지시장치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 설계가 

다른 두 개의 독립적인 반응도 제어계통의 구비

       가. 예상운전과도상태를 신뢰성있게 제어할 수 있는 계통의 구비

       나. 저온상태에서 노심을 미임계로 유지할 수 있는 계통의 구비

       다. 계획적이거나, 정상적인 출력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 계통의 구비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 비상노

심냉각계통의 독물주입과 합동으로 가상사고시의 반응도 제어

       가. 이동식 제어봉과 액체독물질계통의 구비

       나. 최고 제어능을 가진 제어봉을 제외하고서도 정지여유도가 충분함을 입증하

는 계산 수행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 가상 반

응도사고

       가. 가압경수로의 경우 RG 1.77의 요건 만족

       나. 안전심사지침 4.2절에 기술된 핵연료 엔탈피 제한치 만족

       다. 노심 냉각능력 기준 만족

       라. 반응도 주입사고에 대한 계산방법의 타당성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및 제26조 , 

“원자로보호계통” : 해석 결과로부터 제공되는 연료허용손상한계

       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핵연료 설계기준 만족



제4.3절                                                        개정 4 - 2014. 12- 15 -

       나. 예상운전과도시 핵연료 설계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반응도 제어계통이 자

동으로 작동되고, 사고시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들이 자동으로 운전됨

       다. 반응도 제어계통의 단일 고장으로 핵연료 설계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원자로의 고유보호”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원자로출력 및 출력분포 진동 제

어”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7. Regulatory Guide 1.77, "Assumptions Used for Evaluating a Control Rod Ejection 

Accident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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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4.4절 열수력설계

 검토주관 : 원자로심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의 검토목적은 노심 및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열수력 설계가 타당한 해석적 방

법을 사용하며, 기입증된 설계와 동등하거나 그로부터 정당하게 확장되고,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연료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조건으로부터 허용가능한 안전 여유

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열수력적 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

다. 세부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본 절은 열수력 설계에 대한 통상적인 검토, 즉 노심 및 원자로냉각재계통 설계가 

이전에 검토된 발전소와 유사한 발전소에 대한 검토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새로운 

원형 발전소(prototype plants), 새로운 임계열속(CHF: Critical Heat Flux) 상관식 및 

새로운 해석방법에 대한 검토시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독립적인 검증해석이 추가

로 요구된다.

  가. 원자로 공급자 해석 결과를 입증하기 위한 독립적인 컴퓨터 계산

  나. 원자로 설계에 적용된 절차 및 현상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자료의 처리(reduction) 

및 상관 관계 분석

  다. 실험 자료에 대한 독립적인 비교 및 상관관계 분석. 이러한 검토에는 실험 기법, 

시험 반복성, 자료 처리방법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2. 열수력 설계 검토에는 안전제한치 및 안전계통제한설정치가 온도-출력 운전도

(operating map)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안된 운영기술지침서 사항들

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3.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원자로 정지 및 저출력 운전 조건에서의 열수력 조건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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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해석 및 절차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4. 정상운전 및 설계기준사고 조건시 노심 및 원자로냉각재계통 부품에 가해지는 최

대 수력학적 부하를 결정하며 여기서 얻어진 정보는 핵연료지지(Holddown) 요건 

검토시 사용된다.

 5. 불확실도 분석방법 및 변수와 임계열속(CHF)과 같은 상관식들의 불확실도를 평가

한다. 또한 변수들의 조합과 관련된 불확실도도 평가한다. 

 6.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심 및 원자로냉각재계통 구성품의 특성, 원자로냉각

재계통의 주요 공정 변수, 열적 성능을 특징짓는 계산된 매개변수, 새로운 상관식

이나 기승인된 상관식의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지원하는 자료, 해석에 사용된 

방정식 및 해법에 포함된 가정 등을 조사한다. 신청자가 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 기

술되고 안전성평가보고서에 적용된 기승인된 해석방법을 사용하였는지 결정한다. 

제시되어야 할 해석방법에는 국부 냉각재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노심 열수력계산, 

핵비등이탈 또는 비등천이 계산, 열수력적 안정성 평가 등에 대한 해석 방법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신청자가 승인된 바 없는 상관식이나 해석 방법을 사용하

였다면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든 특정 발전소에만 해당되는 것이든 상관없이 평가

를 수행한다.  승인된 전산 코드, 상관식이나 해석 절차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내용

이 있다면 이들을 검토하여 그것이 이론적 또는 실험적 근거하에 정당화될 수 있

는 지를 결정한다.

 7. 부적절한 노심냉각(ICC) 감시계통 하드웨어에 대한 성능 및 요건들에 대해 평가한다. 

검토연계분야

   본 절과 연계된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노심 열수력 해석에 사용되는 출력분포의 가정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4.3

절의 노물리 계산에 대한 검토와 협조하여 수행한다. 검토자는 노내외 중성자 감

지기 입력에 의존하는 노심감시기법이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사고 부하에서의 부품 및 구조물의 적합성과 가동전 진동시험계획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3절 및 3.9.6절에 따라 수행된다. 

  3. 노심 보호 및 원자로 보호 하드웨어가 원자로정지계통에 적용되는 요건에 적합한

지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2절에 따라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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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적절한 노심냉각감시계통 (ICC Monitoring System) 하드웨어가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에 적용되는 요건에 적합한 지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5절에 따

라 수행된다. 

  5. 신청자의 훈련계획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3.2.1절 및 13.2.2절에 따라 수행

된다.

  6. 비상운전지침 (EPG: Emergency Procedure Guidelines) 및 발전소 고유의 비상운전

절차서 (EOP: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의 개발 계획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

사지침 13.3절에 따라 수행된다. 부적절한 노심냉각 (ICC) 상태의 인지 및 대응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검토도 포함된다.

  7. 정보 표시의 인간공학적 측면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8장에 따라 수행된다.

  8.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정지 위험도평가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9장에 따라 

수행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정상운전 또는 예상운전과

도(AOO)시 연료허용손상한계(SAFDL)가 초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

록 충분한 여유를 갖고 원자로심이 설계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

할 수 있는 출력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신뢰성있고 용이하게 감지되어 중

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자로심 및 원자로냉각재계통, 제어계

통 및 보호계통이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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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의 본 절에서 상기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은 다

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안전심사지침 4.2절은 연료허용손상한계 평가에 대한 허용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한 허용기준들 중의 하나는 정상운전 또는 예상운전과도시 노심내 최고온 연

료봉이 최소 95% 신뢰도와 95%의 확률로 핵비등이탈을 겪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이다.

     열여유도 평가시 사용되는 공정변수 (예; 원자로 출력, 냉각재 유량, 노심 우회유

량, 입구온도 및 압력, 핵적/공학적 고온수로 인자) 및 노심설계 변수 값과 계산 

방법의 불확실도는 최소 95% 신뢰도와 95% 확률로 처리되어야 한다. 열여유도 

평가는 또한 계측 불확실도도 고려해야 한다. 제작 공차 및 계산 불확실도 또는 

원자로 출력, 냉각재 온도, 유량 등에 대한 측정 불확실도와 같은 각 불확실도 

변수의 출처가 확인되어야 한다. 각 불확실도 변수는 통계적 변수인지 결정론적 

변수인지가 확인되어야 하며, 불확실도의 조합에 사용된 방법론이 분명하게 기술

되어야 한다.   

     출력증강에 따른 노심 설계 및 운전 변경은 적절한 안전여유도를 확보하는 방식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정상운전 또는 예상운전과도시 원자로 노심 내 최고온 연

료봉이 핵비등이탈 또는 천이상태를 겪지 않을 확률이 최소한 95% 신뢰도에서 

95%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전기준은 임계열속비(CHFR)의 변경을 포함하여, 

반경 및 봉다발 출력분포의 변경을 반영하는 가운데 충족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또한 출력증강 분석에서 사용된 상관식들이 출력이 증가된 정상운전 및 예상운

전과도 상태에서 유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킴에 있어 허용가능한 접근책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 핵비등이탈률(DNBR) 또는 임계열속비(CHFR) 상관식들에 대해서는 정상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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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예상운전과도시 노심내 최고온 연료봉이 핵비등이탈 또는 비등천이 상

태를 겪지 않을 확률이 최소한 95% 신뢰도에서 95%가 되어야 한다.

나. 핵비등이탈률(DNBR) 또는 임계열속비(CHFR) 상관식의 제한치(최소값)은 노

심 내 핵연료봉의 최소 99.9%가 정상운전 또는 예상운전과도시 핵비등이탈 

또는 비등천이 상태를 겪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임계열속 상관식들은 추가적으로 실험자료가 확보되거나, 또는 핵연료집합체의 

설계가 변경되거나, 또는 냉각재 혼합 및 축방향 출력분포 등에 대한 계산기법이 

개선됨에 따라 계속 수정되고 있다.   

  2. 연료 고밀화 또는 연료봉 휨과 같이 DNBR 제한치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실험적 

또는 해석적으로 결정된 적절한 설계 페널티에 의해 고려될 수 있다. DNB 상관

식에 사용되는 핵연료집합체 내의 국부 유동조건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수로

(subchannel) 해석 전산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한 코드들은 대형격자(large 

lattice) 실험이나 동력로 노심에서의 측정치 등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노심 유

량분포에 있어 반경방향 압력구배의 영향이 평가되어야 한다.  

  3. 원자로 용기 및 다른 구성품에서의 단상 및 이상 유체 유동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고전유체역학 관계식 및 적절한 실험 상관식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운영기술지침서는 계통변수들의 예상되는 모든 조합을 고려한 정상상태 조건시 

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안전제한치 및 안전계통

제한설정치는 변수 각각에 대해 또는 몇몇 변수의 조합에 대해 상기 세부허용기

준 1이 충족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5. 가동전 및 초기 시운전 시험계획은 열수력 설계 사항의 측정 및 확인과 관련된 

Regulatory Guide(이하 “RG") 1.68의 권고사항들을 따라야 한다.

  6. 금속파편감시계통에 사용할 설계 사양 및 절차서는 RG 1.133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7. 부식생성물(crud)의 영향은 노심내 임계열속 계산이나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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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 계산에 포함시킴으로써 열수력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공정감시설비는 3%

의 원자로냉각재유량 감소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해야 하며 유량은 적어

도 12 시간마다 감시되어야 한다.

  8. 부적절한 노심냉각(ICC) 조건을 명확히 지시하기 위해 설치되는 일차냉각재계통의 

포화온도계, 원자로 용기 수위 측정계통 및 노심 출구 열전대 등은 NUREG- 

0737의 II.F.2 항목에 기술된 설계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부적절한 노심냉각 조

건의 탐지 및 복구 절차서는 TMI 후속조치로 개발된 해당 비상운전지침을 포함

하여 적절한 해석에 근거하여 예측되는 발전소 응답을 반영한 기술적 지침을 따

라야 한다.

 9. ATWS 사건동안 노심의 열수력적 안정성에 대한 성능은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15.8절에는 그러한 해석에 대한 허용가능한 

수행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III. 검토절차

   건설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시에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 설계

근거 및 예비설계가 II절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운영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시에는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종설계에 

타당하게 적용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운영허가 검토시에는 제안된 운영기술지침서

가 안전제한치, 안전계통제한설정치 및 운전제한조건에 대하여 타당한지 확인한다.

 1. 검토할 원자로 유형에 대해 현재 허용가능한 열수력설계 기술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설계 기술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다.

    가. 임계열속 상관식, 계통의 수력학적 모델 및 시험, 노심 부수로 해석방법 등을 

기술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

    나. 방법론 및 기술 전문용어를 정립해 놓은 표준 교재 및 기타 문헌

    다. 허용가능한 설계방법에 대하여 현재의 규제입장을 요약한 문서

 2. 아래에 기술된 검토절차는 대체로 일반적인 것으로서 모든 발전소에 대하여 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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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즉, 노심설계 및 운전변수들을 기 검토된 발전소들과 

비교하여 신청서 내용이 기 검토된 발전소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집

중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3.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정보를 신청자에 의해 또는 안전심사지침 본 

절에서 인용된 문서와 비교하여 그러한 문서에서 설정된 제한범위에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가. 유동조건(유량, 압력, 건도)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기포, 압력 강하 및 열전달 

상관식들이 개발자나 기 검토된 바에 의해 명시된 적용범위 내에 있는가? 

   나. 해석방법들이 개발자나 기 검토된 바에 의해 명시된 방식에 따라 사용되는가?

    다. 원자로 설계가 승인된 해석방법에 대하여 명시된 적용범위 내에 있는가? 

    라. 원자로 설계가 II절에 명시된 허용기준 내에 있으며 다른 열수력 설계로부터 

설명될 수 없거나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았는가? 

 4. 사용된 코드 및 상관식의 적용성과 불확실도 분석 방법론을 포함하여 열수력 해석

에 사용된 해석방법들을 평가한다. 과도해석에 대해서는 과도상태 개시에 앞선 정

상상태 조건을 설정하는 데 사용된 제한 설정치 및 계측 불확실도 값들이 적절한 

보수성을 갖는지 평가해야 한다. 검토에서는 열수력 해석에서 첨두 인자 및 고온

수로 인자들을 고려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한다. 또한 불확실도 평가에 사용된 입

력 변수들의 근거와 원자로 열수력 변수 불확실도 계산결과도 평가해야 한다.  

 5. 검토자는 계산과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통계적 

설계 방법론을 근거로 한 신청서에 대해서는 통계 모델에서 요구되는 계수들을 포

함하고 있고 그러한 계수들을 적용할 수 있는 변수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지 확인

해야 한다. 전산코드, 상관식, 설계방법 및 설정치 방법론에 대한 불확실도가 정량

화되어야 하며 설계절차에서 이러한 불확실도를 고려하는 방법이 논의되어야 한

다. 예를 들면 웨스팅하우스사의 개선열설계절차 (ITDP : Improved Thermal Design 

Procedure)나 개량열설계절차 (RTDP : Revised Thermal Design Procedure)를 사용

하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민감도 인자 및 그 적용범위를 검토해야 한다. 때때로 새

로운 설계나 새로운 설계방법이 제안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해석이 수행될 수 있

다. 이러한 해석에서는 설계 타당성을 확인하거나 새로운 방법의 적용범위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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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도를 결정하게 되며, 검토자는 그것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6. 노내 출력분포나 냉각재 온도 측정치와 같이 안전에 중요한 열수력 변수들을 감시

하는데 사용되는 계측기에 대한 기능요건들을 평가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7장

이나 안전심사지침 7장의 검토요건들은 그러한 계측기의 설계 및 논리에 대한 세

부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7. 노심보호계통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하여 평가하며, 기 승인된 설계와 

비교하여 차이점들이 계통 성능 및 안전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만족

여부를 결정한다. 소프트웨어 실행 프로그램과 함께, 노심보호 알고리즘 및 논리함

수가 열수력 해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프트웨어가 적절하게 실행되는

지는 소프트웨어 계산계통이 타당한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계통이 적절히 통

합되었는지, 그리고 열수력 설계 해석의 예측 결과와 비교하여 통합계통이 정적으

로나 동적으로 타당하게 작동되는지를 입증하는 문서화된 시험결과에 근거하여 확

인해야 한다. 노심보호계통의 하드웨어 부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계측제어분야와 협

의한다. 

 8. 최소임계열속율(MCHFR : Minimum Critical Heat Flux Ratio) 또는 DNBR에 의해 특

징지워지는 열수력 설계에 대해서는 운전도로부터 결정되는 가능한 모든 원자로 

운전상태를 고려하여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 4.4

절의 출력분포에 대한 가정이 안전성분석보고서 4.3절의 노물리 해석에서 유도된 

출력분포 중 보수적인, 즉 최악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포이며, 동 해석시 타당한 국

부 기포율 계산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산에 사용된 질량 

유속에 대해서는 노심 유량분포 (부분 유로운전의 경우를 포함) 및 최악의 경우의 

노심우회유량이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운전도에 주어진 일차냉각재 유량 

범위가 시운전 시험에 의하여 입증될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안전심사지침 15.8절의 요건에 인용된 지침을 사용하여 ATWS  및 열수력적 불안

정성과 관련된 설계검토 적용분야를 고려해야 한다.  

 10. 원자로냉각재펌프 중 1 대가 운전 불능인 (N-1) 유로 운전을 신청자가 제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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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이러한 유형의 운전이 신청자의 안전성분석 및 제안된 운영기술지침서

에 근거하여 타당한지를 평가한다 (Generic Letter(이하 “GL") 82-28). (N-1) 유

로 운전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전성 문제들은 발전소 

고유의 안전성분석 결과를 통하여 도출할 수 있다. 원자로 열수력 설계와 관련해

서는 노심유량 및 온도 분포에 미치는 영향과 계기가 DNBR 또는 MCHFR의 허용

한계와 관련된 노내 변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지를 고려한다.

 11. 노심 내의 CHF, 증기발생기에서의 열전달량, 원자로냉각재에 대한 압력강하 계산 

등에 대해서는 일차냉각재계통에서의 부식생성물의 영향이 적절히 고려되었는지 

확인한다.

 12. 열수력적 부하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에 대해 적절히 예측되었는지 확인하기 위

해 예상운전과도를 포함한 정상운전에 대한 계산결과를 검토한다. 핵연료에 대한 

양력(lifting force)해석(안전심사지침 4.2절)을 위해서는 정상운전동안 가능한 최대 

수력부하를 사용해야 한다. 검토자는 또한 다른 분야 검토자의 요청에 따라 설계

기준사고 조건에 대한 계산결과들을 제공한다. 설계기준사고의 부하 조건하에서 

노심 부품 및 구조물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3절 및 3.9.6절에 

따라 수행된다. 냉각 가능한 노심 기하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4.2절에 따라 수행된다.

 13. 적절한 금속파편감시계통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계

통의 설계기준과 설치하고자 하는 모든 감지기의 형태, 위치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한다. 이 계통의 설계에 대한 검토시에는 RG 1.133 및 비교 가능한 발전소에

서 사용되는 장비 및 활용경험 등을 비교하여야 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민감

도 사양 및 운전절차서를 포함하여 금속파편감시계통의 보다 상세한 기술사양을 

검토한다. 계통의 금속파편 탐지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운전절차서 및 

훈련방안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직원 훈련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는 안전심사지침 13.2절에 따라 수행된다.

 14. 진동감시 장비 및 절차서가 비교 가능한 발전소에서의 경험에 근거하여 적절한지 

확인한다. 중성자 감시 감지기를 노심 진동시험 분석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평



제4.4절                                                     개정 4 - 2014. 12- 10 -

가한다.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9.3절 및 3.9.6절에 기술된 바와 

같은 가동전 진동시험계획에 대해 검토하며, 영구 진동감시 설비의 필요성에 대

해 원자로심분야 담당부서에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15. TMI 후속조치 II.F.2 항목에 따라 부적절한 노심냉각상태(ICC)를 탐지하고 복구하

기 위한 계측설비 및 절차서가 반영된 타당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가. 신청자가 선정된 계측설비 부품에 대한 예비설계 정보를 제시하고 NUREG- 

0718, II.F.2 항목의 지침에 따라 계측설비에 대해 선정된 설계 개념을 명시하였

는지 확인한다.

   나. 신청자가 NUREG-0737, II.F.2 항목에 기술된 문서요건 및 설계요건들을 준수하

고 있는지 확인한다.  GL 82-28에는 허용가능한 ICC 계측설비가 기술되어 있다. 

   다. 검토자는 ICC 계측설비 및 표시계통의 설계 적합성에 대해서는 계측제어 및 인

간공학분야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부적절한 노심 냉각조건의 인지 및 대응을 위

한 지침과 절차서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운전절차서 분야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16. GL 88-17이 적용되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원자로정지 및 저출력 운전 동안의 열

수력 거동에 대한 해석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 상기 해석은 기존의 정보를 보

완하고, 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지 상태에서의 급속한 붕소희석 (NUREG- 

1449)과 같은 열역학적, 물리적 상태를 포함해야 한다. 그 해석은 원자로정지 절

차, 계측설비, 장비의 상호작용, 장비의 반응 및 운전원 대응에 대한 근거를 제공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이있게 수행되어야 한다. 

 17. 신청자가 제안한 가동전 및 초기 시운전 시험계획이 RG 1.68의 취지와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시험목적, 시험방법 및 허용기준을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시험범위에는 열수력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서 기 입증된 바가 없는 안전해

석 코드나 방법에 대한 검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초기 시운전 시험에는 금속

파편감시계통의 경보 설정치를 결정하기 위한 징후 분석(signature  analysis) 계획

과 ICC 계측설비의 평가, 검증 및 교정을 위한 시험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시험을 통해 노심 및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기능 요건이 만족된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제안된 시험계획을 평가한다. 이러한 상세 평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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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서 검토자는 노심 및 원자로냉각재계통 설계를 이전에 검토된 발전소들

과 비교할 수도 있다. 만약 그 설계가 사실상 동일하고 제안된 시험 계획도 다른 

발전소에서 이전에 수행된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면 노심 및 원자로냉각재계통에 

대한 시험 계획이 적절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노심 또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이 이전에 검토된 발전소와 매우 다르다면 건설허가 

단계에서 제안된 설계 변경이 가동전 및 초기 시운전 시험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특히 이러한 검토에서는 시험계획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특별한 설계사항의 필요성을 평가해야 한다. 

   

18. 노심 및 원자로냉각재계통과 관련된 운영기술지침서에 대해서는 노심의 열수력 성

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안전제한치 및 기술적 배경들을 평가하여야 한다. 

안전계통제한설정치(LSSS)에 대하여는 각 변수 또는 변수들의 조합에 대해 원자로

가 자동 정지되는 값과 안전제한치 사이에 충분한 여유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검토를 수행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과 관련된 안전계통제한설정치(LSSS)와 운전

제한조건(LCO)이 발전소가 II절의 세부 허용기준 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되는 변수들의 조합 상태로 운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

면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운전제한조건에서는 예상되는 모든 운전 모드에 있어 

적절한 유효흡입수두(NPSH)가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검토결과 (필요시 

검증계산 포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또한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한 근거를 기술한다.

1. 발전소에 대한 노심 열수력 설계를 검토하였다. 검토범위에는 노심 열수력 성능에 

대한 설계기준, 노심 설계 및 노심 열수력 성능에 대한 정상상태 해석이 포함되었

다. 제안된 노심 설계 및 설계기준과 기 검토되어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존 설계 및 

설계기준과의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모든 차이점에 대해서는 신청자에 

의해 충분히 타당성이 입증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신청자의 열수력 해석은 기 검토

되어 타당성이 확인된 해석방법 및 상관식들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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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심의 열수력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및 제19조의 

요건들을 만족하며 타당하다. 노심과 원자로냉각재계통, 제어 및 보호계통은 정상운

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음을 보증하기 위해 충분한 

여유도를 갖고 설계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에서 원자로가 수

명기간 동안 모든 운전모드에서 안전하게 운전된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검토를 통해 타당성이 확인된 신청자의 노심 열수력 성능해석에 근거한다. 

신청자는 열수력 설계특성을 측정하고 확인하기 위해 RG 1.68에 따라 가동전 시험 

및 초기 시운전 시험계획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가동전 시험 및 초기 시운전 

시험계획은 검토결과 타당하다. 금속파편 감시계획이 RG 1.133의 지침에 따라 수립

되었으므로 타당하다. 부적절한 노심냉각 상태를 탐지하기 위한 계측설비를 검토한 

결과 NUREG-0737, II.F.2 항목의 요건을 따르고 있으므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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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4.5.1절  제어봉구동 구조재료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는 반응도제어

계통의 제어봉을 사용하여 예상운전과도를 포함하는 정상운전조건에서 핵연료설계제

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반응도 변화를 신뢰성있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어재구동장치”는 고체제어

봉을 구동시키는 장치가 원자로의 특성에 적합한 속도로 제어봉을 구동시켜야 하며 

제어봉의 낙하, 기타 충격으로 제어재, 핵연료집합체 및 반사체 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제어봉구동장치설계 시 재료관점에서 아래에 언급하는 분야를 검토한

다. 검토분야는 안전심사지침 5.2.3절의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재료”의 검토분야와 

유사하다. 본 절에서는 제어봉구동장치 및 노심에 삽입되는 반응도제어(독물질)요소의 

접속부분까지만 포함되며 제어봉구동장치 작동에 필요한 전기 및 수력학계통은 포함

하지 않는다.

  1. 재료시방

 제어봉구동계통에 사용된 재료의 성질과 관련하여 발전소(또는 기기)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적절한 성능을 유지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냉간가공 포함), 크롬도금 스테인리스강, 마르텐사이

트계 스테인리스강, 17-4 PH 같은 석출경화 스테인리스강, 기타 코발트기 합금

(Stellites), Inconel-750, Colmonoy-6과 같은 특수목적 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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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의 검토분야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제작 및 처리공정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5.2.3절과 유사하다. 예민화된 오스테나이

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사용은 발전소 운전중 재료의 응력부식균열 방지를 위하여 

제한되어야 하며 예민화 및 미세균열(microfissure)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용접절차를 관리해야 한다. 냉간 가공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발전소운

전 중 응력부식균열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항복강도가 620MPA(90,000psi)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기타 재료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이외의 재료에 대한 특수요건으로서 발전소운전 중 

응력부식에 의한 재료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강 및 

석출경화 스테인리스강의 뜨임 및 시효처리온도를 검토하여야 하며 수명기간동안 

기기 재료의 성능이 만족스럽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 재료의 원

자로냉각재와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제어봉구동계통에 사용된 재료 중 

KEPIC-MNZ에 포함되지 않은 금속 및 비금속재료를 확인한다.

  4. 세정 및 청결관리

    제어봉구동장치 재료와 부품의 제작, 선적(운반), 현장보관시에는 세정용액, 공정화

합물, 그리스 제거제 및 기타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수세후 모든 부품이 건조되고 적절히 보호처리 되어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4.5.1절 제어봉구동 구조재료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압력경계의 일부로서 제어봉구동계통을 평가하고 제어봉구동계통의 건설 

및 제작관리가 안전심사지침 5.2.3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재료”에 적용하는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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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용기의 부속품으로서의 제어봉구동계통을 평가하고 제어봉구동계통의 건설 

및 관련제작이 안전심사지침 5.3.1절 “원자로용기 재료”에 적용하는 기준을 만

족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부식제어 및 제어봉구동구조재료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원자로냉각재의 수화학과 이와 관련된 부식 억제재와 같은 첨가재를 포함하는 수

화학 관리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3. 안전심사지침 3.9.4절 “제어봉 구동계통”에서 반응도제어요소 뿐만 아니라 제어

봉구동계통의 기계적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4. 안전심사지침 4.2절 “핵연료계통 설계”에서 반응도제어요소의 기계적 설계, 열

적 성능, 화학적 적합성을 검토한다.

  5. 안전심사지침 12.1절 “직업상 방사선피폭의 합리적 최소성취(ALARA) 보증” 에 

서 방사화생성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선정을 포함하여 발전소설계가 직업상

방사선피폭이 합리적 최소성취(ALARA)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해야 한다.

  6. 볼트 및 나사 고정구(threaded fastener)는 안전심사지침 3.13절에서 따라 건전성

이 검토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Ⅱ.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관련된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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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그 기기가 수행하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건설 및 시험 되어야 한다.

  2.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는 비정상적 누설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게, 손상이 신속하게 

전파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파단 발생가능성이 가장 낮도록 설계, 제작, 건설 및 

시험되어야 한다.

  3.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제어봉은 허용된 핵연료설계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뢰성있게 반응도변화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4.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어재구동장치”

    제어재를 구동시키는 장치는 원자로의 특성에 적합한 속도로 제어재를 구동할 수 

있어야 하며, 구동 동력원이 상실된 경우에 원자로의 반응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

로 제어재를 구동시키지 않아야 하며, 제어봉구동장치는 제어봉의 낙하, 기타 충

격으로 제어재, 핵연료집합체 및 반사체 등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

용에 관한 지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그 기기가 수행하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품질

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건설, 설치, 시험 및 검사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하야하고, 또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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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료시방

    제어봉구동장치에 사용되는 재료의 성질은 KEPIC-MNZ이나 MDF, MDN, MDW에서 

주어진 것과 동등해야 한다. 냉간 가공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인 경우 응력

부식균열의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항복강도(0.2% offset)가 620 MPa(90,000psi)

이하이어야 한다. Regulatory Guide(이하 “RG") 1.84 “Design, Fabrication, and 

Materials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Section Ⅲ Division 1”은 상기의 ASME 

규격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재료를 제시하고 있다.

  2.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

    허용기준은 안전심사지침 5.2.3절의 II. 4. 마항과 아래에 기술하는 사항과 같다.

    RG 1.44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 사용의 제한”은 스테인리스강 기기의 입계간 

부식 방지에 적용되는 허용기준이다. 열처리로에서 예민화된 재료는 허용되지 않

는다. 또한 RG 1.44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취급, 보관, 시험 및 제작시

의 오염 방지와 기기 및/또는 계통의 세정시 적용되며 용접에 의하여 발생된 예민

화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적용한다. RG 1.31 “스테인리스강 용착금속중의 페라이

트양 조절” 은 제어봉구동계통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강 기기의 용접건전성을 

확인하는데 적용하는 허용기준이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표면의 연마작업은 응력부식균열을 조장하는 오염

을 방지하기 위하여 KEPIC-QAP의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응력부식균열을 야

기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거나 또는 스테인리스강 이외의 사용으로 인하여 응

력부식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오염된 공구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 표면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기타 재료

    제어봉구동계통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EPIC-MNB-2160 및 MNB-3120에 기술하

는 바와 같이 원자로냉각재와 적합하도록 선정해야 한다.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

리스강의 뜨임온도와 석출경화 스테인리스강의 시효처리온도는 사용중 응력부식

균열로 인하여 열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

다. 승인된 열처리온도는 17-4 PH인 경우 565℃～593℃ (1,049℉～1,099℉)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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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처리하고, 410 스테인리스강인 경우 565℃ (1,049℉)에서 뜨임 처리 한다.

  4. 세정 및 청결관리

    현장에서의 세정 및 세정관리는 KEPIC-QAP에 따라야 한다. 배출탱크내의 수중의 

산소함량은 제한하지 않는다. 탈이온수 배출탱크수 또는 탈염수 배출탱크수가 최

종 표면세척이나 최종 세정의 수원(water source)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할로겐화 

탄화수소화합물은 세정제로 사용할 수 없다.

Ⅲ.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검

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재료 시방

    제어봉계통에 사용될 재료의 성질을 KEPIC-MNZ 및 MDF, MDN, MDW 또는 RG 

1.84의 코드 허용 재료에 제시된 재료의 성질과 비교한다. 반응도제어계통의 제작

에 사용된 냉간 가공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본 안전심사지침 II.1절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2.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 5.2.3절의 III.4.마에 포함되어 있다. 검토자는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의 관리방법을 검토하고 RG 1.44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 사용의 

제한”에 기술된 내용과 비교한다. 이 검토에서는 특히 취급, 보관중 오염방지와 

세정, 재료의 비예민화여부 확인, ASTM A-262에 따라 수행되는 용접공정에 대한 

검증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예민화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용접검증 시험에 대

한 대체방법을 신청자가 제시했을 경우, 검토자는 이 대체방법이 기 적용된 기술

적 견해와 일치하느냐 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 대체방법이 만족한가를 결정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방법이 승인된 방법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기술적 

근거를 입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스테인리스강 용착금속의 델타페라이트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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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및 조절방법을 검토하고 이를 RG 1.31 “스테인리스강 용착금속중의 페라이

트양 조절”과 비교한다. 특히 델타페라이트양 결정을 위한 용가재 승인절차를 비

교한다. ASTM A-708-1974와 같은 대체 방안을 신청자가 제시했을 경우 제시한 

대체 방안이 만족스러운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본 안전기술지침서 II.2절에 기술된 허용기준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기

술적 근거를 입증하도록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표면의 연마작업 관리에 대한 기술내용을 검토하고  

응력부식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오염물질에 의한 오염 및 표면의 냉간가공을 최  

소화하기 위한 작업방법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3. 기타 재료

    원자로냉각재와 접하는 재료(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이외의 재료)의 적합성

에 관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내용을 검토한다. 이들 재료가 사용 환경에 적합

하여 기기의 수명기간동안 부식이나 응력부식균열로 인하여 허용할 수 없는 재료

의 열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본 안전심사지침 I.3절에 명시된 금속 및 비금속 

재료가 기기의 수명기간 동안 건전성을 상실하지 않고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한다.

    운전경험에 의하면 어떤 Ni-Cr-Fe 합금(예, Inconel)은 응력에 의하여 균열을 일으

키기 쉽다. Inconel 690은 원자로에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Inconel 600 보다 부식저

항이 개선되었다. Ni-Cr-Fe 합금이 사용되면 기술적인 근거가 입증(만족스러운 유

사 적용 사례)되었는지 또는 제출된 자료가 그 재료의 사용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제시된 Ni-Cr-Fe 합금에 대하여는 부식저항성 및 응력부

식균열 저항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한다.

    모든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뜨임온도와 석출경화 스테인리스강의 시효

처리 온도가 명시되고 또한 이것이 본 안전심사지침 II.3절의 허용기준을 따르는지 

확인한다.

  4. 세정 및 청결관리

    현장에서의 세정 및 세정관리 절차가 만족되며 본 안전심사지침 II.4절에 따르는지 

검토한다.



제4.5.1절                                                      개정 4 - 2014. 12- 8 -

Ⅳ.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1. 제어봉구동장치의 구조재료는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 21, 

28, 36조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

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어 타당하다. 신청자가 

제시한 원자로냉각재에 노출되는 제어봉구동장치 재료의 성질이 KEPIC-MNZ와 

MDF, MDN, MDW를 만족하고 있고 냉간 가공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항복강도가 620 MPa(90,000psi)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본 안전심사지침의 II절을 

따르고 있어 타당하다. KEPIC 코드에 따라 선정되지 않은 재료는 RG 1.84의 

ASME 코드 케이스에 따라 재료를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재료의 사용

이 입증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사용에 대한 제한

조치는 KEPIC-QAP, RG 1.31 “스테인리스강 용착금속중의 페라이트양의 조

절”, RG 1.44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 사용 제한” 및 안전심사지침 5.2.3절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재료” 관련 기준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다.

  2. 여기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에 따라 제작 및 열처리를 수행하므로 기기의 설계수명

기간동안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증할 수 있다. 원자로냉각재에 

노출되는 제어봉 계통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원자로냉각재와의 적합성은 

KEPIC-MNB-2160 및 MNB-3120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

리스강 및 석출경화 스테인리스강은 본 지침의 요건에 따라 뜨임 및 시효 처리하

였다. 세정 및 세정관리는 KEPIC-QAP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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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4.5.2절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노심지지구조물 재료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노심 지지구조물 재료가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를 검토 확인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의 제1항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그 수행하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및 시험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안

전심사지침은 KEPIC-MN MNG-1120에 정의된 것처럼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노심 지지

구조물에 사용되는 재료의 적합성을 검토, 평가하여 구조물 및 기기가 관련 규정을 만

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다. 본 지침서에서는 핵연료와 제어봉집합체, 계측장치

를 제외한 원자로내의 모든 내부구조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을 검토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노심 지지구조물의 재료시방, 기기설계, 제작, 검사에 대하여 

검토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의 제1

항에 따른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안전

성분석보고서의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노심 지지구조물 재료의 아래 분야에 대하여 검

토한다. 

  1. 재료 시방

 용접재료를 포함하여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에 사용되는 재료를 검토

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에서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노심 지지구조물에 사용되는 재

료의 적합성에 대하여 기계적 성질, 응력부식 저항성 및 제작성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2. 용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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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의 용접관리에 대하여 검토한다. 

  3. 비파괴검사 

    제품형상별 검사에 적용할 비파괴 시험절차에 관하여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

토한다.

  4.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노심 지지구조물의 제작에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이 주로 사용된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재료에는 다양한 강종이 있으나  

Type 304, 316과 같은 비안정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 흔히 사용된다. 

비안정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어떤 특정한 환경조건에 노출되면 응력

부식균열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기기의 제작 및 건설의 모든 단계에서 재료의 예민

화를 방지하고 응력부식균열을 야기하는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5.2.3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재

료”에 기술된 이 분야의 관련 자료도 검토한다.

  5. 기타 재료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도 기계적 성질, 내식성, 제작

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노심지지구조물 재료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볼트 및 나사체결류의 건전성확인 프로그램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3

절 “나사 고정구”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원자로내부구조물 및 노심지지구조물 재료의 부식 및 사용기간 동안 예상되는 운

전환경과의 적합성 및 부식영향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5.2.3절 “원자로

냉각재압력경계 재료”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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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로냉각재와 접촉하는 재료의 적합성 및 부식억제의 관점에서 원자로냉각재의 

수질화학 및 관련 수화학관리(억제재와 같은 첨가물 포함)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

심사지침 9.3.4절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4. 안전심사지침 3.9.1절 “기계 기기에 대한 특수사항” 및 3.9.3절 “KEPIC 코드 

1,2,3 기기, 기기지지 구조물, 노심 지지구조물” 의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노심 지

지구조물 재료에 적용한 설계피로곡선의 적절성을 원자로 누적가동년수, 피로사

용계수효과 및 이들의 하중조합을 고려한 관점에서 검토․확인한다.   

  5.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의 설계 및 운전하중조합 관점의 기계적 설

계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5절 “원자로압력용기 내부구조물” 검토주관

부서가 수행한다. 

  6. 활성 부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료의 선택을 포함하여, 종사자의 피폭이 

ALARA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발전소 설계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2.1절 “직업상 방사선피폭(ORE)의 ALARA 보증”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①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

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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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어야 한다. 안전등급 및 등급별 규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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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재료시방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노심지지 구조물 재료는 KEPIC-MNG-2000 및 KEPIC-MD를 

만족해야 한다.

    Regulatory Guide(이하 "RG") 1.84 “Design, Fabrication, and Materials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Section III”에서 사용이 승인된 ASME Code Case 재료는 사

용할 수 있다.  

  2. 용접관리

    노심지지구조물 및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용접방법 및 관리는 KEPIC-MNG-4000에 

따라야 하고 용접부의 검사는 KEPIC-MNG-5000에 따라 검사하고 판정해야 한다.

  3.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는 KEPIC-MNG-2500의 요건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허용기준은 

KEPIC-MNG-5300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4.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허용기준은 안전심사지침 5.2.3절의 Ⅱ. 2 및 Ⅱ.4. 가, 나, 라, 마. 이다.  

    RG 1.44, "Control of the Use of Sensitized Stainless Steel."은 스테인리스강 기기

의 입계간 부식 방지를 위한 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가열로에서 예민화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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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사용할 수 없다. 취급, 보관, 검사 및 제작중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의 오염방지 및 세정은 본 지침서에 기술된 방법을 따라야 한다. 또한 용접에 의

한 예민화 판정도 본 지침서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스테인리스강 기기의 용접건

전성은 RG 1.31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페라이트강 관리“ 규정에 따라야 한

다”.

  5. 기타 재료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노심지지구조물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EPIC-MNG-2160 

및 MNG-3120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원자로냉각재와 적합하여야 한다. 마르텐사

이트 스테인리스강과 석출경화 스테인리스강이 사용중 이들 재료가 열화되지 않

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뜨임온도와 시효 

경화 스테인리스강의 시효처리 온도를 명시해야 한다. Type 17-4 PH 스테인리스

강의 시효처리온도는 565℃～595℃이고 Type 410 스테인리스강의 뜨임온도는 56

5℃이다. 

    기타 재료에 대하여도 강도 및 적합성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열처리와 

제작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재료시방

    원자로냉각재와 접하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노심지지구조물 재료를 검토한다. 

원자로내부구조물과 노심지지구조물에 사용되는 각 기기/부품의 재료시방을 

KEPIC-MD 및 MN의 허용규격과 RG 1.84 “Design, Fabrication, and Materials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Section III”의 Code Case에서 승인하는 허용기준

과 비교 검토한다.  KEPIC 재료시방과 상이한 예외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하며 전

례를 고려하여 예외사항의 근거를 검토하고 이 재료의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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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접 관리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노심지지구조물 용접에 

적용된 용접방법 및 관리가 KEPIC-MNG-4000의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 안전심사지침 5.2.3절의 용접관리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용접에도 적용한다. 

검토자는 특수용접 공정이나 용접관리가 KEPIC-MQ의 인증요건을 따르고 있는지

를 검토하며 만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비파괴검사

   비파괴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KEPIC-MNG-2500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나 초음파탐상검사의 허용기준을 적용한

다.

  4.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사용된 재료 및 그 제작절차를 검토한다. 검토분야 및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 5.2.3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재료”에 따른다. 용접환경

조건을 관리하고 예민화 및 미세균열의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용접절차를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4.5.1의 III.2항과 마찬가지로 용접에 의한 예민화 

정도의 확인은 RG 1.44, "Control of the Use of Sensitized Stainless Steel."의 방법

을 적용한다.  검토자는 원자로내부구조물 및 노심지지구조물의 재료가 원자로냉

각재와 서로 적합하도록 선택되었고 스테인리스강 기기의 제작 및 세정관리는 염

화물 및 불화물 이온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확인

해야 한다.

    주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를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사용할 경우 

설계수명기간 동안에 열취화에 견디도록 재료의 파괴인성과 용접 관리의 적합성

을 검토해야 한다. 주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용접부는 초음파 탐상검사

가 어려우므로 검사의 적합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5. 기타 재료

    재료시방 및 제작공정을 검토하고 재료의 열처리와 용접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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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확인한다. 니켈합금에 대하여는 염화물이온, 불화물이온 및 납 등이 오염

되지 않도록 제작 및 세정공정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NUREG-1823 및 NRC Generic Letter 97-01의 운전경험에 의하면 어떤 Ni-Cr-Fe 

합금(예, Inconel) 및 관련 용접재료는 응력에 의한 균열 발생을 일으키기 쉽다. 

Inconel 690 및 관련 용접재료인 Alloy 52 및 152는 원자로에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Inconel 600보다 부식저항이 개선되었다. Ni-Cr-Fe 합금이 사용되면 기술적인 근

거가 입증(만족스러운 유사 적용 사례)되었는지 또는 제출된 자료가 그 재료의 사

용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검토자는 운전경험 및 조건에 

따라서 허용가능한 강화 가동중검사를 수행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제시된 

Ni-Cr-Fe 합금에 대하여는 부식저항성 및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에 중점을 두고 검

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1.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노심 지지구조물에 사용된 재료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제1항의 요건을 만족하므로 타당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인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노심 지지구조물에 사용된 재료는 설계, 제작 및 검사에 대

한 높은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또한 구조적 건전성이 적절하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신청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제1항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노심지지구조물에 사용된 재료는 KEPIC-MNG-2000 및 

KEPIC-MD의 시방을 따르고 있다. KEPIC 코드에 따라 선정되지 않은 재료는 RG 

1.84 “Design, Fabrication, and Materials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Section 

III”의 KEPIC 허용 코드케이스에 따라 재료를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재

료의 사용이 입증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사용된 재료는 예상사용환경에 적합하며 

부식은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 시험 및 만족스러운 사용경험으로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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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냉각재의 수질화학 관리는 원자로내부 구조물 및 노심지지 구조물이 운전

기간중 응력부식을 일으켜 기기의 구조적 건전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

되고 있다. 

    제시된 권고사항에 따라 재료의 선정, 제작방법, 시험 및 검사절차 관리를 수행하

므로 원자로내부 구조물 및 노심지지 구조물이 사용중 열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에 대한 관리는 RG 1.31, "Control of Ferrite 

Content in Stainless Steel Weld Metal." 및 RG 1.44, "Control of the Use of 

Sensitized Stainless Steel."과 안전심사지침 5.2.3절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재

료” 를 만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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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osion of Light-Water Reactor Pressure Vessel Materials"

 14. Generic Letter 97-01, "Degradation of Control Rod Drive Mechanism Nozzle and 

Other Vessel Closure Head Pene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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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ASME Sec. Ⅱ, Parts A,B, and C, Sec. Ⅲ, and Sec.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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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4.6절 제어봉구동계통의 기능설계

검토주관 : 안전평가분야 담당부서

검토협조 : 계측전기분야/계통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제어봉구동계통(Control Rod Drive System, CRDS)이 안전정지를 수행하고, 예상운

전 과도사건(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 AOO) 중 허용 범위 이내에서 동작하

며, 그리고 가상사고의 결과를 완화 또는 방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어봉

구동계통의 기능적 성능을 검토한다. 제어봉구동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6조2항의3호, 제26조2항의5호, 제26조2항의6호, 제28조 요건과 

합치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를 수행한다.

  1. 가능한 단일고장을 규명하기 위하여 제어봉구동계통 설계 검토.

  2.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어봉구동계통 검토: 

    가. 필수 부분은 비필수 부분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다. 

    나. 제어봉구동계통 냉각계통은 설계요건을 만족한다.

    다. 기능시험은 제어봉 삽입 및 인출, 그리고 비상정지 작동시간의 적절성을 입증

한다.

    라. 다중 반응도제어계통은 공통원인고장에 대하여 취약하지 않다.

검토연계분야

   본 안전심사지침은 다음과 같이 다른 안전심사지침과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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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에서 반응도제어계통의 작동이 요구되는 과도상태 또는 사

고들을 검토한다. 반응도 제어계통의 반응도와 응답 특성이 15장의 분석에서 사

용된 변수에 비하여 보수적인지 확인한다. 

  2. 안전심사지침 4.3절에 따라 반응도제어 요구량을 확인한다.

  3. 안전심사지침 6.3절에 따라 안전주입계통을 검토한다.

  4. 안전심사지침 7.2절에 따라 제어봉계통내의 단일고장이나 운전원 실수가 안전정

지능력의 상실로 귀결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장모드 및 영향분석(FMEA)

의 결과를 확인한다.

  5. 안전심사지침 3.9.4절에 따라 제어봉구동장치가 기계적인 기능(예를 들면, 제어봉 

삽입 및 인출, 긴급정지 작동 및 시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원자로냉각재압력경

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안전심사지침 3.2.1 및 3.2.2절에 따라 제어봉 

구동장치가 지정된 안전등급 및 내진범주에 적용되는 설계요건을 충족하는지 확

인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3.6.2절에 따라 구조물, 계통 및 기기(Structures, 

System and Components, SCC)의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배관의 파단위치 및 파단

의 동적효과를 포함하여 격납건물 내의 가상배관 사고를 평가한다.

  6. 안전심사지침 3.3.1, 3.3.2, 3.5.3, 3.7.1에서 3.7.4, 3.8.4 및 3.8.5절에 따라 안전정지

지진(SSE), 최대가능홍수(PMF), 그리고 토네이도, 비산물과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

을 견딜 수 있도록 계통 및 보조계통을 수용해야 하는 내진범주 I 구조물의 기능

을 설정하는데 적용되는 설계, 해석, 절차 및 요건들이 적절한지를 결정한다.

  7. 안전심사지침 7.1절과 부록 7-1 및 8.3.1절에 따라 적절한 운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전기계통(감지, 제어 및 전력)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8. 안전심사지침 3.4.1절에 따라 내부 홍수의 잠재원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

물, 계통 및 기기가 내부 홍수의 영향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지 또는 홍

수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3.5.1.1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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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절에 따라 내부 발생 비산물의 가능원인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그러한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지 결정한

다.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따라 해당 기기의 위치에 관련되거나 계통 및 기기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지를 보이는 전반적 입증에 관련된 기기 검증에 있

어서 특정 환경이나 작동 조건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9. 화재방호, 운영기술지침서 및 품질보증에 대하여 안전심사지침 9.5.1절, 16장 및 

17장에 따라 각각 검토를 수행한다.

 10. 안전심사지침 3.10절 및 3.11절에 따라 내진범주 I급인 계측기기 및 전기기기의 

내진 검증을 검토하고, 기계 및 전기 기기의 내환경 검증을 검토한다.

 11. 안전심사지침 9.3.4절에 따라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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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가. 제2항3호 : 파손, 전력·계기용 공기 등의 에너지원 상실 또는 최악의 가상환

경조건에서도 고장안전기능에 의하여 안전한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나. 제2항5호 : 우발적인 제어봉 인출 등 반응도 제어계통의 단일 오동작시에도 

연료허용손상한계의 초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

    다. 제2항6호 : 예상운전과도시에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달성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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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 제어계통) : 

    가. (반응도 제어계통의 다중성 및 능력)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에서 예상되는 

반응도 변화를 신뢰성 있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

하지 아니하고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

    나. (반응도 제어계통의 다중성 및 능력) 서로 다른 설계원리를 가진 두 개의 독립

적인 반응도 제어계통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중 하나는 제어봉을 사용할 것.

    다. (반응도 제어계통의 다중성 및 능력) 두 계통중 하나는 정상운전의 원자로를 

저온조건하에서 미임계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

    라. 제어봉에 의한 제어계통은 운전중에 어떠한 하나의 제어봉이 고착된 경우에도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시키지 아니하고 즉시 기능을 발휘하고 안전상 필요

한 여유를 가지고 반응도 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 반응도억제효과를 가진 것이

어야 한다.

    마. 액체제어재 등에 의한 제어계통은 계획적인 출력변화에 의한 반응도변화를 연

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제어할 수 있는 반응도억제기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바. (신설) 제어재는 정상운전시의 압력・온도 및 방사선에 의하여 야기되는 최악

의 조건하에서도 필요한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

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제어봉

구동계통은 환경의 악조건 하에서 및 가상사고 후에도 원자로정지 능력이 제공되

고, 관련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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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다음 사

항을 따라야 한다. 

    가. 제2항3호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제어봉구동계통은 악조건 하에서도 고장안

전기능에 의하여 안전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사고시 핵연료 피

복관 손상 및 과도한 반응도 변화를 방지한다.

    나. 제2항5호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제어봉구동계통의 단일 고장이 핵연료허용

손상한계를 초과하지 말도록 반응도제어계통을 설계한다.

    다. 제2항6호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제어봉구동계통은 예상운전과도시 적절히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다음 사

항을 따라야 한다.

    가. 제어봉구동계통은 정상운전 또는 예상운전과도 동안 반응도가 변하더라도 충

분한 운전제어 및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제어봉구동계통과 비상노심냉각계통의 결합된 성능은 사고조건 하에서 노심을 

냉각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응도 변화를 신뢰성 있게 제어해야 

한다. 

    다. 제어봉구동계통은 반응도사고가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손상을 야기하지 않

거나, 노심 또는 지지구조물의 손상이 냉각능력을 상당히 저하시키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본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만일 신청자가 대체기준

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제시된 대체기준에 관련 규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허용 

가능한 방법이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1. 유체계통 및 가능한 단일 고장의 관점에서 제어봉구동계통 설계를 검토한다. 계

통에 관한 기술의 검토에는 배관 및 계기도면(P&ID), 설계도면, 공정절차도 및 필

수적인 지지계통에 관한 상세 정보들을 포함된다. 제어봉구동계통이 (각각의 구동

장치로서가 아니고 계통 전체로서) 어떤 단일능동부품의 기능이 상실되어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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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고장모드 및 영향분석이 완료

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가 검토된다.

  2. 제어봉구동계통, P&ID, 설계도면, 그리고 부품설명 및 특성 등을 검토하여 계통의 

필수 부분이 올바르게 표시되고 비필수 부분으로부터 격리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필수 부분은 중급이상 에너지의 배관 파손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중

급이상 에너지의 배관계통이 제어봉구동계통에 인접되지 않게 하거나 또는 중급 

이상 에너지의 배관 파손의 영향에 대한 보호 수단이 마련되었음을 보장하기 위

하여 계통설계도면이 검토되어진다. 만약 배관파손의 동적 영향이 설계기준에서 

배제되었다면, 배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해석결과를 검토한다. 필수계통이나 기

기가 다중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을 경우, 필수계통 기능에 악영향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운전모드를 검토에 포함한다. 안전정지에 의존하지 않

는 계통은 필수 또는 수동 기기 기능을 손상시킬 수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2개 

이상의 반응도 계통이 사용되는 경우, 사고조건 하에서 통합된 기능성(Functional 

Performance)을 평가해야 한다.

  3. 제어봉구동장치 냉각계통(물이나 공기를 냉각재로 사용하는)을 지닌 발전소에 대

해서는 그 계통이 설계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결정하기 위하여 설명서와 도면을 

검토한다. 필수 기기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개략도로 나타내야 한다. 검토자는 냉

각계통이 제어봉구동계통 온도를 신청자의 최대온도 기준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지 고장모드 및 영향분석을 확인한다. 

  4. 제어봉삽입, 인출, 긴급정지 동작 및 시간과 관련된 제어봉구동계통의 기능성 시

험결과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모든 가상운전 상태에 대응되는 열수력학적 상태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계획의 상세내용을 점검한다. 수력학

적 제어봉구동계통에 있어서의 축압탱크 누설 및 고착제어봉 운전과 같은 단일고

장이 가정된 계통운전에 대한 실험적 입증이 시험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요구

되는 긴급정지 시간과 같은 계통요건이 명확히 정의되고, 안전심사지침 14, 15절 

및 운영기술지침서에 제시된 요건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한다.

  5. 다중 반응도제어계통이 공통원인고장에 대해 취약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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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도제어계통이 평가된다. 검토자가 공통원인고장을 확인하고 안전심사지침 7.4

절, 3.9.4절 및 9.3.4절 또는 9.3.5절에 따라 천이상태 및 사고해석을 평가한다. 

   검토자의 요청에 따라 보조검토 분야에서 I절에 기술된 검토분야에 대한 기초입력

자료를 제공한다.  검토자는 이러한 기초입력자료를 참고하여 당 검토절차가 완벽하게 

수행되도록 활용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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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단일고장을 포함한 사고 조건에서 제어봉구동계통이 원

자로를 적절한 여유도를 가지고 정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

하여 제어봉구동계통의 기능 설계가 검토된다. 제어봉구동계통은 안전정지상태를 유지

시킬 수 있도록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CVCS)이 보강기능을 가진다. 검토범위는 계통운

전에 필수적인 공정절차도, 설계도면, 배관 및 계측 도면, 그리고 계통 및 지지계통에 

대한 설명 정보를 포함한다.

   신청자가 제안한 제어봉구동계통에 관한 설계 기준, 설계 근거, 안전등급 분류, 그

리고 정상 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단일고장을 포함한 사고 조건에서의 안전정지 요건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제어봉구동장치의 설계가 허용 가능하며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6조의2항 3호, 5호, 6호, 제28조를 만족한다

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에 근거한다.

  1. 신청자는 격납건물 내에서의 비산물 악영향, 배관파단에 의한 배관 휩 및 분사, 

그리고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 조건시 중급 이상 고에너지의 배관 파열

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악조건 등에 견딜 수 있도록 한 계통 설계의 관점에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요건을 만족한다.

  2. 신청자는 구동장치의 어떠한 실패나 외부요인(전원상실, 계측장비의 공기,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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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고열, 압력, 추위, 물, 증기 등)에 의하여 유발된 어떠한 실패 시에도 제

어봉을 삽입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항3호 요건을 만족한다.

  3. 신청자는 어떠한 단일 고장이나 제어봉인출 사고 시에도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

과되지 않음을 보장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항

5호 요건을 만족한다.

  4. 신청자는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하에서 제어봉 고착과 같은 제어봉 오동작시

에 적절한 여유도를 가지고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으며, 저온상태에서 

원자로가 미임계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응도 변화를 제어하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요건을 만족한다.

  5. 신청자는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으며 저온상태에서 원자로가 미임계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고상태 하에서 반응도 변화를 신뢰성 있게 

제어하는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요

건을 만족한다.

  6. 신청자는 어떠한 반응도 사고도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냉각

수 유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심이나 노심 부속품을 교란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응도 변화량과 변화율을 신뢰성 있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함으

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요건을 만족한다. 가상 반응

도사고는 제어봉 이탈, 제어봉 낙하, 증기관 파열, 냉각재 온도변화, 압력변화 및 

저온의 냉각수 주입 등이 포함된다.

  7. 신청자는 예상운전과도사건 하에서 제어봉의 삽입 확률이 매우 높음을 입증함으

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항6호 요건을 만족한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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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4.2-1 외력에 대한 핵연료집합체 구조 응답(Structural 

Response)평가

 검토주관 : 안전평가실

I. 배 경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지진 및 원자로냉각재계통 내의 가상 배관 파손은 핵연료집

합체에 외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안전심사지침 4.2절에서는 발생 확률이 낮은 이러한 

사고 조건에서도 핵연료계통의 냉각능력은 유지되어야 하며 핵연료계통손상이 제어봉 

삽입을 방해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본 부록에

는 지진 및 냉각재상실사고 하중에 대한 핵연료집합체 구조응답에 대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본 부록은 NUREG-0609, NUREG/CR-1018, NUREG/CR-1019 및 

NUREG/CR-1020를 배경자료로 작성되었다.

II. 하중해석 (Analysis of Loads)

  1. 입력

       핵연료집합체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입력자료는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에서 검

토를 수행하는 일차 냉각재 계통 및 원자로 노심구조물 구조해석의 결과로부터 

생산된다. 냉각재상실사고 조건에서 핵연료집합체 응답분석에 사용되는 입력자료

는 (1) 노심 지지판, 노심 쉬라우드(Shroud), 핵연료 배열판 또는 기타 관련 구조물

의 운동(이 운동은 일차 냉각재계통 및 원자로 내부구조물 해석시 핵연료 집합체

에 첨두 하중을 가하는 파단 발생에 기인되어야 함) 및 (2) 핵연료집합체에 직접적

인 하중을 가하는 과도 조건에서의 압력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만약 지진하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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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핵연료집합체 응답을 초래할 정도로 매우 크다면 지진분석에 사용되는 입

력자료는 안전정지지진(Safe Shutdown Earthquake, SSE) 조건에서의 일차 냉각재

계통 분석에 해당되는 구조물 운동을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에 핵연료집합체의 응

답이 선형적이라면 Regulatory Guide 1.60의 지침에 따른 스펙트럼 분석이 사용될 

수 있다.

  2. 방법

       구조응답 분석 수행시 사용되는 해석적 방법들이 검토되어야 하며 수치해석 

기법들의 적절함을 보이는 타당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선형 및 비선형 구조 묘사(즉, 모델링)도 검토되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핵연료집합

체 부품들의 해석적 모델링에 대한 실험적 검증자료도 제시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단순한 예제에 대한 해석결과를 제시하여야 하고 검토자는 이에 대한 결

과를 수계산 또는 독자적인 컴퓨터 코드의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예제는 

가능한 한 해당 설계와 유사한 구조 묘사를 사용하여야 하나(따라서 공급사별로 다

를 수 있다) 단순화하기 위한 가정을 사용할 수 있다(예를 들면, 연속적인 싸인함

수 형태의 입력을 사용하여 3개의 집합체로 구성된 노심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예제는 컴퓨터 코드의 다양한 특성을 시험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거동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제 비교는 어떤 코드가 다른 것보다 더 보수적

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며, 다만 검토자로 하여금 주로 불일치 

사항들을 유념하여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3. 불확실성 허용치(Uncertainty Allowances)

       핵연료집합체 구조 모델 및 해석 방법들은 대체로 보수적이며 입력 변수들도 

또한 보수적이다. 그러나 핵연료집합체 분석시 어떠한 비보수성도 도입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의사항이 지켜져야 한다. 즉, (1) 가압경수로

의 냉각재상실사고 분석으로 구해지는 충격 하중이 분명하게 평가되지 않는다면, 

가압경수로 핵연료집합체 분석에 영향을 주는 증기 Flashing과 관련된 압력파를 고

려하기 위하여 하중 값을 약 30% 정도 증가시켜야 한다. (2) 모든 해석과정에서 입

력 변화에 따라 현저한 민감성을 보인다면 보수적인 여유도가 추가되어야 한다.

    입력 진폭 및 주파수의 10% 변화에 대한 최종 하중변화량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

때 진폭 및 주파수는 동시에 변화시키지 말고 각각 변화시켜야 한다. 15%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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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하중 크기 변화에 대한 계수가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입력 진폭 또는 

주파수의 10% 변화가 최대 35%의 최종 하중증가를 발생시킨다면 민감도 계수는 

1.2가 될 것이다. 공진현상이나 현저한 민감도는 발전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

문에, 이러한 민감도 분석은 추가의 민감도 분석이 필요없다고 확신되거나 기수행

된 분석 결과가 제한적(Bounding)이라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는 발전소별로 수행되

어야 한다.

  4. 검증계산(Audit)

       검토자는 전체 구조 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실물 크기 노

심에 대한 독자적인 검증 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해석 방법에 대한 일반적 검토

를 위해 독자적인 검증 코드를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5. 하중조합

       하중조합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

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현상 및 사고 조건으로부터 발

생되는 하중들을 적절히 조합하여야 한다. 상기 1 항에 기술된 바와 같은 각 입력 

조건(즉, 지진 및 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하여 핵연료집합체 부품에 발생되는 하중이 

계산되어야 하며 최종 하중은 Square-Root-of-Sum-of- Squares(SRSS) 방법으로 결합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합하중이 본 부록의 III. 절에 기술된 부품 강도와 비교하여 

IV. 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III. 강도계산

  1. 지지격자

       모든 하중 형태(예를 들면, 지지격자 내부 하중 및 지지격자 관통 하중)가 고려

되어야 하며 가장 큰 손상을 발생시키는 하중 형태가 공급자의 지지격자 강도시

험 결과에 기술되어야 한다. 적합한 파손 형태가 예측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

여 시험절차서 및 시험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에 사용된 충격속도가 

예측되는 핵연료집합체 속도와 상응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파괴(Crushing) 하중 

P(crit)도 하중-변형 곡선으로부터 적절히 선정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측정에 

사용된 시험장비의 차이 때문에 측정결과의 변화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시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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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대한 검토시 지지격자 강도 시험장비에 대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다.

    지지격자 변형에 의한 영향은 대체적으로 작다. 가압경수로의 안전정지지진(SSE) 

조건에서 핵연료집합체 지지격자의 전체적인 큰 변형이 발생하여야만 제어봉 삽

입이 방해받는다(즉, 몇 개의 개별적인 지지격자에서 좌굴(Buckling)이 발생하여도 

안내관은 정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냉각재상실사고 조건에서는 고온 열

수로의 심한 변형이 발생하여도 피복재 최고온도는 다소 증가할 뿐이다. 따라서, 

지지격자 파괴하중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며 허용 가능한 파괴하중 

P(crit)은 운전온도 조건에서 구한(또는 운전온도로 보정된) 미조사 지지격자의 측

정치 분포 평균값의 95% 신뢰 수준이어야 한다. 중성자에 조사됨에 따라 P(crit)은 

증가하는 반면 연성은 감소한다. 따라서 조사된 지지격자의 P(crit) 추가 여유도는 

P(crit) 이상으로 조사된 지지격자의 불확실한 변형 거동을 상쇄한다고 가정한다.

  2. 지지격자 이외의  부품

       지지격자 이외의 핵연료집합체 부품들의 강도는 기본적인 재료 물성치나 실험

으로 결정될 수 있다. 강도값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품의 

구조적 파손(예를 들면, 안내관의 파괴나 핵연료봉의 파편화)은 지지격자 변형보다 

더 심각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강도 허용치는 부품 강도 분포의 많은 부분(약 

95%)을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항복 및 극한강도(ultimate strength)를 결정할 때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의 값과 절차서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

다. 허용치의 사양은 ASME Code 요건을 따를 수 있으며 좌굴 및 피로 영향에 대

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IV. 허용기준

  1. 냉각재상실사고

       냉각재상실사고의 경우 두 가지 주요 기준이 적용된다. 즉, (1) 취출 부하

(Blowdown Loads)의 직접적인 결과로 핵연료봉 파편화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2) 10 CFR 50.46에 기술된 온도 및 산화 제한치를 초과해서도 안 된다. 첫번째 

기준은 핵연료봉과 부품들(지지격자 제외)에 작용하는 조합하중이 위에서 정의된 

허용값 이하로 유지되면 만족된다. 두번째 기준은 비상노심냉각계통 분석을 통하

여 만족된다. 지지격자에 작용하는 조합 하중이 위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P(c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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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유지된다면 핵연료집합체의 심각한 변형은 발생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비

상노심냉각계통 분석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지지격자에 작용하는 조합하중이 

P(crit)을 초과한다면 지지격자 변형을 가정하여야 하며 비상노심냉각계통 분석에 

뒤틀린 핵연료집합체의 영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른 가정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최대 가상변형(즉, 완전히 붕괴된 지지격자)을 가정하게 될 것이다.

    위의 두 가지 기준과 함께 충족되어야 할 세번째 기준은 제어봉 삽입능력이다. 제

어봉 삽입이 요구되는 최악의 냉각재상실사고 조건에서 발생되는 하중은 안전정

지지진(SSE) 하중과 조합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합하중 조건에서도 제어봉 삽입능

력이 유지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가압경수로의 경우, 지지격자에 작용하는 조합하

중이 위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P(crit) 이하로 유지된다면 핵연료 집합체의 심각한 

변형은 발생되지 않으며 제어봉 삽입도 안내관 횡방향 변위 때문에 간섭받지 않

을 것이다. 그러나 지지격자에 작용하는 조합하중이 P(crit)을 초과한다면 변형 정

도가 제어봉 삽입을 방해할 정도로 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추가의 분석

이 수행되어야 한다

  2. 안전정지지진

       안전정지지진의 경우 두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즉, (1) 지진 하중의 결과로 핵연

료봉 파편화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2) 제어봉 삽입능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첫 

번째 기준은 1항의 기준에 의하여 만족된다. 1항에 의하여 조합하중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두번째 기준은 안전정지지진 하중에 대해서만 만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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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4.2-2 혼합노심 안전성 평가지침

 검토주관 : 안전평가실

I. 배  경  

   이 부록에서는 가동중 원전의 새로운 핵연료 주기 수행을 위하여 기 장전되어 있

는 핵연료와 기하학적 형상 또는 물성이 다른 핵연료를 노심에 장전하고자 할 때의 

안전성 평가 절차,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규제 입장을 기술한다. 동일 유형의 핵연료가 

장전되는 통상적인 재장전 노심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4.2절 본문의 내용을 대체로 

적용할 수 있다.

   본 부록에 기술된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연료 : 기장전되어있는 핵연료와 기하학적 형상 또는 물성이 다른 핵연료.  

    여기에서 핵연료에는 핵연료펠릿, 피복재 및 가연성 독물질 등의 핵연료봉과 상하

부노즐 및 그리드를 포함하는 핵연료집합체 모두가 포함된다.

  2. 기존연료 :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와 이에 대한 규제기관의 안전성평가가 완

료되어 노심 장전 운전이 허용된 핵연료.

  3. 균질노심 : 기하학적 형상이나 물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핵연료로 구성된 노심.

  4. 혼합노심 : 기하학적 형상이나 물성이 다른 핵연료로 구성된 노심.  

  5. 선행시험연료 : 혼합노심 구성에 앞서 신연료의 노내 성능 시험을 위해 장전되는 

연료. 이러한 선행시험연료의 장전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전성 평가 하에 혼합노

심 조건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혼합노심은 운전중 발전소에서 신연료가 도입될 때 기존연료와 신연료가 일정 기

간 공히 장전되는 천이노심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지만 경제성과 연관하여 언제든지 



부록4.2-2 개정 4 - 2014. 12- 2 -

신청자에 의해 채택될 수 있다. 혼합노심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인가된 운전조건하에

서 신연료 자체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 신연료와 기존연료간의 기계적, 핵적, 열수력적 

양립성, 안전한계 설정의 타당성,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 조건에 대한 규제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인가된 운전조건하에서 신연료 자체의 설계타당성은 주로 안전심사지침 4.2 절에 

따라 검토된다. 검토자는 신청된 핵연료설계가 4.2 절에 기술된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는 경우에는 본 부록에 따라 확장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써 고농축 또

는 고연소도 연료의 신청에 대해서는 이 부록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또한, 4.2 절에서 

명시된 요건으로 기술되지 않은 노내 시험연료 장전 요건에 대하여도 이 부록에서 다

루어질 것이다.

   인가된 운전조건하에서 핵연료간의 양립성 평가는 핵연료간의 기계적, 핵적, 열수

력적 상호 작용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신연료에 대한 설계기준, 해석모델 및 방법론 

등이 기존연료와 양립하는 지에 대해서 수행된다. 설계기준, 해석모델 및 방법론 등에 

대한 양립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핵연료별로 설계 및 안전성 평가가 수행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안전성 평가 지침이 이 부록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II. 규제 입장

  1. 일반사항

       신연료의 설계 타당성을 평가받기 위해 제출하는 핵연료설계 및 안전성평가 

보고서에는 경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 4.2절에서 요구되는 내용에 추가하여 다음

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장전될 노심 운전조건에서의 핵적, 기계적, 열수력적 설계 평가 내용

    - 노외 성능시험 자료

    - 노내 성능시험 자료 및 계획

       노내 성능시험 자료는 핵연료 각 성분의 물성치를 얻는 데 중요하며 이는 핵

연료 다발 전체를 장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얻을 수 있거나 기존의 자

료를 이용할 수 있다. 노내 성능시험 계획에는 핵연료의 노내 성능시험 자료를 취

득하기 위한 목적이 명확히 정의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

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혼합노심이 예상되는 특정 발전소의 주기 운전에 앞서 핵연료, 핵 및 열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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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양립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 노심, 핵연료취급장치, 핵연료 저장조 등 현존 구조물과의 기하학적 양립성 평가

    - 기존연료, 제어봉 안내관 등과의 기계적 양립성 평가

    - 중성자 거동 등 핵적 양립성 평가

    - 압력손실, 횡류 및 우회유량 등에 대한 수력적 양립성 평가

    - 핵비등이탈 (DNB) 및 핵연료 중심선 용융 등의 안전한계에 대한 평가 

    - 대형 냉각재상실사고 등과 같은 설계기준사고 평가

    - 기술지침서에 미치는 영향 평가

    이러한 양립성 평가는 기승인된 방법론에 근거하여 신연료를 장전하고자 하는 특

정 노심에 대한 운전 조건이나 또는 확장된 운전 조건을 가정하여 수행되어야 한

다. 신연료의 도입으로 신규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정기술주

제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인허가를 위

해 범용될 수 있다.  

  2. 선행시험연료 장전 요건  

       노내외 성능시험 자료가 설계에서 고려된 범위를 입증할 만큼 충분치 않을 경

우에는 선행시험핵연료의 장전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는 제한된 수의 핵연료가 

노심내 비제한 위치에 대칭 장전됨을 전제로 한다. 선행시험핵연료 장전이 요구되

는 전형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핵연료의 사양이나 재질이 통상적인 것과 다른 경우: 부식 및 부식 침전물, 연

성, 핵연료봉과 집합체 휨의 조사 성장, 제어봉 안내관 휨 및 손상 등의 성능 자료 

취득 

     - 국부적 수력학적 불안정성이 기존 연료에 비하여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핵연료봉과 그리드간의 프레팅 마모 평가  

     - 설계보증연소도가 통상 인정된 연소도보다 심각히 증가한 경우: 분석에 사용된 

고연소도 물성치 자료 입증 및 핵연료 설계 제한치 평가 

    고연소도 핵연료가 제안되는 경우에는 고연소도 물성치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선행시험핵연료 장전 기간이 요구된다. 

  3. 핵연료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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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연료 설계 타당성

          혼합노심에 장전되는 신연료는 연소 경험이 있는 연료이거나 새로운 설계

의 연료일 수 있다. 연소 경험이 있는 연료에 대해서는 그 연소 경험이 장전될 

노심의 운전 조건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새로운 설계의 

핵연료일 경우에는 설계 및 해석 모델 그리고 설계연소도의 증가 등과 같은 

확장된 운전 범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험 및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시에는 본 부록 II의 2항에 따라 수행된 노내성능시험 결과가 

참조된다.

          핵연료에 대한 설계기준은 해당 핵연료 고유의 해석모델 및 방법론의 적용

에 대하여 승인된 것이어야 하며 기존연료와 신연료 설계사가 동일하더라도 

기 승인된 해석 모델 및 방법론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확장 적용이 기

존연료와 신연료 모두에 적용 타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기존연료와 신연료 

설계사가 다른 경우에는 신연료 설계사의 해석 모델 및 방법론이 기존연료 분

석에 충분히 보수적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각 핵연료에 대하여 고유한 설계기

준에 따라 성능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나. 신연료와 기존연료간의 기계적 양립성

          제안되는 혼합노심이 경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 4.2절을 충족시키고 있음

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정상운전 및 사고조건 하에서 신연료와 기존연료 간에 

그리고 신연료와 노심 구조물간에 기계적 양립성이 유지됨을 다음에 따라 입

증하여야 한다.

1) 신연료와 노심 구조물간 기계적 양립성 평가

  신연료와 노심 구조물간 기계적 양립성은 노내 운전 조건 및 중성자의 영향

을 적절히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 결과가 제안된 설계연소

도 범위까지 유효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신연료와 기존연료간 기계적 양립성 평가

  신연료와 기존연료간의 기계적 상이성으로 인하여 인접한 핵연료에서 발생 

가능한 핵연료봉과 구성부품 간의 기계적 간섭 및 구성부품간 기계적 상호

작용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정상운전 및 사고조건 등 모든 가

능한 경우와 중성자 영향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3) 횡류에 의한 프레팅 마모 평가 

  핵연료간의 기하학적 차이가 핵연료봉/지지격자 사이의 프레팅 마모에 미치



부록4.2-2 개정 4 - 2014. 12- 5 -

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수력학적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

한 시험은 노심 운전조건하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국부적 수력조건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험의 미수행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당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4. 안전한계

       혼합노심 안전성 평가시 안전한계는 일반적으로 각 핵연료에 대하여 다르게 

설정된다. 이는 하나의 임계열속(CHF) 상관식이 다른 핵연료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CHF 현상의 실험적 특성에 기인한다. 혼합노심을 구성하는 신연료와 기

존연료에 대하여 동일한 안전한계를 설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연료와 기존연

료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아래는 안전한계 설정시 

허용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한다.

    가. 신연료와 기존연료 설계사가 동일하더라도 승인된 방법론에 따라 각 연료에 

대해 CHF 상관식의 적용 타당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신연료와 기존

연료에 대하여 하나의 CHF 상관식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신연료와 기존연료에 대한 데이터군은 동일 해석 모델 및 방법론을 이용하

여 생산된 CHF 상관식 데이터베이스의 부분집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2) 신연료와 기존연료의 각각의 부분집합에 대한 CHF 데이터 불확실도 분포는 

CHF 상관식 불확실도와 비교하여 보수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신연료와 기존연료외의 데이터군 부분집합들에 대해서는 동일 모집단에서 

취해졌다는 것을 95 % 유의 수준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

할 경우 이로 인한 불확실도를 최소 핵비등이탈률(DNBR) 제한치 계산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신연료와 기존연료 설계사가 다른 경우에 신연료 설계사는 CHF 데이터의 지원

없이 기존연료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접근 방법이 일반

적으로 허용된다.

1) 신연료 설계사가 기존연료에 대한 CHF 데이터를 이용하여 CHF 상관식을 

재생산하고 이를 기존연료 안전한계 설정을 위해 사용한다. 

2) 기존연료 안전한계 설정을 위해 충분한 안전여유도를 확보한다. 안전여유도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연료의 기하학적 구조를 고려하여 충분히 보수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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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줄 수 있는 CHF 상관식과 해석 모델을 적용하여 기존연료에 대해 수

행된 안전성 평가를 반복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존연료의 결과와 비교․평가

하여 적절한 안전여유도를 도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수 변화에 대한 CHF 

민감도 및 동일 운전조건에서의 DNBR 등이 주의 깊게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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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4.2-3 금속핵연료봉 파손 및 냉각능력에 대한 규제입장

 검토주관 : 안전평가실

I. 배  경  

   이 부록에서는 금속핵연료로 구성된 핵연료계통을 노심에 장전할 경우의 핵연료

봉 파손 및 냉각능력에 대한 규제입장을 제시한다. 

   핵연료계통에 대한 안전성 검토 목적은 4.2절 본문의 검토분야에서 기술하고 있

는 바와 같이 (1) 핵연료계통이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결과로 손상되지 않으며, 

(2) 제어봉 삽입을 방해할 정도의 심한 핵연료계통 손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3) 가상

사고시 파손된 핵연료봉 개수가 과소평가되지 않으며, (4) 노심 냉각능력이 항상 유

지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4.2절의 본문은 산화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며 지

르코늄 합금을 피복재로 사용하는 경수형 핵연료계통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다. 금

속핵연료의 경우, 기본적인 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4.2절 본문의 적용

이 가능하지만, 핵연료봉 파손 및 핵연료 냉각능력과 관련된 일부 허용기준에 대하

여는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록에서는 금속핵연료의 

핵연료봉 파손 및 핵연료 냉각능력과 관련하여 4.2절 본문의 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규제입장을 제시 한다.  

   이 부록에 기술된 중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피복재 연성 상실: 피복재가 0.3J-충격시험에서 취성으로 인해 파손(failure)되는 것.

- 핵연료 냉각 능력: 핵연료 집합체가 잔열제거가 가능한 적절한 냉각 수로를 갖는 연

료봉-다발의 기하학적 구조를 유지하는 것.   

II. 규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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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록에서는 금속핵연료 손상기구와 관련된, 핵연료봉의 파손 및 냉각능력에 

대한 규제입장을 제시한다. 

  

  1. 핵연료봉 파손

        금속핵연료봉의 파손은 피복재 과열, 연료 과열, 과도한 연료 엔탈피, 연료-

피복재간 기계적 상호작용 (Fuel-Cladding Mechanical Interaction; FCMI), 수소화, 

피복재 파열, 기계적 파괴 및 프레팅 등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핵연료봉의 파

손 기준은 조사된 재료의 성질자료에 근거한 고연소도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금속핵연료봉의 연료 과열 및 FCMI를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4.2절의 본문의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가. 연료의 과열

            연료의 중심선 용융이 발생하면 파손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해석

은 모든 고온점 및 고온 수로 인자를 포함하는 노심내 모든 위치에서 수행되

어야 하며, 연소도 및 연료 성분이 용융점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금속핵연료에서는 중성자 조사에 의한 조직의 변화 및 구성 성분원소 이동이 

발생하며, 연료-피복재 화학적 상호작용에 의해 연료-피복재 경계면에 확산반

응층이 형성 된다. 이러한 조직변화, 구성 성분원소 이동 또는 확산반응층 형

성 등은 연료의 용융 온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연료의 중심선 용융 여부

를 평가할 때에는 핵연료의 연소도에 따른 이들 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조건에서는 중심선 용융이 허용되지 않는다. 

가상사고에서는 중심선 용융이 발생한 모든 핵연료봉은 방사선량 계산 목적

상 전부 파손된 것으로 가정한다. 

     나. FCMI

           첫째, 정상상태 및 과도조건 하에서 크립(creep) 및 연료의 팽윤 등에 의하

여 발생되는 피복재의 균일 변형률은, 피복재의 건전성이 파손되지 않도록 제

한되어야 한다. 둘째, 연료의 용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연료 중심의 용융

에 의한 연료의 체적 증가는 피복재에 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러한 FCMI에 의한 파손은 연료의 용융을 방지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 셋째, 예

상운전과도를 포함한 정상운전 조건에서 연료에서의 최대온도가 상변태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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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연료의 온도가 상변태 온도를 초과하게 되면 

연료의 상변태에 의해 부피가 증가되어 설계시 고려되지 않은 추가적인 응력

과 변형이 피복재에 작용하므로 금속핵연료봉의 파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

이다. 

  2. 핵연료 냉각능력

   이 항목은 가상사고에 대하여 적용되며, 검토되어야 할 대부분의 정보는 안전

성분석보고서의 6장 및 15장에 기술되어 있다. 금속핵연료의 냉각능력 저하는 피

복재 취화, 핵연료의 격렬한 배출(expulsion), 전체적인 피복재 용융, 전체적 구조 

변형 및 극단적인 동일 평면상의 핵연료봉 팽창(ballooning), 냉각재-연료 접촉에 

의한 연료의 산화 등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다. 전체적 구조 변형 및 핵연료봉 팽

창에 대해서는 4.2절 본문의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가. 피복재 취화

           냉각재 상실사고 조건에서 피복재 취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

회고시 제2013-0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의 허용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지르코늄 합금 피복재에 대해서는 

1204oC(2200oF)의 피복재 최고 온도 및 17%의 피복재 최대 산화량을 만족하여

야 한다. 그러나 상기의 온도 및 산화량에 대한 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피

복재의 경우, 사업자는 냉각재 상실사고 조건에서 피복재의 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복재 연성 상실을 유발하는 손상기구와 관련된 변수에 대하여 연성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온도 및 산화도 제한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냉각재 상실사고 기간 중 계산된 피복재의 최고온도 및 최대산화도가 설정

된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치의 설정 시에는 금속핵

연료 연소도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1) 피복재의 최고온도

           사업자는 피복재의 산화에 의한 연성 상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피복재의 

온도 제한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금속핵연료는 연료-피복재 화학적 상호작

용에 의한 피복재 용융에 의해 피복재 두께 감소가 일어나므로, 이를 방

지하기 위한 온도 제한치가 설정되어야 한다. 만약 냉각재 상실사고 조건

에서 피복재의 용융 방지를 위한 온도 제한치가 연성상실 방지를 위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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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한치보다 낮을 경우, 피복재의 온도 제한치는 피복재의 용융 방지를 

위한 온도 제한치로 설정되어야 한다.

        2) 피복재의 최대산화 

           사업자는 피복재의 산화에 의한 연성 상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화도 제

한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냉각재 상실사고 조건에서 계산된 피복재의 최

대산화도는 설정된 산화도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계산된 피복

재의 최대산화도에는 정상운전 기간 중의 부식에 의한 산화도를 고려하여

야 한다. 

나. 격렬한 핵연료 배출(Violent Expulsion of Fuel) 

       제어봉 이탈과 같은 가상 반응도 사고 조건에서 대량으로 매우 빠르게 핵연

료에 축적(deposition)되는 에너지는 핵연료의 용융, 파편화 및 분산(dispersion)

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핵연료 분산과 관련된 기계적 작용은 피복재와 핵연료봉

-다발의 기하학적 구조를 파괴하고 1차 계통에 압력파를 발생시킬 수 있을 정

도로 매우 큰 것이 될 수 있다. 핵연료의 광범위한 파편화 및 분산의 방지 그

리고 1차 계통 내의 압력파 발생 방지와 관련된 지침[참고문헌 3]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업자는 금속핵연료에 대하여 반응도 유발 사고 시에 핵연료의 파열

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핵연료의 평균 엔탈피 제한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한치의 수립 시에는 금속핵연료의 연소도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피복재 용융

      피복재의 전체적인(즉, 비국부적인) 용융은 연료봉-다발의 기하학적 구조 

상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접촉되어 있는 연료와 피복재는 고온에서 연료-피

복재 화학적 상호작용(Fuel-Cladding Chemical Interaction: FCCI)에 의하여 연

료의 성분원소 (우라늄 및 란탄계열 핵분열 생성물)는 피복재로 이동하고 피

복재의 성분원소는 연료로 이동하는 상호확산(inter-diffusion)이 일어난다. 상

호확산의 결과 연료-피복재 계면에는 이동된 성분들에 의한 확산반응층이 형

성되며, 확산반응층을 형성하는 성분원소들은 냉각재 상실사고와 같은 고온의 

과도상태에서 공정반응을 일으켜서 연료 또는 피복재가 원래의 용융점보다 낮

은 온도에서 용융될 수 있다. 피복재가 용융되면 연료-피복재 계면에 액상면

을 형성하게 되고 그 액상면이 피복재로 침투하여(eutectic penetration)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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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피복재 용융이 발생하여 피복재의 유효두께가 계속하여 감소함으로써 피

복재의 파손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4, 5, 6]. 이러한 피복재 두께 감

소의 속도 및 특성은 연료 및 피복재의 종류, 운전조건 및 사고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핵연료봉의 제조공정(특히 열처리) 온도 및 시간, 정상운전 조

건 하에서의 연료 및 피복재의 온도와 연소도 등은 과도상태 시의 FCCI의 초

기조건이 된다. 

      FCCI에 의한 피복재의 용융은 원자로의 정상운전 온도가 경수로보다 높은 

액체금속로에 사용되는 금속핵연료의 사고조건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지만, 

경수로의 경우에도 냉각재 상실사고 등 고온의 사고조건에서는 그 발생 가능

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자는 금속핵연료에 대하여 FCCI에 의한 피복재 용융에 의한 두께 감

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료-피복재 확산쌍 시험을 통해 온도 제한치를 설정

하여야 한다. 사고 조건에서 계산된 피복재의 최고온도는 설정된 온도 제한치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냉각재상실사고 조건에서 피복재의 연성 상실 방지

를 위한 온도 제한치가 FCCI에 의한 피복재 용융 방지를 위한 온도 제한치 

보다 낮을 경우, 피복재의 연성 상실 방지를 위한 온도 제한치를 피복재의 용

융방지를 위한 온도 제한치로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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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4.3-1 일정상하부 출력편차 제어(CAOC)에 대한 규제입장

 검토주관 : 안전평가실

I. 배  경  

   웨스팅하우스(WH)사의 운전방법(WCAP-8185)은 원자로 출력운전이 가장 제한적으

로 이루어지더라도 냉각재상실사고(LOCA) 및 기타 사고시 적용되는 총 첨두인자 Fq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일정 상하부 출력편차 제어

(Constant Axial Offset Control, CAOC)라 불리우며, 출력변동에 따른 축방향 Xe 분포

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방향 중성자속편차를 연소도의 함수인 목표범위(Target 

Band)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다. 당초에는 최대 허용 Fq(LOCA에 대해)값이 2.5 이상이

었으나, 비상노심냉각계통(ECCS) 모델 변경에 따라 WH는 모든 발전소에 적용할 수 있

는 일반분석(generic analysis)을 수행하여 Fq가 2.32이내면 10 CFR 50의 Appendix K와 

10 CFR 50.46의 요구사항(PCT〈 2200℉)을 만족시킴을 보였다. 또 ±5% 목표범위를 

채택한 CAOC 운전절차는 Fq 를 2.32 이하로 제한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모든 발전소가 핵연료 설계기준(fuel acceptance criteria, FAC)을 만족하기 

위해 Fq를 2.32 이하로 또는 이에 상응하는 ±5% band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된다. 예로서 미국의 Point Beach는 (+6, -9 %) band로 운전하더라도 Fq를 2.32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출하여 허가된 바 있다. 해당발전소의 ECCS 해석결과

에 따라 CAOC 분석과 절차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Fq=2.32나 ±5% band가 허가요건이 아니라 CAOC 방법론 자체가 허가대상이다. 

이러한 입장은 ECCS와 핵연료 성능평가 모델에 대한 인허가시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CAOC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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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력분포와 출력밀도에 대한 허용범위 설정

  2. 발전소 운전의 융통성을 최대화하고 축방향 출력분포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운전방

식 결정

  3. 위 운전방식이 노심의 출력상태를 제한범위 이내로 유지시킴을 입증

  4. 이러한 출력분포 제어방식이 노외계측기에 의해 효과적으로 감시될 수 있음을 보임

   위 3.항에 대해서 WH는 해당 주기를 대상으로 모든 형태의 부하추종운전에 대한 

노심계산을 수행하여 최대출력밀도가 제한치 이내에 있음을 보임으로써 증명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이 계산에는 반경/축방향 합성법이 사용되며 실측값보다 보수적인 값

을 산출한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CAOC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Fq가 예상치보다 

작음을 입증하기 위해 주기초 대표적인 몇 개 운전상황하에서 이를 측정할 것이 요구

된다. 또한 출력분포 측정은 노내,외 계측기의 반응과 관련되며, 따라서 노외계측기를 

이용하여 출력분포 제어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II. 규제 입장

   Fq=2.32, WI=±5%와 달리 CAOC 운전을 하려는 발전소는 다음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 100% 출력까지의 최대 Fq(z)를 보여주는 “Fq × power fraction” 분석과 과출력 

및 냉각재 유량상실 과도상태의 설계기준 대비 허용되는 축방향 출력분포하에서

의 핵비등이탈 성능분석. 이러한 분석의 범위가 모든 정상상태 및 예상되는 원자

로상태 하에서 유효함을 보여야 한다.

  2. 분석에 사용된 코드, 핵단면적 생산방법 및 사용된 Fxy 값

  3. 부하추종 운전시험의 실시와 더불어 노내 출력분포측정 시험을 통한 Fq 측정(이 

측정시험에는 WCAP-8575를 참고로 할 수 있음). 부가적으로 Fq 및 운전허용 목

표범위에 대한 허가변경을 신청하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각각의 측정 대상별로 유

사한 시험을 요구하여 연소이력 증가에 따른 분석방법의 판정 자료로 사용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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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2.1.1절 코드 및 표준의 적용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10 CFR 50.55a에 따라 허용가능한  KEPIC/ASME 코드 

등급, 코드 출판년도, 추록 등이 해당 기기의 건설에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본 절의 요

건에 따라 수행된 검토내용은 안전심사지침 3.2.2절에 의해 수행된 검토내용과 동등해

야 한다. 기기 코드 등급에 대한 KEPIC/ASME 코드 요건 만족여부(예: 코드 등급에 적

용되는 요건을 만족한다고 확인된 기기 용접부)에 대한 심층 검토는 안전심사지침의 

관련 절들에서 수행한다. 기기의 가동 단계에서 적용할 코드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10 CFR 

50.55a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신청자의 계획(framework)에 대한 검토는 안

전심사지침의 관련 절(예를 들어, 3.9.6, 5.2.4, 6.6 절 등)에서 수행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에서의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속하는 압력유지 기기들과 원

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속하지 않는 안전 관련 유체 계통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

침”/10 CFR 50.55a를 따르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자는 압력용기, 배관, 

펌프 및 밸브에 대한 기기 코드, 출판년도, 적용 가능한 추록 등에 관한 표를 안

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

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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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50.55a에서는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속하는 압력유지 기기는 등급 1로 분

류하고 KEPIC-MNB/ASME Sec. III, Division 1(이하, ASME 코드)의 규정에 따라 건

설1)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단, 10 CFR 50.55a(c)의 예외요건을 만족시키는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기기들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26에 따라 품질그룹 B

로 분류될 수 있고, 등급 2 기기로 건설될 수 있다.

     10 CFR 50.55a는 품질그룹 B 혹은 C로 분류된 유체 계통의 안전관련 압력 유지 

기기들이 각각 등급 2 혹은 등급 3 기기에 대한 코드요건을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유체계통의 안전관련기기는 RG 1.26에 

따라 품질그룹 B, C, D로 분류할 수 있다.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에 대하여 신청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

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

침”/10 CFR 50.55a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자는 안

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2. 안전성 및 품질 수준의 향상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

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

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10CFR50.55a 

요건을 따르는 것이 어려울 경우, 신청자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제안한 

대체 요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자는 제안한 대체 요건이 안전성 

및 품질수준이 동등하거나 허용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설명하여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

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

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10 CFR 50.55a 요건에 

따라 건설되는 각 기기에 적용되는 코드와 코드 추록 내용과 대체요건 사이의 차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II. 허용기준

1) ‘건설’은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재료 인증, 설계, 제작, 검사, 시험, 인증을 모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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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 안전관련 

구조물·계통·기기는 수행하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

한 규정” :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관한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을 규정함.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

용에 관한 지침” :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으로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4. 10 CFR 50.55a : 공표된 산업계 코드와 표준(standard)의 적절한 출판연도를 따름

으로써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기기와 다른 안전관련 유

체계통의 설계, 제작, 설치, 건설, 시험 및 검사에 대한 최소의 품질기준을 수립.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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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만족시키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10 CFR 

50.55a 및 품질그룹 B, C, D 유체 보유기기에 대한 품질 기준을 결정하는 방법을 기술

하고 있는 RG 1.26 “Quality Group Classification and Standards for Water-,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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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active-Waste-Containing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을 사용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 검토

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른 허용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만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1.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의 경우, 검토자는 압력용기, 배관, 펌프 및 밸브 목록

과 이에 대한 기기 코드, 코드 출판연도 및 KEPIC-MN/ASME Sec. III, Division 1 등

급 1, 2, 3 기기에 대한 적용가능한 추록을 기술한 표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안전

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10CFR 50.55a 요건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속하지 않는 기기에 대한 코드 등급 요건은 안전심사지침 3.2.2절에서 확인된 허용

되는 기기 품질등급 분류에 근거한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

한 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

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10 CFR 50.55a의 규정을 따르고 있지 않는 기기

에 대하여, 코드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KEPIC/ASME 코드, 코드 추록,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10 CFR 50.55a(c), 

(d), (e), (f), (g), (h) 요건에 대한 대체적용은 규제기관의 승인하에 이루어 질 수 

있다.  이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가 아래 요건중의 하나를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가. 대체적용을 할 경우 허용 가능한 품질 및 안전성 수준을 제공한다. 

     나. 10 CFR 50.55a의 요건 적용으로 안전성 및 품질수준이 높아지지 않고 이례적

인 어려움을 야기한다.

    검토자가 제기한 문제들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을 때는, 검토자는 10 CFR 

50.55a의 규정을 따를 것을 신청자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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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검토자는 계통 기기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

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

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10 CFR 50.55a를 따르고 있으며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을 근거로 한다.

 1. 신청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표(I.1장 참조)에 10 CFR 50.55a(c)의 예외조건을 만

족하는 기기를 제외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기기들을 KEPIC/ASME 코드 등급 1 

기기로 분류하였으므로, 안전성과 품질기준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건설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

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10 CFR 50.55a와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요건을 만족한다. 

    RG 1.26, C.1 요건에 따라 품질그룹 B로 분류된 기기는 KEPIC/ASME 코드 등급 2

기기로 건설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표(I.1장 참조)는 품질그룹 A 기기(예: 원자로

용기, 증기발생기(1차측), 가압기, 원자로냉각재펌프,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제어밸

브, 차단밸브 및 기타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밸브와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배관의 

연결배관)에 대한 기기 코드, 코드 출판년도 및 적용 가능한 추록이 제시되어 있

으며, 품질그룹 B 기기(예: 증기발생기(2차측) 및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배관 과 

밸브의 연결부)가 10 CFR 50.55a(c)의 예외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2.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표(I.1장 참조)에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속하지 않는 기기를 

KEPIC/ASME 코드 등급 2 혹은 3으로 적절히 분류하였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고

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원자

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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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지침”/10 CFR 50.55a를 만족한다. 이러한 기기들은 안전심사지침 3.2.2절에 

제시된 기기 품질등급 지침에 근거하여 품질그룹 B 혹은 C로 분류되고 

KEPIC/ASME 코드 등급 2 혹은 3로 건설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표에는 품질그

룹 B 및 C 기기에 대한 기기코드, 출판년도, 적용 가능한 추록이 제시되어 있다.

    검토자는 각각의 기기에 적용되는 기기 코드, 코드 출판년도와 추록을 검토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

용에 관한 지침”/10 CFR 50.55a 규정에 명시된 허용가능한 코드 및 추록 요건에 

따라 건설되는지 확인한다. 다른 안전관련 유체계통 기기에 대한 품질등급 검토는 

안전심사보고서 3.2.2절에서 수행한다. 

 3. 신청자가 제시한 내용은 KEPIC/ASME 코드 요건과 안전심사지침 3.2.2절에 기술된 

기기 품질등급분류에 관한 검토 지침을 만족한다. 따라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을 따르도록 규정

한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

한 규정”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

용에 관한 지침”

 4. KEPIC-MN, "원자력기계“

 5. 10 CFR 50.55a, "Codes and Standards."

 6. Regulatory Guide 1.26, "Quality Group Classifications and Standards for Water-, 

Steam-, and Radioactive-Waste-Containing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

 7. ASME Sec. III, Division 1,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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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2.1.2절 적용 가능한 코드 케이스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주관부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ASME 코드 케이스의 승인 여부를 검

토한다. 이 코드 케이스들은 KEPIC MN/ASME Code Sec. III를 적용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KEPIC MI/ASME Code Sec. XI 및 KEPIC MO/ASME OM Code에 적

용되는 코드 케이스에 대한 승인여부를 검토한다. 이 코드 케이스들에는 경수로형 원

자력발전소의 기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요구사항, 코드 대체요건 및 특별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검토연계분야

   적용 가능한 코드 케이스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비파괴시험과 관련한 코드 케이스는 안전심사지침 3.12절 및 3.13절의 결함평가 및 

용접과 관련된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에서 검토한다. 

 2. ASME Code Sec. III Division 2에 관련되는 코드 케이스는 안전심사지침 3.8.1절, 

3.8.3절, 3.8.5절과 관련된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에서 검토한다. KEPIC MOE/ 

ASME OM Code에 대한 코드 케이스는 안전심사지침 3.9.6절과 관련된 기기 성능 

및 시험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다. 

 3. 다른 코드 케이스에 대한 검토는 필요에 따라 다른 관련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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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의 규제요건을 따른다. 

 1.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 안전관련 

구조물·계통·기기는 수행하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

한 규정” :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관한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을 규정함.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

용에 관한 지침” :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으로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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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음 

Regulatory Guide(이하 "RG")가 사용된다. 

 1. RG 1.84, "Design, Fabrication, and Materials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Section III", 본 지침은 설계, 제작, 재료, 시험에 대한 ASME Code Sec. III, Div. 1 

코드 케이스의 허용가능 여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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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G 1.147, “Inservice Inspection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Section XI, 

Division 1”, 본 지침은 가동중검사에 관한 ASME Code Sec. XI 코드 케이스의 허

용가능 여부를 제시한다. 

 3. RG 1.192, "Operation and Maintenance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OM Code", 

본 지침은 ASME OM Code, 코드 케이스의 허용가능 여부를 제시한다. 

ASME Code Sec. III, Division 2와 관련된 코드 케이스는 RG 1.84, 1.147, 1.192에서 허용

하지 않거나 대안으로 사용되는 코드 케이스와 함께 다음 허용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제시된 코드 케이스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장하거나, 혹은

 2. 10 CFR 50.55a의 요건을 따르더라도 안전 및 품질수준은 높아지지 않는 반면 이례

적인 어려움이 발생된다. 

III. 검토절차

  검토절차는 각각의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을 기초로 한다. 이러한 허용기준을 벗어난 경

우,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체방안이 II장에 기술된 허용기준과 동등한지 검토한다. 

 1. 신청자가 제시한 KEPIC/ASME Code Sec. III Division 1 및 Division 2 기기들에 적

용된 ASME 코드 케이스에 대한 표가 RG 1.84, 1.147에서 허용가능한 지 검토한다. 

 2. ASME Code Sec. III, Division 2의 콘크리트 격납건물에 대한 코드 케이스는 사안별

로 검토한다.

 승인된 적이 없는 코드 케이스의 사용을 신청받은 경우, 검토주관부서는 그 코드 케

이스에 대한 검토를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수행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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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EPIC/ASME Code Sec. III, Division 1 기기 제작에 사용되는 코드 케이스는 원자력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와 RG 1.84, 1.147, 1.192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이 코드 케이스들의 요건을 따름으로써 기기의 품질수준이 안전기능의 중요

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유지되며,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요건을 만족시키므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

한 규정”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

용에 관한 지침” 

 4. KEPIC-MI, "원자력발전소 가동중검사“

 5. KEPIC-MN, "원자력기계“

 6. KEPIC-MO, "원전 가동중시험“

 7. 10 CFR 50.55a, "Codes and Standards."

 8. ASME Sec. III, Division 1,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9. Regulatory Guide 1.84, "Design, Fabrication, and Materials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Section III"

10. Regulatory Guide 1.147, "Inservice Inspection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Section XI, Division 1."

11. Regulatory Guide 1.192, "Operation and Maintenance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OM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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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2.2절 과압보호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출력운전중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대한 과압보호 기능은 과압보호밸브와 원자로보

호계통에 의해 수행되며, 기동 또는 정지중 저온운전시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대한 

과압보호 기능은 저온과압보호설비에 의해 수행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을 유지하는 부분과 이를 보조하는 기계적 기기로 원자로냉

각재압력경계를 형성하며 KEPIC MN “원자력기계”(또는 ASME Code Sec.III Div.1 

“Rules for Construction of Nuclear Facility Components”)의 범주에 포함되면 안전등

급 1로 설계하여야 한다. 정상 운전중에는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설계 압력을 초과하

지 않아야 한다. KEPIC(또는 ASME Code)에는 부적절한 비상노심냉각계통 작동과 같은 

예상운전과도사건시 설계 압력의 110%까지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소

외교류전원 상실과 같은 저빈도 사고시에는 설계 압력의 120%까지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 및 사고시 압력 상승 허용값은 사고의 빈도와 지속

시간을 근거로 평가를 수행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을 유지하는 부분과 이를 보조하는 기계적 기기로 원자로냉

각재압력경계를 형성하며 KEPIC MN “원자력기계”(또는 ASME Code Sec.III Div.1 

“Rules for Construction of Nuclear Facility Components”)의 범주에 포함되면 안전등

급 1로 설계하여야 한다. 정상 운전중에는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설계 압력을 초과하

지 않아야 한다. KEPIC(또는 ASME Code)에는 예상운전과도사건과 저빈도 사고시에는 

설계 압력의 일정비율만큼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 및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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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압력 상승 허용값은 사고의 빈도와 지속시간을 근거로 평가를 수행하여 승인 받아

야 한다.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과압을 초래하는 사고 시나리오 분석에 영향을 주는 추가적

인 고려 사항은 허가신청서에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이 허가신청 사항은 이 안전심사

지침에 기술된 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통 설계

검토자는 과압보호계통과 이에 딸린 부속계통 및 지원계통을 포함하여 다음의 관련 

설계 자료를 평가한다.

가. 출력 운전 상태에 대하여 1차계통의 가압기 과압보호밸브와 이들 밸브로부터 방출

탱크나 격납건물 대기까지의 배관, 그리고 2차 계통의 증기발생기 과압보호밸브를 

포함하여 검토한다. 가압경수로에 대한 기본 설계 개념과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대해 과압보호를 수행하는 계통, 부속계통 및 지원계통과 이들 계통에 채택된 기

기 및 계기 그리고 공정 및 계기 도면에 대하여 검토한다.

나. 발전소 저온운전(기동, 정지) 동안의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대한 과압보호에 대

해서는 과압보호에 사용되는 과압보호밸브와 이들 밸브로부터 방출탱크나 격납건

물 배수조까지의 배관, 충수 및 유출 계통, 그리고 원자로냉각재계통이 만수위일 

때 잔열제거계통이 운전될 수 있으면 잔열제거계통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가압경

수로에 대한 기본 설계 개념과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대해 과압보호를 수행하는 

계통, 부속계통 및 지원계통과 이들 계통에 채택된 기기 및 계기, 그리고 공정 및 

계기 도면에 대하여 검토한다.

2. 시험 및 검사

제출된 사용전 및 시운전 시험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3. 운영기술지침서

제출된 운영기술지침서의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에 대해 적합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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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이 절과 연계된 다른 안전심사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과압보호계통의 기기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에 대한 검토 (3.2.1 및 3.2.2)

2. 과압보호계통이 안전관련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담보하기 위한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계획 검토 (3.9.6)

3. 과압보호계통의 기기의 내진 및 동적 검증 검토 (3.10)

4. 과압보호계통의 기기의 환경검증 검토 (3.11)

5.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연계된 계통에 대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 최대압력에서의 건전

성 유지 능력에 대한 설계 검토 (3.12)

6.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및 원자로 용기에 대한 파괴 인성과 압력-온도 제한치 및 가

압 열충격 분석에 대한 검토 (5.2.3, 5.2.4, 5.3.1, 5.3.2)

7. 가압기 압력방출밸브로부터 방출되는 냉각재를 응축하고 냉각하는 방출탱크의 성능 

검토 (5.4.11)

8. 동력구동방출밸브와 차단밸브가 원자로냉각재 안전감압계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과

압으로부터 원자로압력경계를 보호하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동력구동방출밸브와 

차단밸브에 대한 설계 검토 (6.3)

9. 과압보호 기기의 자동 및 수동 작동을 위한 제어 및 계측 설비의 적합성 검토 (7.6)

10. 과압보호 기기가 주어진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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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전 및 시운전 시험계획 검토(14.2)

11. 운영기술지침서 검토 (16.0)

12. 품질보증 요건 검토 (17.5)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령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①항 : 원자로

냉각계통과 그와 관련된 보조계통·제어계통·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

도 동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여유도를 

가져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①항 : 원

자로냉각재압력경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

생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제작·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

 3. 원자로냉각재계통 과압보호밸브는 TMI 후속조치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Ⅱ.D.1 및 II.D.3를 만족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신청자는 이 심사 지침의 허용기준을 있는 그대로 만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해 제시된 설계 특성, 분석 기법 및 절차적 방법과 이 

심사지침의 허용기준 사이의 차이점을 도출하여 이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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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떻게 규제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1. 사용되는 재료는 적용이 허용된 KEPIC(또는 ASME Code) 등의 재료에 대한 품질 기

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출력운전에 대한 설계요건

  가. 원자로 출력운전 동안에 발전소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있다고 가정하여도 정상

운전중 과도상태에서 과압보호밸브의 작동을 배제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갖

도록 가압기를 설계하여야 한다. 압력방출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다.

1) 발전소는 허가된 노심 열출력 준위에서 운전되고 있다.

2) 모든 계통 및 노심 변수는 정상운전 범위 내에서 최대예상압력을 유발하는 

값에 있다.

3) 모든 장비, 계측 및 제어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나. 과압보호밸브는 원자로 정지를 수반한 가장 심각한 예상운전과도 동안에  

KEPIC(또는 ASME Code)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설계압력의 

110% 이내로 압력을 제한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정하여 발전소의 설계 및 운전에 있어서의 불확실도를 고

려한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1) 원자로는 가장 심각한 과압 과도상태를 유발하는 출력준위에서 운전되고 있다.

2) 모든 계통 및 노심 변수는 최대예상압력을 유발하는 운영기술지침서의 제한

치 및 불확실도를 포함한 정상운전범위 이내의 값이다.

3) 원자로 보호계통으로부터의 두 번째 안전등급 신호에 의해 원자로 정지가 발

생한다.

4) 방출 유량은 밸브의 각 형태에 대하여 KEPIC(또는 ASME Code)에서 정해진 

정격용량에 근거한다.

또한, 과압보호밸브는 원자로 정지를 수반한 가장 심각한 희귀빈도사고 동안에도 

KEPIC(또는 ASME Code)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설계압력의 

110% 이내로 압력을 제한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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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또는 ASME Code)의 요건에 따라 설계된 직접스프링장착형 안전밸브에 대

해서는 모두 작동된다고 가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직접스프링장착형  안전밸브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용 경험과 작동 원리 등을 근거로 직접스프링장

착형 안전밸브에 비하여 높은 작동 안정성 및 신뢰성을 갖지 않는다면 모두 작

동된다고 가정할 수 없다.

3. 저온과압계통은 본 안전심사지침에 첨부된 부록 5.2.2-1의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되

어야 한다. 저온과압계통은 부록 5.2.2-1의 규제입장 2에서 규정한 온도 이하에서의 

기동 및 정지 중에는 운전 가능해야 한다.

4. 설치된 상태에서 모든 설계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전 및 시운전 성

능 시험 및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압보호계통 및 저온과압보호계통에 대한 연속적인 계통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적절한 운전제한조건 및 가동중점검을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6. TMI 후속조치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Ⅱ.D.1 

및 II.D.3를 만족하여야 한다.

허용기준에 대한 기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①항은 원자로

냉각계통과 그와 관련된 보조계통·제어계통·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

도 동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여유도를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압보호계통은 과도분석을 통하여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를 허용가능한 압력내로 유지시킴을 보여야 한다. 동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가 과도현상중 손상될 가능성이 극히 적을 것이라는 것을 보

장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①항은 원자

로냉각재압력경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생확

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제작·설치 및 시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과압보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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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은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가 취성파괴 제한치 압력을 넘지 않도록 보호한다. 이를 

통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가 취성파괴에 의해 손상될 가능성이 극히 적을 것이

라는 것을 보장한다.

III. 검토절차

이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 것이다.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이 

확인되면 신청자가 제시한 방법이 II절의 요건을 어떻게 만족하는가를 평가한 신청 서

류를 검토한다.

1. 계통설계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 기준 및 배경과 예비 설계가 이 심사지침 II절의 

허용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최초 설계 기준 및 배경이 최종안전

성분석보고서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제시된 절차를 수행한다.

가. 출력운전중

 1) 1차 및 2차 계통과 방출배관의 압력보호밸브, 계측기 및 기타 장비의 갯수, 형태 

및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관 및 계기도면을 검토한다. 용량이 큰 가압기를 사

용한 가압경수로의 원자로냉각재계통에는 압력방출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과압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기기, 계기 또는 제어기의 모든 기능과 다른 계통과의 

연계성을 확인한다. 여기에는 격납건물 대기나 방출탱크와 같은 압력방출설비의 

방출 측에 연결된 배출구나 열분산 설비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능 또는 연계계통

에 의한 과압보호계통의 운전에 대한 영향을 확인한다.  

 3) 가압기 과압보호밸브와 주증기 과압보호밸브를 포함한 모든 과압보호계통 설비에 

대하여 방출 용량, 설정치 및 설정치의 허용오차를 확인한다. 

 4) 한 개 이상의 주증기 과압보호밸브가 운전불가능할 때 허용 출력이 보수적으로 결

정되었는지 확인한다. 또한 이 출력 제한이 적절하게 운영기술지침서에 반영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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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인한다.

 5) 과압 과도상태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원자로 정지신호와 정지신호 설정치 및 설정

치 허용오차 등을 확인한다. 과압 과도중 최악의 조건에서 두 번째 정지신호가 설

치된 과압보호계통 및 설비와 함께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6)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에서 해석된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압력증가를 초래하는 

모든 과도상태를 검토한다. 예상되는 최고압력을 확인하고, 해석에 사용된 운전조

건 및 설정치가 충분히 보수적인지 확인한다.

 7) 냉각재 수위를 증가시키는 사고 완화에 비안전등급 압력방출밸브가 사용되지 않았

음을 확인한다. 또한 원자로냉각재 수위 증가로 인하여 가압기가 완전히 충수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나. 저온운전중

 1) 1차 계통의 압력보호밸브, 방출배관 및 계측기와 연관계통의 기타 기기의 갯수, 형

태 및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관 및 계기도면을 검토한다. 

 2) 저온운전중 과압보호 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충수 및 유출수 계통 또는 잔열제거계

통의 고장 영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3) 저온과압보호에 사용되도록 설계된 모든 과압보호밸브에 대하여 방출 용량, 설정

치 및 설정치의 허용오차를 확인한다. 

 4) 저온 운전을 위한 계통 분석에 사용되는 관련 산업 기술기준과 등급을 확인한다. 발

전소 초기조건과 계통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에 사용된 가정이 적합함을 확인한다. 

필요시 이러한 조건, 변수 및 특성의 변화에 대한 계통 성능의 민감도 분석 결과를 

확인한다. 

2. 시험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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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압보호계통은 시험 가능하여야 하며 KEPIC(또는 

ASME Code) 요건에 따라 시험을 계획하여야 한다.

3. 운영기술지침서

운영기술지침서에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이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가. 보수 및 유지관리로 인하여 계통의 부품이 운전 불가능한 기간에 대하여 제시된 

조치사항 및 조치 제한시간을 포함한 운전제한조건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나. 주기점검 시험의 빈도 및 범위가 적합함을 확인한다.

다. 저온과압보호계통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 내용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라. 압력-온도 제한 보고서가 적합하고 운영기술지침서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를 수행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과압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과도상태 동안 가장 심각한 과도상태에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를 과압으로부터 보호하고 원자로의 압력을 제한한다. 과압보호는 과압보호밸

브에 의해 이루어지며, 과압보호밸브는 가압기로부터 공통배관을 통하여 가압기 방출

탱크나 격납건물 대기로 방출한다. 1차측 과압보호밸브와 대형 가압기는 2차측 증기발

생기 과압보호밸브 및 원자로 보호계통과 연계하여 정상 열제거원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의 과압에 대해서도 1차계통을 보호한다. 

최악의 과도상태 이후 1차 계통의 첨두 압력은 비안전등급 방출계통의 기여 없이 

KEPIC(또는 ASME Code)의 허용치(설계 압력의 110%) 이내로 제한된다. (    )원자력발

전소 (  )호기는 설계조건(정격출력의    %)에서 운전되다가 긴급 정지한다고 가정하

였다. 원자로 용기의 하단에서의 계산된 압력은 (  )kPag(psig)로서, 허용치(용기 설계압

력의 110% )인 (  )kPag(psig)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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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의 저온 운전중 과압보호는 (  )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부록 5.2.2-1의 지침을 적

용하였다. 

또한 TMI 후속조치사항인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의 II.D.1 및 II.D.3의 권고사항이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및 제22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고시”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3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

용에 관한 지침 고시”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4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고시”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8호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고

시”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3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

한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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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2.3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재료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안전심사지침에서는 5.3.1절 “원자로 용기 재료”에서 다루고 있는 원자로 압력

용기를 제외한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재료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재료시방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각 기기(예: 용기, 배관, 펌프, 밸브)에 사용되는 용

접 재료를 포함한 압력유지 페라이트계 재료, 비철금속 및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시방서를 검토하며 또한 이들 재료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2. 원자로 냉각재와의 적합성

원자로 냉각재에 포함된 불순물에 의한 일반부식 및 응력부식균열은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원자로 냉각재의 수화학과 부식을 제

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억제제와 같은 첨가제는 안전심사지침 9.3.4절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검토한다. 

원자로 냉각재, 오염물질, 방사선분해 생성물질과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에 

사용되는 구조재 사이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원자로 냉각재와 접촉하는 페라이트

계 저합금강과 탄소강의 부식 정도를 검토한다.

예민화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과 Ni-Cr-Fe 합금의 사용 가능성을 검

토한다. 일부 Ni-Cr-Fe 합금의 1차수 응력부식균열 때문에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

계에 Ni-Cr-Fe 합금을 사용하는 것은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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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페라이트계 재료의 제작 및 공정

가.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압력유지 기기에 사용된 페라이트계 재료의 파괴인

성을 검토한다.

압력을 유지하는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기기(예: 용기, 펌프, 밸브, 배관)의 

모든 페라이트계 재료에 대해 실시한 파괴인성 시험을 검토한다. 샤르피 V-노

치 충격시험 및 낙중시험에 이용된 시험절차서를 검토한다.

재료의 파괴인성은 기준무연성천이온도인 RTNDT에 의해 특성지어 진다. 이 

온도는, 낙중시험의 무연성온도와,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값이 68 J (50 

ft-lbs)이며 횡팽창이 0.89 ㎜(35 mils)인 온도에서 33.5 ℃(60 ℉)를 뺀 값 중에

서 큰 값이다.

나. 페라이트계 강의 용접 관리를 검토한다.

1) 적절한 관리를 하면 저합금강의 용접 품질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비드(bead) 아래 부위와 열영향부위(heat affected zone)에서 발생하기 쉬운  

저온균열과 재열균열은 다른 용접변수를 관리하고, 용접부의 예열온도를 적

절히 유지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다. 최저 예열온도 및 최고 층간온도를 검

토한다.

2) 경험상, 일반 제작 조건에서 저합금강 또는 탄소강 기기들에 대한 용접 자격

을 갖춘 용접사도 용접부위 접근에 제한이 있을 경우 용접 품질이 불만족스

러울 수도 있다. 최종조립에서 기기 부품을 용접하거나 용접 도중 다른 인접

한 기기 또는 구조물 때문에 용접사가 용접하기 용이한 위치를 확보하기 어

려운 곳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 접근성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페라이트

계 기기의 용접 접근성이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3) 스테인리스강으로 피복된 저합금강 기기에 피복하부 균열의 발생이 제한되도

록 관리해야 한다. 과도한 열을 발생시키며 모재 재질을 조대화하는 용접절차

는 강의 피복하부 균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수들을 검토한다.

다. 원자력발전소의 KEPIC-MN 등급 1 기기들에서 사용되는 이음매 없는 페라이트

계 단련 관 제품(ferritic wrought seamless tubular products)에 대한 비파괴검

사 요건은 KEPIC-MNB 2550에서 MNB 2570에 기술되어 있다. 규정된 비파괴 

검사 방법을 검토한다.

 

4.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제작 및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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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제품 형태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

계내 압력 유지 기기 제작에 사용된다. AISI Type 304 및 316을 포함한 비안정화

(unstabilized)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스테

인리스강들은 어떤 환경에 노출될 때 응력부식균열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재료

의 심한 예민화(sensitization)를 피하고, 응력부식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오염물질

에 스테인리스강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기 제작 및 원자로 건설의 

모든 단계에서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 예민화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 약 430℃～820℃ (800℉～1500℉) 범

위의 온도에 노출될 때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있는 크롬탄화물이 결

정립계에 석출하는 것에 기인한다. 탄소 함량 및 노출 시간의 증가에 따라 결

정립계에서 크롬탄화물의 석출이 증가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예민화된 스테인리

스강 기기들에서 응력부식균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테인리스강의 사

용 및 공정의 관리가 필요하다.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은 예민화 되지 않은 용

체화처리(solution heat treated)한 스테인리스강 보다 응력부식균열이 훨씬 더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 시험자료 및 사용 경험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분야를 검토한다.

- 스테인리스강의 용체화처리에 대한 요건

- 용접 방법, 입열량, 층간온도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 용접시 예민화의 방지계

획

- 비안정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 사용 중에 입계부식(inter granular 

attack)을 쉽게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재료 검사계획 설명서

나. 응력부식균열을 피하기 위하여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 할로겐 및 할

로겐 함유 화합물(예: 형틀 윤활유(die lubricant), 표식용 화합물(marking 

compounds), 마스킹테이프(masking tape))에 오염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한

다. 기기 및 계통의 제작, 운송, 저장, 건설, 시험, 운전동안 응력부식균열을 초

래할 수 있는 오염 물질로부터 재료들을 보호하고 세정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

한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대한 연마 등 연삭작업에 대하여 

오염 가능성 및 과도한 냉간가공 효과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오스테나

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 공정에 사용된 피클링(pickling)에 대해 검토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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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된 재료를 피클링하는 경우 이에 부과되는 제한조건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항복강도 상한치(upper limit)를 검토한다.

다. 예민화 여부와 무관하게,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응력부식을 받기 쉬

우므로, 균열을 조장시키는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종종 단열재가 스

테인리스강 배관 및 기기의 근처에 또는 직접 접촉되도록 설치되는데 단열재

에 있는 오염물질이 유출 또는 누설된 액체에 용해되어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침적될 수도 있다. 비금속 단열재 사용 관리를 검토한다.

라. 용접금속 성분이나 용접절차가 적절히 조절되지 않으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

인리스강은 용접하는 동안 고온균열(미세균열(microfissuring))이 생기기 쉽다. 

이렇게 형성된 균열은 크기가 작으며 비파괴검사로 탐지하기 어려우므로, 고온

균열의 형성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용접공정, 용접금속 성분, 델타페라이트(delta 

ferrite) 함유량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안된 용접 공정, 용접금속 성분, 용접금

속의 시험 및 델타 페라이트 함유량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경험상, 일반 제작 조건에서 스테인리스강 기기에 대한 용접 자격을 갖춘 용

접사도 용접부위 접근에 제한이 있을 경우 용접 품질이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

다. 최종조립에서 기기 부품을 용접하거나 용접 도중 다른 인접한 기기 또는 

구조물 때문에 용접사가 용접하기 용이한 위치를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 용

접작업을 할 때, 접근성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 기기의 용접 접근성이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마. 원자력발전소 기기에 사용되는 이음매없는 단련 관 제품(wrought seamless 

tubular product)에 대한 비파괴검사 요건이 KEPIC-MNB 2550에서 NB 2570까

지 기술되어 있다.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에 사용된 관 제품에 적용되는 비파

괴검사 기술, 또는 1.896MPa(275psig)를 초과하는 압력조건이나, 93℃(200℉)를 

초과하는 온도조건에 대해 설계된 안전성 관련 KEPIC-MN 등급 1 계통에 적용

되는 비파괴검사 기술은 결함의 모양, 방향, 위치에 관계없이 허용기준을 넘는 

결함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관 제품의 검사에 사용된 비파괴 검사 절차를 

검토한다.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에 대한 가동중 검사 요건은 안전심사지침 

5.2.4절,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가동중 시험 및 검사"에 기술되어 있다.

바. 주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를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에 사용할 

경우 설계수명기간 동안에 열취화에 견디도록 재료의 파괴인성과 용접 관리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주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용접부는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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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상검사가 어려우므로 검사의 적합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재료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볼트와 나사 고정구의 건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

사지침 3.1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재료의 부식 관리 및 적합성과 관련하여, 원자로 냉각재 

수화학 및 억제제와 같은 첨가제를 포함한 수화학 관리의 적합성은 안전심사지침 

9.3.4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3. 누적된 원자로 운전환경의 영향 및 누적사용계수(cumulative usage factor) 효과와 

관련하여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재료 설계피로곡선의 적합성을 포함한 기기 및 

그 지지물의 구조적 건전성 설계의 적합성은 안전심사지침 3.9.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4.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에 사용된 재료와 용접부의 결함을 조기에 탐상하여 적절

히 평가할 수 있도록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가동중 검사 요건과 검사 및 시험 

기술은 안전심사지침 5.2.4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5. 품질보증계획은 안전심사지침 17장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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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2. 환경조건에 대한 기기의 적합성과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생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제작․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4. 원자력발전소내 재료 세정 관리와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취급․저장 및 운송”

5.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파괴인성시험과 파괴인성에 대한 허용기준과 관련된 10 

CFR 50, Appendix G

6.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에 적용할 수 있는 품질기준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고

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제2013-8

호 ,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및 제

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재료시방



제5.2.3절                                                     개정 4 - 2014. 12- 7 -

재료시방과 관련하여 안전등급 및 규격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요건은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적용 규정을 따르고 RG 1.84, 

“Design, Fabrication, and Materials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Sec. Ⅲ”에 

기술된 재료에 대한 적용사례를 따름으로써 만족된다. 허용된 재료에 대한 시방

은 KEPIC-MNZ의 부록 I 또는 MDF, MDN, MDW에서 확인할 수 있다. RG 1.84는 

허용가능한 적용사례와 경수로형 원전에의 적용지침이 기술되어 있다.

2. 원자로 냉각재 재료의 적합성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

준”의 요건은 KEPIC-MN의 규정과 RG 1.44,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의 사용 관

리”의 권고사항을 따름으로써 만족된다. 많은 주요 압력유지 기기들에 사용되는 

페라이트계 저합금강과 탄소강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으로 피복되어 있

다. 피복재가 사용되지 않으면, KEPIC-MNB 3121, “부식”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탄소강 및 저합금강의 모든 노출된 표면에 대한 보수적인 부식 허용치가 제시되

어야 한다.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기기에 사용되는 AISI Type 3xx 계열의 비안정화

(unstabilized)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RG 1.44,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

의 사용 관리”의 권고사항을 따라야 한다. 허용된 시험을 통하여 재료가 예민화

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3. 페라이트계 재료의 제작 및 공정

가. 파괴인성에 대한 허용기준은 10 CFR 50, Appendix G “파괴인성 요건”이다. 

이 기준은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파괴예방과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10 

CFR 50, Appendix G는 페라이트계 재료로 만들어진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기기가 계통 수압시험이나 예상운전과도를 포함하는 모든 정상운전상태에서도 

파괴인성에 대한 요건을 만족할 것을 요구한다.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으로 

얻어지는 흡수에너지 및 횡팽창은 KEPIC-MNB 2300의 허용기준 및 10 CFR 

50, Appendix G의 IV.A.2 및 IV.A.3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만족시켜야 한다.

1) 볼트 재료를 제외한 배관(예: 파이프, 튜브, 피팅(fitting)), 펌프, 밸브 재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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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MNB 2331 또는 MNB 2332와 MNZ의 부록 G, G 3100의 요건을 만족

시켜야 한다. 배관,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값은 

KEPIC-MNB 2332(a)-1에 명시되어 있다.

2) 충격시험이 필요한 볼트 재료는 KEPIC-MNB-2333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

다.

3) 계기 및 장비의 보정은 KEPIC-MNB 2360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원자로 용기의 파괴인성에 대한 특별 허용요건은 안전심사지침 5.3.1절, “원자로 

용기 재료”에 주어져 있다.

나. 페라이트계 강 용접 관리에 대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

조, “안전등급 및 규격”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

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제2013-8호 , “전력산업기술기준

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및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의 품질기준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예열온도는 KEPIC-MNZ의 부록 D, D 1210의 요건을 따라야하며, RG 1.50, 

“저합금강 용접에 대한 예열온도 관리”의 규제입장으로 보완하여 적용한

다. 예열온도 관리에 대한 추가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용접절차 인정에서는 최소 예열온도 및 최대 층간온도를 규정할 것과 최

소 예열온도에서 용접공정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작 용접시

에는 용접후열처리가 수행될 때까지 예열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나) 제작 용접시, 예열 및 층간온도가 유지되는지를 감시하여야 한다. 위의 

기준이 만족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된다.

2) RG 1.34, “일렉트로슬래그 용접 특성 관리”에는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에 대

한 허용기준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은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기기의 제작에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3) RG 1.71,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의 용접사 자격”에는 용접사 자

격 재인정에 대한 기준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있다.

제작 용접시의 접근상태가 용접부로부터 어떤 방향으로도 30～35 cm (1

2～14 inch) 보다 작을 때, 기량 인정을 위하여 용접사에 대한 시험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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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접근 제한 상태가 달라지거나 KEPIC-MQ “용접”에 기술된 필

수변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격의 재인정이 요구된다.

완료된 용접부에 대하여 100% 방사선 투과검사 그리고/또는 초음파 탐상

검사가 수행된다면 용접사 또는 자동용접사의 자격 인정이 필요치 않을 수

도 있다. 검사절차 및 허용기준은 KEPIC-MN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완

료된 용접에 대한 품질보증 서류의 한 부분으로 검사보고서의 기록 및 방사

선 투과사진은 보관되어야 한다.

4) RG 1.43, “저합금강 기기들에 대한 스테인리스강 용접피복 관리”에는 스테

인리스강으로 피복된 안전성 관련 저합금강 기기에 피복하부 균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기술되어 있다. 피복하부 균열이 발생되기 쉬운 재료

는 고입열 용접절차에 의한 피복 용접을 하지 않으며, 피복하부 균열이 발생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페라이트계 강 관 제품의 비파괴검사는 KEPIC-MN의 규정을 따름으로써, 품질

기준과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

별 규격에 관한 규정”, 제2013-8호 ,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

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및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의 요건이 만족된다. 허용기준은 KEPIC-MNB 2550에서 MNB 2570까지 

기술되어 있다.

4.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제작 및 공정

가. 환경조건에 대한 기기의 적합성과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예민화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오스테

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서 예민화를 방지하기 위한 시험, 합금성분, 열처리에 

대한 허용기준이 RG 1.44,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의 사용관리”에 기술되어 

있다. 또한, RG 1.44에는 ASTM A-262 Practice A 또는 E의 시험방법과 같은 

비예민화를 입증할 수 있는 시험을 포함하는 제작 용접에 적용되는 용접절차

의 인정 방법과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비예민화 입증 방법이 기술되

어 있다. 비예민화를 입증할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이미 허용된 다른 시험방법

에는 ASTM A-708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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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조건에 대한 기기의 적합성과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응력부식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부

가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치에는 오염의 방지, 세정, 항복강도의 

상한치에 대한 허용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응력부식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RG 1.44에 기술되어 있다. 응력부식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오염물질들

로부터 재료를 청정하게 하고 보호하는데 요구되는 허용기준이 이 RG에 기술

되어 있다. 이미 제작된 스테인리스강에 대해서는 피클링(acid pickling)을 피해

야 한다. 필요한 피클링은 적절한 관리하에서만 수행한다. 예민화된 스테인리

스강에는 피클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설치시에 마감면을 마지막으로 세정할 때 사용하는 물의 품질은 RG 1.37, 

“수냉각 원자력 발전소의 유체 계통 및 소속 기기들에 대한 품질보증 요건”

을 따른다. 환기가 되는 탱크에 보관된 탈이온 또는 탈염된 물이 마감면을 마

지막으로 세정하기 위한 물로 적합하다. 물의 산소 함유량은 조절할 필요가 없

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표면의 연삭 작업 관리는 최소한 RG 1.37 규

제방안 C5에 기술된 관리 방법과 최소한 동일하게 하여 응력부식균열을 유발

시키는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입계 또는 응력부식균열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이전 사용으로 그런 물질로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공구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표면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실험실에서의 응력부식 시험과 운전경험으로 볼 때,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에 사용되는 냉간가공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항복강도는 620 MPa 

(90,000 psi)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파손방지와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요건은 RG 1.36 “오스테나이트

계 스테인리스강의 비금속 단열재”에 근거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및 단열재와의 적합성에 대한 허용기준을 따름으로써 만족될 수 있다. 오스테

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과 단열재의 적합성은 단열재의 형태에 좌우된다. 반사

체형 금속 단열재 또는 RG 1.36,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비금

속 단열재”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비금속 단열재를 사용한다. 스테인리스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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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비금속 단열재에 대한 허용기준은 단열재 내에 있는 용출 가능한 오

염물질의 수준에 근거를 두며 RG 1.36의 C.2.b 및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라. NUREG-0313과 RG 1.31, 1.34, 1.71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

인리스강의 용접 관리에 대한 허용기준을 따름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제2013-8

호 ,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및 제

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의 품질기준 요건을 만

족할 수 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델타페라이트 양에 대한 허용기준은 

RG 1.31, “스테인리스강 용접금속에 있는 페라이트 함유량 관리”에 기술되

어 있다. 이 허용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1) 용가재(filler metal)의 델타페라이트 함유량

2) 페라이트 측정

3) 계측(instrumentation)

4) 시험 결과의 허용 여부

5) 용접 패드(weld pad)를 이용한 입증 시험에 대한 서류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에 대한 허용기준은  

RG 1.34,  “일렉트로슬래그 용접 특성관리”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일렉트

로슬래그 용접은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기기의 제작에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용접사의 재인정에 대한 기준이 RG 1.71,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지역에 대

한 용접사 자격”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1) 제작 용접시 접근 상태가 용접부로부터 어떤 방향으로도 30～35 cm(12～

14  inch) 보다 작을 때, 기량 인정을 위하여 용접사에 대한 시험이 요구

된다.

2) 접근 제한 상태가 달라지거나 KEPIC-MQ “용접”에 기술된 필수변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격의 재인정이 요구된다.

마.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관 제품의 비파괴검사는 KEPIC-MN의 적용 가능

한 규정을 따름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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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및 규격“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

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제2013-8호 ,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

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및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

사에 관한 규정”의 요건이 만족된다. 허용기준은 KEPIC-MNB 2550에서 MNB 

2570까지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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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재료시방

각 주요 압력보유 기기 또는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에 대한 재료시방을 

KEPIC-MD, MN에서 허용하는 시방과 RG 1.84에 있는 재료에 대한 적용사례와 비

교한다.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재료시방에 대한 예외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그 

근거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예외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이전의 사례를 고려하여, 

제안된 예외가 허용될 수 있는지 판정한다.

NUREG-1823 및 NRC Generic Letter 97-01에 기술된 바와 같이, 운전경험을 

보면 일부 Ni-Cr-Fe 합금(예: Alloy 600 및 관련 용접재인 Alloy 82/182 재료)은 

응력부식균열에 민감하다. PWR의 원자로 상부헤드(관통 노즐 포함)에 대한 임시 

검사 요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NRC Order EA-03-009가 제정되었다. Alloy 690 및 

관련 용접재인 Alloy 52/152 재료는 기존의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에 사용되었던 

Alloy 600에 비하여 부식 저항성이 개선된 것이다. Ni-Cr-Fe 합금이 원자로 냉각

재 압력경계에 사용되어야 한다면 Alloy 690 재료가 바람직하다. 만약 Alloy 600 

재료를 사용한다고 제시되어 있다면, 원자로 냉각재에 노출되는 것과 같은 예상

되는 환경조건에서 Alloy 600 재료 사용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주는 기술적인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검토자는 운전경험 

및 운전조건에 기초하여 강화된 검사 요건이 적합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

여야 한다. 특히 모든 원자로 냉각재 환경조건에서의 Ni-Cr-Fe 합금의 부식 및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에 초점을 두어 검토하여야 한다.

주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을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에 사용할 때는 

원자로 냉각재 운전온도와 같이 예상되는 환경조건하에서 설계수명기간동안 그 건

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파괴인성을 갖는 재료특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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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 냉각재와의 적합성

각 검토단계에서 제출되는 다음의 자료를 검토한다.

가. 건설허가 검토단계

1) 운전 중 재료가 노출될 수 있는 원자로 냉각재, 오염물질, 방사선분해 생성물

에 대한 재료의 적합성을 기술한 설명과 원자로 냉각재에 노출되는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내의 기기 재료에 대한 목록

2)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제작 재료의 목록과 외부 단열재에 대한 재료의 적

합성을 기술한 설명과 냉각재 누설시 주위 환경에 대한 재료의 적합성을 기

술한 설명

3) 염화물 및 불화물 이온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테인리스강 기기

에 취해진 제작 및 세정 관리

나. 운영허가 검토단계

1)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출기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III.2.가.항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

3. 페라이트계 재료의 제작 및 공정

가. II.3.가.항에 언급된 허용기준을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괴인성 시험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다. 샤르피 V-노치 충격 및 낙중시험이 포함된다. 시험내용

을 검토하고 시험편의 위치와 방향을 검토한다. 본 안전심사지침 II.3.가.3)항에 

있는 허용기준을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기 및 장비의 보정에 관한 자료

를 검토한다.

파괴인성 시험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KEPIC-MNB 2300 및 MNZ의 부록 G와 

10 CFR 50, Appendix G 요건에 따라 이 시험이 수행된다는 것을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KEPIC-MNB 2300에 기술된 10 CFR 50, 

Appendix G에서 요구하는 충격시험이 완전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나. 페라이트계 강에 대한 용접 관리를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1) 본 안전심사지침 II.3.나.1)항에 있는 허용기준을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저

합금강 용접에 대한 예열 온도의 관리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다.

2) KEPIC-MN에서는 KEPIC-MQ, “용접”의 요건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그 요

건중 하나는 제작 용접에 대한 용접사 자격인정이다. 그러나 실제 용접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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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는 공간의 제한성을 모사한 조건하에서 용접사에 대한 자격인정을 수행

함으로써 직접적인 육체적, 시각적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에서의 용접이 만족

스럽게 수행될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KEPIC-MQ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RG 1.71,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곳에 대한 용접사 자격”에는 

KEPIC-MQ를 보완할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본 안전심사지침 II.3.나.3)항에 있

는 허용기준을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다.

3)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으로 피복 용접할 때 저합금강 피복 하부에 발

생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와 관련하여, 본 안전심사지침 II.3.나.4)항

에 있는 허용기준을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

토한다.

다. 페라이트계 관 제품 검사에 대한 초음파 탐상검사 방법이 KEPIC-M NB 2550에

서 MNB 2570까지 명시되어 있다.

4.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제작 및 공정

가. 다음 사항에 대해 본 안전심사지침 II.4.가.항에 기술된 허용기준을 따르는지를 

검토한다.

1) 냉각 속도, 담금질액(quenching media)를 포함하는 용체화처리 공정의 적절한 

단계

2) RG 1.44에 기술된 바와 같은 용접중 예민화를 막기 위한 방법

3) RG 1.44에 기술된 바와 같은 예민화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수단.

위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나. 본 안전심사지침 II.4.나.항에 있는 허용기준을 따르는지를 다음과 같이 검토한

다. 응력부식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오염물질에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기 제작 및 원자로 건설의 모든 단계 

동안에 공정관리가 실시됨을 확인한다. 고온처리 및 수압시험 이전 단계에서 

모든 세정 용액, 가공 화합물(processing compound), 탈지제(degreasing agent), 

다른 이물질을 기기 표면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확인한다. 예민화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피클링이 방지되었음과, 설치하는 동안 마감면

을 세정할 때 사용한 수질이 이 지침 II.4.나 항에 있는 허용기준을 따르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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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연마 작업에 대한 관리 수단을 검토하고 응

력부식균열을 일으키는 오염을 방지하고 냉간작업이 최소화되어 있는지를 확

인한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 과도하게 냉간가공되면 응력부식균열에 취

약하게 되기 때문에, 본 안전심사지침 5.2.3절의 II.4.나.항에 있는 허용기준에 

따라 항복강도에 상한치가 주어졌는지를 확인한다.

다. 단열재 종류를 결정하고, 기기 제작에 사용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단열재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다.

적합성 여부는 반사체형 금속 단열재의 사용과는 무관하며 주로 비금속 단

열재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 사용된 모든 재료가 본 안전심사지침 II.4.항의 허

용기준을 따르는지를 검토한다. RG 1.36에 상응하는 방법에 따라 재료가 화학

분석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용출되는 오염물질의 수준이 단열재 사용으로 

인한 스테인리스강의 응력부식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임을 확인한다.

라.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델타페라이트 관리에 관한 사항이 본 

안전심사지침 II.4.라.항의 허용기준을 따르는지를 검토한다. 용가재에 대한 적

절한 시험이 수행되었고 재료시험 성적서(CMTR)를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신청

자의 프로그램이 RG 1.31에 기술된 규제입장 및 II.4.라항에 규정된 보다 엄격

한 기준을 따르는지를 확인한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대해,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

시, 용접사 자격인정에 대한 검토는 본 안전심사지침 III.3.나.3) 항에 기술된 페

라이트계 강에 대한 것과 같다.

마.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관 제품의 비파괴시험에 대한 검토

는 본 안전심사지침 III.3.다.항에서 기술한 페라이트계 제품에 대한 것과 같으

며, 허용기준은 본 안전심사지침 II.4.마.항에 기술되어 있다.

바. 주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원자로 냉각재 온도에서의 열취화에 민

감하다. 따라서 주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대체 재료를 검토하여 원

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재료에 주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사용을 제

한하여야 한다. 주조 재료가 사용될 때 재료가 받게 될 온도 범위와 재료의 페

라이트 양을 특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안된 재료의 특성과 제조 방법이 원전

의 설계수명기간 동안에 충분한 파괴인성을 확보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용접부를 갖는 주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를 가동전 검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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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중 검사할 때 초음파 탐상검사 기법을 사용한 검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

여야 한다.

5. 일반사항

만약 안전성분석보고서나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에 있는 자료가 적절한 허용기

준을 만족시키지 않거나, 또는 제출된 자료가 허용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입증

하기에 부적절하다면, 추가 자료를 요구한다. 이때, 필요한 추가 자료와 함께 안전

성분석보고서나 운영기술지침서에 필요한 변경사항도 함께 요구한다. 이 요청에 

대한 응답 자료가 해당 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지를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기기 제작에 사용된 재료는 그 시방을 확인하였으며 

KEPIC-MN의 요건을 따르고 있다. 재료시방에 대한 위 전력산업기술기준의 규정을 따

름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와 원

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

정”, 제2013-8호 ,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및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의 품질기준 요건을 만족

시키고 있다.

원자로 냉각재에 노출된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재료들을 확인하였으며, 모든 재

료는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화학적으로 관리되는 원자로 냉각재와 적합하다. 이 적합

성은 많은 시험을 통하여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임으로써 입증되었다. 이것은 또한 RG 

1.44의 권고를 따르고 있다. 피복되지 않은 탄소강 및 저합금강을 제외한 모든 재료의 

일반 부식은 무시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들에 대해서, KEPIC-MN 요건에 따라 모든 

노출된 표면에 대하여 보수적인 부식 허용치가 주어져 있다. 적합성에 대한 위의 입증

과 전력산업기술기준의 규정을 만족시킴으로써, 환경조건에 대한 기기의 적합성과 관

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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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재료는 사용된 단열재에 대하여 적합하며 RG 1.36, “오스

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비금속 단열재”의 권고를 따르고 있다. 위의 권고를 

따름으로써,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생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제작․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페라이트계 강 관 제품과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관 제품은 KEPIC-MN의 규

정에 따른 비파괴 시험에 의해 허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제2013-8호 , “전력산업기술

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및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

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의 품질기준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전력산업기술기준 및 10 CFR 50, Appendix G 에서 요구하고 있는 파괴인성 시험은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내의 모든 압력보유 기기가 비연성 거동(nonductile behavior)

이나 급격한 균열의 전파에 대한 적절한 안전여유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공하고 

있다. 안전 운전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행된 파괴인성 시험의 결과와 KEPIC-MNZ

의 부록 G의 적용은 운전, 시험, 보수, 가상사고 상태 동안에 적절한 안전여유도를 제

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따름으로써,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는 비정상 누설

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생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제작․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

력경계“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페라이트계 강 용접의 용접 예열온도에 관한 관리 방법은 RG 1.50, “저합금강 용

접에 대한 예열온도 관리” 또는 검토자가 대안으로서 이미 승인한 주계약자(Vendor)

의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따른다. 상기 관리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저합금

강으로 만들어진 기기의 제작 중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있으며, 용접부

위에 남아있는 잔류응력으로 인한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관리 

방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와 원자

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

정”, 제2013-8호 ,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및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의 품질기준 요건을 만족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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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곳에서의 페라이트계 강 용접에 대한 관리 방법은 RG  1.71,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곳에 대한 용접사 자격”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으며, 용접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용접사 재인정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장하였다. 이 관리 방법은 

또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와 원자력

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제2013-8호 ,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및 제

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의 품질기준 요건을 만족시켰

다. 저합금강 기기에서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피복 용접에 취해진 관리 방법

은 RG 1.43, "저합금강 기기에서의 스테인리스강 용접 피복에 대한 관리 방법"의 권고

사항을 따랐다. 이 관리 방법은 피복하부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용접이 제한될 것이

라는 확신을 제공하였다. 이 관리 방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

조, “안전등급 및 규격“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

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제2013-8호 ,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및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

정”의 품질기준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기기들의 응력부

식균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법은 냉간가공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의 항복강도를 최고 620 MPa(90,000 psi)로 제한하며 RG 1.44, “예민화 스테인리스강

의 사용에 대한 관리”와 RG 1.37, “수냉각 원자력발전소 유체계통 및 관련 기기의 

세정에 대한 품질보증 요건”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다. 과도한 항복강도, 예민화 및 

오염을 막기 위하여 재료 선정, 제작, 검사 및 보관하는 기간동안에 취해지는 위의 권

고사항에 따른 관리 방법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기기들이 운전중 응력부식균열에 대한 취약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

을 제공하고 있다. 이 관리 방법은 환경조건에 대한 기기의 적합성과 관련된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과 원

자로 냉각재 압력경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생

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제작․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에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을 용접하는 동안에 취해

진 관리 방법은 RG 1.31, “스테인리스강 용접금속의 페라이트 함유량 관리”  RG 

1.71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은 관리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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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기기들의 용접부에서 용접 시 미세균열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높은 구조적 

건전성을 가질 것이라는 보장을 하고 있다. 이 관리 방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제2013-8호 , “전력산업기술

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및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

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의 품질기준 요건을 만족시키며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생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
제작․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

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주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을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에 사용할 때는 원자

로 냉각재 운전온도와 같이 예상되는 환경조건하에서 설계수명기간동안 그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파괴인성을 갖는 재료특성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따라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제2013-8호 , “전

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및 제2012-10호, “원자로

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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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2.4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가동중검사 및 시험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41조 및 제63조는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를 구성하는 기기들의 구조적 건전성과 누설 밀봉을 수명기간동안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따른 검사와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가동중검사(Inservice Inspection, ISI) 계획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검사에 관한 규정” 및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

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또는 이에 상응하는 ASME Sec. XI 

및 미국 10CFR50.55a의 요건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가동중검사(ISI)에는 KEPIC-MN, 

MNB-5280(가동전비파괴검사)요건에서 규정된 발전소 초기 시운전 이전의 가동전검사

(Preservice Examination)가 포함된다.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를 구성하는 기기의 가동중검사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검토한다. 

  1. 검사대상 계통의 범위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코드등급 1 기기로 구성된 부분(단, 증기발생기 세관 제

외)에 대한 가동중검사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2. 접근성

    KEPIC-MI 적용대상 기기의 접근성에 대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관련된 기

술내용을 검토한다. 또한, 검사원이 접근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방사선 지역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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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원격 접근 장비를 검토한다.

  3. 검사범주 및 방법

     KEPIC-MI MIA, "일반요건" 및 MIB, "1등급 기기"에 관련된 기술내용을 검토한다.

  4. 검사주기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와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된 검사계획을 검토

한다. 또한, 핵연료재장전 보수 정지(Refueling Outage)기간과 같은 주기적인 검사

기간 동안에 수행되는 검사를 검토한다.

  5. 검사결과의 평가

가. 가동중검사시 검출된 구조적 결함 지시에 대해 제안된 평가 방법을 검토한다.

나. 가동중검사시 검출된 허용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을 가진 기기에 대해 제안된 

보수 절차를 검토한다.

  6. 계통압력시험

    KEPIC 코드등급 1 기기의 계통압력시험에 관한 기술내용을 검토한다.

  7. 코드면제

    KEPIC MIB-1220, "비파괴검사 면제대상기기"에 의해 허용된 코드면제 사항을 검토

한다.

  8. ASME Code Case (또는 KEPIC 적용사례) 

    Regulatory Guide(이하 "RG") 1.147에 반영된 ASME Code Case(또는 KEPIC 적용사

례)를 가동중검사계획과 연계하여 사용할 경우 이의 적용성을 확인한다. RG 1.147

에 반영되지 않은 ASME Code Case 적용시 사안별로(a case-by-case) 검토되어야 

한다.

  9. 가상배관파단 면제설계를 고려한 강화 가동중검사(ISI) 

격납용기 관통부 격리밸브 사이의 고에너지유체계통 배관의 가상배관파단 면제설

계를 고려한 강화 가동중검사(ISI)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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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타 검사 프로그램 

붕산 누설 및 노내 중성자 감시계통 Thimble tube 등의 건전성에 대한 강화가동

중검사를 포함하는 검사계획에 규제입장이 고려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가동중검사 및 시험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코드등급 2 및 3 기기와 격납건물 격리밸브 사이의 고 에너지 유체계통 배관에 

관한 가동중검사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6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2. 볼트 및 나사고정구의 건전성 보증 프로그램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

침 3.13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3. 증기발생기 세관의 가동중검사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5.4.2.2절 검토주관부

서에서 수행한다. 

  4. 원자로용기 감시시험계획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5.3.1절 및 5.3.3절 검토주

관부서에서 수행한다. 

  5. 계통 및 기기의 등급분류가 품질그룹 지침 및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2절 및 5.2.1.1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6. 신청자가 가동중검사 계획 연계하여 사용하는 KEPIC 적용사례 또는 ASME Code 

Case의 적용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5.2.1.1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

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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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를 구성하는 기기들의 주기적인 검사 및 시험과 관련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압력경계” 및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의 규정 

   2.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를 구성하는 안전등급 1 기기의 검사 및 시험의 요건과 관련

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

준 적용에 관한 지침” 또는 이에 상응하는 ASME Sec. XI 및 미국 10CFR50.55a

의 규정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허용기준으로는 다음의 규제요건에 규정된 관련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검사대상 계통범위

    모든 코드등급 1의 압력유지 기기(그리고 지지 구조물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 규

정하고 있는 KEPIC-MI 검사 및 시험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검사대상 계통범위에

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부분인 모든 압력용기, 배관, 및 펌프 또는 원자로냉각재

계통에 연결되는 밸브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밸브까지 포함된다.

가. 1차 원자로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배관계통의 최외곽 격납건물 격리밸브

나. 1차 원자로 격납건물을 관통하지 않는 배관계통에서 원자로 운전중 폐쇄되

어 있는 두개의 밸브중 두 번째 밸브

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안전 및 방출 밸브

  2. 접근성

    계통기기의 설계 및 배열(Arrangement)에 있어서 KEPIC MIA-1500, "접근성"에 따

라 가동중검사를 위한 충분한 접근성이 고려되어 있으면 타당하다.

  3. 검사범주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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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육안검사, 표면검사, 및 체적검사에 대한 방법, 기법, 절차 등은 KEPIC MIB-2000, 

"비파괴검사 및 가동중검사"에 있는 기준을 만족하면 승인할 수 있다.

나. 대체검사 방법, 여러 방법의 조합, 또는 새로 개발된 기법이 KEPIC Code의 규

정된 방법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경우 허용 가능하다. 이러한 대체 검사방법에 

대한 허용기준은 KEPIC MIB-3000, "합격표준"에 있다.

다. 초음파 탐상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자격인정 시험에 관한 방법, 절차, 요건 

은 KEPIC-MI 부록 VII(초음파탐상검사원 자격인정)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라. 결함검출 및 크기 평가의 초음파 탐상검사 절차, 장비, 검사원에 대하 기량검

증은 KEPIC-MI 부록 VIII(초음파탐상검사 시스템에 대한 기량검증)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마. KEPIC-MI 부록 VIII의 요건에 따라 기량검증이 되지 않은 경우, 원자로압력용기 

용접부(vessel-to-flange welds, closure-head-to-flange welds, integral attachments 

welds)의 초음파 탐상검사에 관한 방법, 절차 및 요건은 RG 1.150에 제시된 규제입

장이 반영되어야 한다. 

  4. 검사주기

    요구된 검사 및 압력시험은 각 10년 가동주기, 즉 검사주기(Inspection Interval) 동

안에 완료되어야 한다. 또는 검사프로그램의 계획일정은 KEPIC-MI의 검사주기와 

관련된 MIA-2000, "비파괴검사 및 가동중 공인검사"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5. 검사결과 평가

    가. 검사결과의 결함평가 기준은 KEPIC-MI, MIB-3000, "합격표준"을 만족하면 적

절하다. 

나. 결함이 있는 기기의 보수 및 교체에 대한 계획은 KEPIC-MI, MIA-4000, “보수

/교체 활동"을 만족하면 적절하다. 보수 또는 교체의 필요성을 설정하는 기준

은 KEPIC MIB-3000, "합격표준"에 기술되어 있다. 

다. RG 1.150이 사용되는 경우 검사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KEPIC MIB-3000, "합

격표준"을 만족해야 한다. 

  6. 계통압력시험

    KEPIC 코드 등급 1 압력유지 기기에 대한 계통압력시험 프로그램은 KE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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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B-5000, "계통압력시험"의 요건과 운영기술지침서의 가열, 냉각 및 계통 수압시

험의 운전제한요건을 만족하면 적절하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사항이 

IWB-5000 요건보다 더 엄격한 요건일 수 도 있다. 

  7. 코드면제

    KEPIC MIB-1220, "비파괴검사 면제대상기기"의 기준을 만족하면, 코드 검사의 면제

가 허용되어야 한다. 신청자의 프로그램에 KEPIC 코드에 따른 면제사항은 열거되

어야 한다. 

  8. ASME Code Case (또는 KEPIC 적용사례) 

    FSAR에 참조된 ASME Code Case(또는 KEPIC 적용사례)는 적용성 및 RG 1.147의 

준수여부를 검토한다. 만약, RG 1.147에 반영되지 않은 ASME Code Case 적용시 

사안별로(a case-by-case) 검토하여 허용될 수 있다. 

  9. 가상배관파단 면제설계를 고려한 강화 가동중검사(ISI) 

검토자는 격납용기관통부 격리밸브사이의 고에너지유체계통 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화된 가동중검사가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가. 보호장치, 배관휩구속물(pipe whip restraints), 지지구조물, 가드관(guard 

pipe)은 KEPIC-MI에 규정된 가동중검사 수행에 필요한 접근에 방해가 되어

서는 안된다.

나. 격납건물 격리밸브 사이의 고에너지 유체계통 배관부분에 대하여, 각 검사

주기 동안에 원주 및 길이 방향의 배관 용접부에 대한 체적 검사(volumetric 

examination)가 100% 수행 가능해야 한다.

다. 가드관에 둘러 싸여 있는 고에너지 유체계통 배관부분에 대하여, 원주방향

의 배관용접부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드관에 검사구(inspection 

port)를 만들어야 한다.  이중 차단벽 격납 구조물의 환형공간(annulus) 사이

를 통과하는 가드관 부분에 검사구가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라. 검사대상 영역은 KEPIC-MI, MIB-2000에 있는 KEPIC 등급 2 배관 용접부에 

대한 검사범주에 따라 검사 영역이 정해져야 한다.

 10. 기타 검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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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토자는 신청자가 Generic Letter(이하 “GL") 88-05에 기술된 바와 같이, 

붕산누설에 의한 원자력압력경계의 부식을 발견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검토자는 신청자가 Bulletin 88-09에 기술된 바와 같이, 웨스팅하우스사형 발

전소의 노내 중성자 감시계통 Thimble tube의 건전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

기 위한 검사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1. 검사대상 계통의 범위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자료가 본 안전심사지침의 II.1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지 검토하며,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대한 신청자의 정의와 허용기준 사이의 차이

점이 명시되고 그 적합성이 뒷받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검토한다. (예 : "원자로 용기가 단조링(forged ring)으로 만들어졌으므

로 노심대 부위(beltline region)에 길이방향 용접부(longitudinal welds)가 없음.")

  2. 접근성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시된 접근성에 관한 자료가 본 안전심사지침의 II.2의 허용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검토한다.  검토자는 KEPIC MIB-2000, "비파괴검사 및 가동

중검사"에 있는 제시된 계통기기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위한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원전 기동이후 방사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기기에 대한 원격검사를 위한 적절

한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기기들에는 노심대 용접부(beltline 

weld)와 원자로용기 노즐 내부 표면이 포함된다. 검토자는 정기적인 가동중검사용 

원격검사 장치의 타당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원격검사 장치가 가동전검사에 사용

되는지 확인한다.

  3. 검사범주 및 방법

    신청자에 의해서 기술된 검사기법이 본 안전심사지침의 II.3의 허용기준과 일치하

는지 확인한다. 만약 대체 검사방법이 제안되었을 경우, 그 결과가 KEPIC-MI, 

MIA-2200, "비파괴검사방법," 및 IWB-2200, "가동전비파괴검사"의 방법과 동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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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우수한 지를 검토하고, 또한 KEPIC MIA-3000, "합격표준"의 허용기준에 부

합되는지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가동중검사 계획중 비파괴검사원의 자격인정 및 자격 재인정이 

KEPIC-MI의 관련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추가로 초음파탐상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에 대해서는 KEPIC-MI 부록VII, “초음파탐상검사원 자격인정”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초음파 탐상검사시스템에 대해서는 가동중검사 계획이 원자력안

전위원회고시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검사에 관한 규정”의 이행요건

을 준수하고,  KEPIC-MI 부록 VIII, “초음파탐상검사 시스템에 대한 기량검증”의 

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RG 1.150에 규정되어 있는 지침이 가

동중검사 계획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4. 검사주기

    가동중검사 계획에서 모든 부위 및 기기에 대한 검사일정이 본 안전심사지침 II. 4

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5. 검사결과의 평가

    신청자에 의해서 제출된 기준이 본 안전심사지침  II. 5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다

음과 같이 검토한다.

가. 검토자는 신청자의 검사 평가기준이 KEPIC-MI, MIB-3000, "합격표준"을 만족

하는지 확인한다.

나. 검토자는 신청자의 보수절차 기준은 KEPIC-MI, MIA-4000, “보수/교체 활동"

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다. 신청자의 기준이 원자로 압력용기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검사와 관련하여 RG 

1.150에 규정되어 있는 지침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6. 계통압력시험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시험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가 본 안전심사지침 II. 6의 허

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결정한다. 운영기술지침서의 가열, 냉각, 그리고 계통수압시

험의 운전제한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참조되어야 한다.

  7. 코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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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는 KEPIC 검사요건에 대한 면제가 KEPIC MIB-1220, "비파괴검사 면제대상기

기"의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8. 검사 요건에 대한 완화요청

     검토자는 신청자가 기기의 설계, 형상, 재료의 제한에 의해 코드 요건을 실제 적

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입증하였는지 확인한다. 

  9. 가상배관파단 면제설계를 고려한 강화 가동중검사(ISI) 

가동중검사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검사프로그램이 격납용기관통부 격리밸브사이의 

고에너지유체계통 배관 검사계획이 본 안전심사지침 II. 6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지 확인한다. 

 10. 기타 검사계획

    검토자는 GL 88-05에 기술된 바와 같이 붕산 누설에 의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의 부식 및 노내 중성자 감시 Thimble tube의 건전성에 대한 검사 계획이 수립되었는

지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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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발전소 가동중 유해한 결함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선정된 용

접부 및 용접열영향부는 발전소 기동전과 수명기간동안 주기적으로 검사될 것이

다. 신청자는 가동중검사계획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

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또는 이에 상응하는 ASME 

Code  및 미국 10CFR50.55a 요건의 규정을 따를 것이라는 것을 기술하였다.

원자로냉각재 계통의 설계에는 해당 적용유효년도까지의 추록(Addenda)을 포함

하여 해당 적용유효년도판(Edition) KEPIC-MI에 따라 가동중검사의 접근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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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건을 반영하고 있다.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서 검사원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의 원격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장비가 개발 및 설치될 것

이다(또는 설치되어 있다). 가동중검사 계획은 가동전검사에 관한 계획과 가동중

검사에 관한 계획으로 구성 되어있다. KEPIC-MI의 요건에 따라 원자로냉각재 압

력경계의 압력유지 기기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와 압력시험을 실시함으로, 가동중

에 발생되는 구조적인 열화 또는 기밀성 상실의 징후를 적절하게 감지하여 부품

의 안전기능이 저하되기 전에 보수할 수 있다는 보증을 제시하고 있다. 코드에서 

요구하는 가동중검사 요건에 대한 준수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21조, 제41조 및 제63조의 요건을 만족하는 허용근거가 된다. 

검토자는 가동중검사 계획은 타당하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압력경계”,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요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

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을 만족한다고 결론짓

는다. 이 결론은 검토결과, 신청자의 계획이 KEPIC-MI 요건에 만족하는데 근거

를 두고 있다.

신청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41조 및 제63조, 원자력안

전위원회고시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검사에 관한 규정” 및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만족하게 

원자로압력경계의 가동중검사 계획과 이행계획을 기술하였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압력경계“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검사에 관한 규정”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

용에 관한 지침”

 6. KEPIC-MN, " 원자력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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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KEPIC-MI, " 원전 가동중 검사“ 

 8. 10 CFR 50. 55a, "Codes and Standards"

 9.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32, "Inspection of Reactor Coolant 

Pressure Boundary."

 10. ASME Sec. III, Division 1,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11. ASME Sec. XI, "Rules for Inservice Inspection of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Division 1, "Rules for Inspection and Testing of Components of 

Light-Water Cooled Plants,"

 12. Regulatory Guide 1.150, ‘'Ultrasonic Testing of Reactor Vessel Welds During 

Preservice and Inservice Examinations,’'

 13. Regulatory Guide 1.147, ‘'Inservice Inspection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Section XI, Division 1’' 

 14. NRC letter to all licensees of operating PWRs and holders of construction 

permits for PWRs, “"Boric Acid Corrosion of Carbon Steel Reactor Pressure 

Boundary Components in PWR Plants (Generic Letter No. 88-05),”" March 17, 

1988.

 15. NRC bulletin to all holders of operating licenses or construction permits for 

Westinghouse designed nuclear power reactors that utilize bottom mounted 

instrumentation, “"Thimble Tube Thinning in Westinghouse Reactors (NRC 

Bulletin No. 88-09),”" July 26,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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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2.5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누설탐지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reactor pressure boundary, RCPB) 누설탐지계통은 원자로냉

각재 누설을 탐지하고, 실제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누설원(leakage source)을 규명하

기 위하여 설계된다.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누설탐지 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및 제21조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②항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확인한다.

 1. 본 계통이 원자로냉각재 누설원의 위치를 실제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규명할 수 

있는지 여부

 2. 본 계통이 확인 및 미확인 누설원을 분리해서 감지하고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3. 본 계통이 각 누설탐지계통에 적합한 지시기와 경보기를 주제어실에 확보하고 있

는지와 지시기의 해석을 통해 누설률을 쉽게 규명할 수 있는지 여부

 4. 본 계통이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와 연결된 계통들로의 계통간 누설 (inter-system 

leakage)을 감시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누설탐지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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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절 및 3.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기기에 대한 내진 및 품질등급 분류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2.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9.1절부터 3.9.3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

서 기기 및 배관이 적용 코드 및 기준에 따라 설계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10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기계 및 

전기 기기의 내진범주 I급 계측기에 대한 내진검증을 검토한다.

4.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비정상, 사

고 및 사고후 환경조건에서 계통설계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계통의 환경성

능을 검토한다.

5. 중대사고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2.4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의 격

납건물 격리능력을 검토한다.

6.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내 기

기가 가동중검사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가동조건과 건설 재질의 호

환성을 검토한다.

7.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7.5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적절한 운

전을 위해 요구되는 탐지 및 제어용 전기기기의 설계, 설치, 시험 및 검사의 적합성

을 검토한다.

8.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8.3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적절한 운

전을 위해 요구되는 동력 제공용 전기기기의 설계, 설치, 시험 및 검사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9.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6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운영기술지

침서의 관련 기술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10.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품질보증계

획서의 관련 기술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누설탐지계통의 전체적인 계통



제5.2.5절                                                     개정 4 - 2014. 12- 3 -

설계가 다음의 규제요건과 허용기준을 따르고 있으면 본 계통의 설계는 타당하다.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 및 교육과학기술부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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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외부 인위

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②항 :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는 원자로냉각재 누설을 신속히 탐지할 수 있는 설비와 가능

한 한 누설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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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내진설계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허용기준은 Regulatory Guide

(이하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규제방침 C.1 및 C.2에 근거한

다. 본 요건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능력의 상실 없이 지진을 포함한 자연현상의 영향에도 견디도록 설계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누설탐지계통은 지진후 압력경계의 손상을 조

기 감지하기 위하여 누설을 탐지하며, 그리하여 냉각재 보충계통 능력 이상으로 

누설률이 심각하게 증가되기 이전에 압력경계 손상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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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에서는 안전정지지진의 영향

에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계통을 파악하고, 등급화하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기

술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과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의 적용은 발전소 운전원이 

지진후 압력경계 누설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자 함이다. 신속한 탐지 및 대응은 심각한 냉각재상실사고의 가능성을 감소하키기 

위함이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②항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누설탐지 계통은 적어도 3가지

의 독립적인 탐지방법을 채택해야 하며, 수용 가능한 탐지방법은 (1) 집수조 수위

나 유량 감시, (2) 공기중 방사능 입자 감시 및 (3) 격납건물 대기 습도 감시이다. 

상기 누설탐지 설비 이외의 방법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수준의 허용 가

능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누설탐지설비는 1시간에 1 gpm의 누설률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요건과 허용기준의 만족은 운전원이 원자로냉각재 압

력경계의 손상을 조기 감지함으로써 누설이 탐지되지 않을 가능성과 심각한 냉각

재상실사고로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것이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 적합하게 다음의 심사절차에 적합 자료들을 선택하여

야 한다. 이런 심사절차는 안전심사지침에 규정된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동 심사지침 

II항에 규정된 허용기준과 편차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대체방안이 관련 규제요건

을 준수할 수 있을 만큼 허용가능한지 신청자의 평가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건설허가 심사시에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 근거 및 예비설계내

용이 II항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운영허가 검토시에는 초기 설계기준 및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

종설계가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검토주관부서인 계통성능분야의 요청에 따라 협조부서에서는 Ⅰ항에 언급된 검토분

야에 대한 검토정보를 제공한다. 계통성능분야의 검토자는 심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필

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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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토자는 확인누설이 탱크 또는 집수조에 수집되며, 확인 누설률을 얻기 위하여 

누적 누설률이 감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확인누설이 미확인 누

설을 은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설이 수집, 감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검토자는 미확인 누설을 확인 누설과 별도로 수집, 탐지 및 감시하는 수단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누설이 한 곳에 저장되지 않고, 집수조 또는 탱크로 쉽게 흘

러들어 가서 수집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바닥배수계통을 검토한다. 수

증기로 급속하게 기화되는 고온계통으로부터의 누설은 격납건물 대기 습도를 증가

시키고 응축되므로 격납건물 대기 습도 감지기가 격납건물로의 누설을 쉽게 감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검토자는 신청자가 모든 잠재적인 계통간 누설경로를 파악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

다. 검토자는 각 유로에 있는 계기가 계통간 누설을 올바로 지시하기에 적합한지 

여부와 사고해석에서 가정한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합한 감시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계통간 누설을 탐지하는 방법으로는 방사능, 압력, 온도, 

유량 및 압력방출밸브의 작동 지시 및 냉각재 재고량 평형측정 방법 등을 고려한

다.  표 1은 계통간(Inter-system) 누설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계통들을 보여주고 

있다.

 4. 검토자는 원자로 정지를 요구하지 않는 모든 지진 사건에 대하여 누설탐지계통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안전정지지진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공기중 입자

방사능 감시계통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검토자는 모든 누설탐지계통에 대한 지시기 및 경보가 제어실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집수조와 같은 직접적인 수위 지시계통은 보통 L/m(gpm)으로 나

타내고, 공기중 입자방사능 감시계통과 같은 간접적인 지시계통은 계수율

(Counts/minute)로 나타낸다. 검토자는 주제어실 운전원이 계수율을 누설률

(L/m(gpm))로 신속히 변환시킬 수 있는 도표나 그림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단위 

변환절차가 감시되는 동위원소 및 원자로냉각재의 방사능을 고려하는지 여부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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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는 미확인 누설로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는 누설의 급증으로부터 기저값

(background)의 영향을 제거하기 하기 위하여 기저(background) 누설을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누설감시가 전산화되어 있으면, 후비절차가 운

전원에게 유용해야 한다.

 6. 검토자는 탐지계통의 민감도와 및 감응도가 발전소 예상 운전조건의 전 범위를 포

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누설률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측기

와 방법이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7. 검토자는 방사선 감시계통을 운전중 시험과 교정이 가능하도록 감시계통내에 방사

선원 점검선원(Check source)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집수

조 수위 또는 유량 감지계통을 시험하고, 교정할 수 있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또한 공기중 방사능 입자 감시 및 격납건물 대기 습도 감시기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와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누설량으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시험과 교정 주기는 정당화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바닥배수계통이 주기적인 시험을 통하여 막혀 있는지를 점검하여 운전가능성이 보

장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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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누설탐지계통은 집수조 수위계나 유량계, 대기 방사능입자 

감시기 및 대기 습도계, 기타 신뢰할 수 있는 계측설비 등을 조합적으로 사용하여 원

자로냉각재 압력경계 기기 및 구조물로부터의 누설을 신뢰성 있게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기기로부터의 누설을 감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누설 탐지계통

은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압력 보유기기에서 진행되어 운전중 냉각재 누설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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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구조물 손상이 적절한 시간 내에 감지되어 그러한 손상이 계통의 안전성

을 위협하기 훨씬 전에 또는 냉각재 보충수계통의 용량이상으로 냉각재 누설이 증가

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한다.

   검토자는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누설탐지 계통의 설계가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도 

안전기능을 유지하고 수행하기 위한 능력과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을 만족하며, 원자로냉각재 누설원에 대한 탐지, 확인 및 감시와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②항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결

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 사항에 근거한다.

 1.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의 규제방침 C.1 및 C.2를 만족함으로써 

지진이 일어난 경우에도 안전기능을 유지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계통능력에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하며,

 2. 원자로 냉각재 누설원에 대한 탐지, 확인 및 감시와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②항의 요건을 만족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3. Regulatory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4. Regulatory Guide 1.45, rev.00, "Reactor Coolant Pressure Boundary Leakage 

Detection Systems." 

 5. Regulatory Guide 1.45, rev.01, "Guidance on Monitoring and Responding to 

Reactor Coolant System Leakage."



제5.2.5절                                                     개정 4 - 2014. 12- 8 -

표 1.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연결되어 계통간 누설감시가 요구되는 계통 및 기기

번호 계통 및 기기

1 축압기

2 안전주입계통 (고압 및 저압)

3 가압기 방출탱크

4 증기발생기의 2차측

5 잔열제거계통 (흡입구 및 배출구)

6 원자로냉각재펌프 열차폐벽의 2차측

7 잔열 또는 붕괴열 제거 열교환기의 2차측

8 유출관 열교환기의 2차측

9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수 열교환기의 2차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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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번 호 4

발 행 일 자 2014.1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분류번호 : 5.3.1

제 목 : 원자로 용기 재료

검토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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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 ‘92.4

1 ‘93.5 ‘93.5

2 ‘99.10 ‘99.10

3 김진수 ‘09.12 정해동 ‘09.12

4
김상현
홍진기
송명호

‘14.11 김용범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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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3.1절 원자로 용기 재료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용기 재료에 대하여 다음 분야를 검토한다.

 1. 재료시방

   원자로용기 및 원자로용기 부속물(예; 쉬라우드 지지물, 스터드, 제어봉 구동 하우

징, 원자로용기 지지물 스커어트, 스터브 튜브, 계측 설비 하우징) 재료의 시방을 

검토한다. 이 재료가 위와 같은 기기 제작에 적절한지 기계적 성질 및 물리적 성

질, 재료에 대한 방사선 조사효과, 내부식성, 제작성을 근거로 하여 평가한다. 또한, 

위의 기기지지물 및 부품에 사용되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텐리스강 및 비철 금속에 

대해 기계적 성질, 응력부식 저항, 제작성에 관한 시방을 검토한다.

 2. 기기의 제조 및 제작에 사용된 특수 공정

   원자로용기 혹은 그 부속물의 제작 시 사용하는 특수공정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러한 공정이 기기에 적절한 기계적, 물리적 성질을 제공하는지 검토한다. 위의 

특수공정이 재료의 응력부식 특성에 미치는 영향과 비파괴검사상의 특별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가를 검토한다.

 3. 특수 비파괴검사 방법

   KEPINC MN에 기술된 것과 다른 비파괴 검사 방법을 검토한다. 보정 방법, 검사장

비, 검사 방법, 민감도, 신뢰도 및 적용 기준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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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페라이트계 및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특수 관리 및 특수 공정

   페라이트계 및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용접의 특수 관리 및 특수 공정에 대

한 자료를 검토하며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관리 및 공정이 KEPIC 코드에서 벗어

난 정도를 검토한다. 이종금속간의 결합인 안전단(safe-end)용접에 관한 자료를 검

토하며 방법, 공정, 재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검토한다. 또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

인리스강의 표면연마관리에 대하여 재료의 오염가능성 및 과다한 표면가공경화 관

점에서 검토한다. 

 5. 파괴인성

   원자로 압력용기 및 그 부속물에 사용된 페라이트계 재료는 취성거동을 갖지 않으

며, 운전, 보수, 시험 및 예상운전과도 상태 하에서 급격한 파단 가능성이 최소화 

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료의 파괴인성을 검토한다. 원자로 용기 및 부속물 

재료의 파괴인성 시험결과를 검토하며, 샤르피 V-노치(Charpy V-notch) 충격 시험

편, 중량낙하(낙중) 시험편 및 신청자가 포함시킨 다른 시험편을 검토한다. 

   신청자의 시험 절차를 검토하며 그 타당성을 확인한다.

   원자로 용기에 사용된 페라이트계 재료의 성분을 검토하며 구리, 인과 같은 잔류  

원소의 양을 점검한다. 모재, 용접 금속 및 열 영향부에 대해서 수행된 충격시험결

과를 검토하며 시험범위를 점검한다. 특히 재료에 대한 방사선 효과가 가장 심각한 

곳인 원자로 용기 노심대(beltline region) 부분을 점검한다.

   재료의 파괴인성은 기준무연성천이온도인 RTNDT에 의해 특성지어 진다. 이 온도는, 

낙중시험의 무연성온도와,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값이 지정된 인성수준을 만족시

키는 온도보다 33℃ (60℉) 낮은 온도 중에서 큰 값이다. 충격시험 데이터 및 시험

결과에 재료의 RTNDT가 포함되었는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다.

 6. 재료감시

   원자로용기 노심대(beltline region)에 사용되는 페라이트계 재료에 대한 중성자 조

사 및 열에 의한 파괴인성 특성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하여 원자로 용기의 재료를 

감시하여야 한다. 감시계획에 따라 원자로 용기에서 정기적으로 인출되는 재료 시

편으로 파괴 인성 시험 데이터를 얻는다. 이 데이터로부터 원자로 용기 가동수명동

안에 적절한 안전 여유도를 가지고 원자로 용기가 가동될 수 있는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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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자로 용기 고정구

   원자로 용기 헤드를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스터드(stud) 볼트, 와셔, 너트 또는 기타 

고정구의 재료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다. 모든 요건이 만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

하여 파괴인성을 포함한 기계적 성질을 검토한다. 가동 및 정지동안, 주위 환경 조

건하에서 스터드(stud)가 응력부식균열의 저항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 윤활유 또는 표면처리를 검토한다. 적용 가능한 허용기준과 함께, 초기 건

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파괴시험 절차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원자로용기 재료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볼트 및 나사고정구의 건전성확인 프로그램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3절 

"나사 고정구)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원자로 용기 부속품중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과 단열재의 적합성 검토 및 

사용되는 비금속 단열재의 허용여부는 안전심사지침 5.2.3절 "원자로냉각재 압력경

계 재료"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3. 10 CFR 50.61에 따른 가압열충격으로 부터의 보호를 포함하는 압력-온도 제한에 

관한 원자로용기 파괴인성에 대한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5.3.2절 "원자로냉

각재 압력경계 재료"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4. 원자로 용기벽 중성자 조사량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4.3절 "핵설계"검토

주관부서가 수행한다. 

 5. 과압보호계통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5.2.2절 "과압방지"검토주관부서가 수

행한다. 

 6. 품질보증계획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1 "설계 및 건설단계 품질보증"과 

17.2 "운전단계 품질보증"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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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가동정지 위험도 평가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9장 "중대사고 및 위험도 

평가"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여기에는 가동정지동안 원자로용기 노심 계측기 

밀봉테이블 밀봉방법 및 재료의 성능이 포함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취급·저장 및 운송“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7호,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8호,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7. 설계에 대한 품질기준, 파괴인성 판정 및 감지와 관련된 10 CFR 50.55a

  8. 10 CFR 50 Appendix G 와 Appendix H의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파괴인성과 재

료 감시요건에 관련된 “정상운전시 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파괴방지 대책에 대한 

허용기준”인 10 CFR 50.60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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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재료시방

   아래에 상술한 바와 같이 재료 시방에 대하여 KEPIC-MN의 규정을 따름으로서, 품

질기준에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

격" 및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2항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가. 원자로 용기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재료 시방은 KEPIC-MN의 부록 I에 기술되어 

있으며, KEPIC-MD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재료는 10 CFR 50 Appendix G 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나. KEPIC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의 허용여부는 개별적으로 고려한다. KEPIC-MNZ 

IV-1400 및 10 CFR 50 Appendix G의 요건에 따라 제출된 데이터를 근거로 적

합성을 평가한다. 이 데이터는 기계적 성질, 용접성, 재료의 물리적 변화에 대

한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2. 기기의 제조 및 제작에 사용된 특수 공정

   기기 제작에 대하여 KEPIC-MN의 규정을 따름으로서 품질기준과 관련된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1조,  "원자로냉

각재압력경계" 2항 그리고 10 CFR 50.55a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KEPIC MNB-4100

에 따라 원자로 용기 및 그 부속물을 제작하고 설치한다. 상기 기기의 제작자 및 

설치자는 KEPIC MNA-8000에 따른 적절한 코드 인증부호를 적용하고 데이터를 보

고함으로써 사용된 재료가 MNB-2000의 요건을 따르며, 제작 또는 설치가 

MNB-4000의 요건을 따라 수행된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3. 특수 비파괴 검사방법

   제작 비파괴 검사에 대하여 KEPIC-MN을 따름으로서 품질기준과 관련된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1조, "원자로냉

각재압력경계" 2항 그리고 10 CFR 50.55a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통상적 방법에 의

한 원자로 용기 및 그 부속물 비파괴시험에 대한 허용 기준은 KEPIC MNB-50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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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되어 있다. 

4. 페라이트계 및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에 대한 특수관리 및 특수공정

   오스테나이트계 혹은 페라이트계강 기기용접의 특수 관리 및 공정에 대한 허용기

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1항의 1,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및 제80

조, " 취급·저장 및 운송 “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하며 다음의 Regulatory Guide

(이하 ”RG"), KEPIC 코드 규정, 그리고 기타 규제문서들을 적용한다. 

   가. KEPIC-MN과 MQ의 용접절차 인증요건에 적합한 용접절차만 사용할 수 있다. 

경미한 무압력 부착에만 허용되는 스터드(stud) 용접을 제외하고는, 사용된 모든 

공정은 KEPIC MNB-4300의 요구사항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나. RG 1.50, "Control of Preheat Temperature for Welding of Low-Alloy Steel." 

및 RG 1.34, "Control of Electroslag Weld Properties"에 있는 규제 내용은 페

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용접에 대한 KEPIC-MN과 MQ 기준을 보완한다. 

   다. RG 1.43, "Control of Stainless Steel Weld Cladding of Low-Alloy Steel 

Components"의 규제내용은 스테인리스강으로 피복된 페라이트계 기기 피복 하

부균열을 피하기 위한 허용기준을 제공한다.

   라. RG 1.31, "Control of Ferrite Content in Stainless Steel Weld Metal" 및 RG 1.34 

"Control of Electroslag Weld Properties"의 규제 내용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

리스강 용접에 대한 KEPIC-MN과 MQ의 기준을 보완한다. 

   마. RG 1.44, "Control of the Use of Sensitized Stainless Steel" 와 RG 1.37,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Cleaning of Fluid Systems and Associated 

Components of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는 스테인리스강의 예민

화(sensitization)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허용기준을 제공한다.

       RG 1.44, "Control of the Use of Sensitized Stainless Steel"는 ASTM A262 

Practice A 혹은 E, 또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비예민화(non- 

sensitization)를 설명할 수 있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비예민화를 입증해야 함

을 설명하고 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대한 연마작업의 관리는 응력부식균열을 

야기하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RG 1.37 C.5에 기술된 관리 내용을 적

용해야 한다. 입계(intergranular) 혹은 응력부식균열을 일으킬 수 있거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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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오염이 될 수 있는 도구들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표면

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파괴인성

   이 검토분야에 대한 허용기준은 10 CFR 50 Appendix G의 요건을 따르며, 본 허용

기준은 파괴인성에 대한 재료시험 및 허용기준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및 10 CFR 50.60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10 CFR 50 Appendix G는 계통 수압시험, 정상운전상태, 그리고 예상운전과도상태 

동안에 페라이트계 재료로 만들어진 원자로 용기 및 부속물은 파괴인성에 대한 다

음의 최소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페라이트계 재료의 시험은 KEPIC MNB-2300에 따라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량낙하 시험으로 각 재료의 무연성천이온도 (TNDT)를 결정한다.

      2) 각 재료는 다음의 KEPIC MNB-2330의 허용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TNDT 

+ 33℃(TNDT+ 60。F )보다 크지 않은(이하) 온도에서 샤르피 V-노치 충격시

험을 실시하여 최소 0.89 mm(35mil)의 측면팽창이 있어야 하며 68J (50 

ft-lbs) 이상의 흡수에너지를 가져야 한다.

      3) 이 요건이 만족되면 무연성천이온도 (TNDT)는 기준무연성천이온도 (RTNDT) 로 

정의된다. 위의 요건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요건이 만족되는 온도 Tcv를 결

정하기 위한 추가의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을 실시한다(시편 3개의 그룹형

태로 시험). 이 경우 RTNDT = Tcv - 33℃ (RTNDT = Tcv - 60。F)이다. 따라서 

RTNDT는 TNDT와  Tcv - 33℃ (Tcv - 60。F) 중에서 큰 값이 된다.

      4)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을 TNDT + 33℃ (TNDT + 60。F)에서 실시하지 않거나 

TNDT + 33℃ (TNDT + 60。F)에서의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값이 최소 68J (50 

ft-lbs)의 흡수에너지와 0.89 mm (35mil)의 횡팽창을 나타내지 않을 경우, 상

기 흡수 에너지와 횡팽창을 나타내는 온도는 수행된 샤르피 V-노치 충격시

험 중 최소 데이터 점으로부터 만들어진 전체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 곡선

으로 부터 구할 수 있다. 

   나. 위의 기준 이외에 10 CFR 50 Appendix G의 IV.A.1, IV.A.2 및 IV.B 및 10 CFR 

50.61 (b)(2)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안전심사지침 5.3.2절, "압력-온도 제한 및 가압열충격"에서 10 CFR 50 

Appendix G IV.A.2의 요건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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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0 CFR 50 Appendix G, IV.A.1의 허용기준은 KEPIC MNB-2322a에 따라 방사

선에 조사되지 않은 시편에 대한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으로부터 결정된 

최대흡수에너지는 원자로용기 노심대 재료에 대해 102J (75 ft-lb) 이상이어

야 한다. 원자로 노심대 재료는 원자로 용기의 수명기간동안 최대흡수에너지

가 68J (50ft-lb)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두가지 요구조건은 다른 형태

의 시험을 근거로 한 데이터 및 해석을 통하여 최대흡수에너지의 하한치가 

적절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적용해야 한다.  

   다. 원자로 용기재료의 중성자 조사취화의 영향은 10 CFR 50 Appendix G Sec. Ⅲ

와 RG 1.99 "Radiation Embrittlement of Reactor Vessel Materials"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한다.

 6. 재료감시

   재료감시 허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8호,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

험 기준”의 요건, 그리고 10 CFR 50 Appendix H Sec. Ⅲ의 요건이다. 이 허용기준

을 따름으로서, 원자로 용기의 적절한 재료 감시계획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3항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10 CFR 50 Appendix H Sec.Ⅲ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비교가능한 용기에 수행한 시험과 실험데이타에 의하여 입증된 해석방법에 의하

여 설계수명말기의 최대중성자조사량(E>1Mev)이 1017n/㎠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원자로 용기에 대하여는 재료감시계획이 필요하지 않다. 단, 이러

한 입증은 측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여유도를 가지면서 수행해야 한다. 

   나.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페라이트계 재료로 제작된 원자로 용기는 원자

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8호,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또는 10 

CFR 50 Appendix H에서 수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ASTM E-185에 따른 감시계

획으로 원자로 용기 노심대를 감시하여야 한다. 

   다. 감시계획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감시시편은 10 CFR 50 Appendix G Sec. III에서 요구하는 파괴인성시험 시편

과 나란한 위치에서 취하여야 한다. 낙중시편이 필요없는 것을 제외하고 시

편형태는 10 CFR 50 Appendix H Sec. III.B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2) 시편이 받는 중성자속이 원자로 용기 내부표면이 받는 것과 비슷하도록 또한  

열적 환경조건이 원자로 용기 내부표면과 실질적으로 거의 같도록, 감시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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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은 감시용기를 원자로 용기 원통부 벽 내부 가까이에 위치시켜야 한다. 

감시용기 홀더(holder)를 원자로 용기벽이나 피복에 부착시킨 후 영구적 구조

부착에 대한 KEPIC-MN 및 MI의 요건에 따라서 검사하여야 한다. 감시용기의 

설계 및 위치는 교체용 감시용기의 삽입이 가능해야 한다. 10 CFR 50 

Appendix H에 명시된 필수 감시용기에 추가해서 가속화 조사(accelerated 

irradiation) 감시용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3) 원자로 용기 가동수명말기에 조사후 기준무연성천이온도에 따라 3개에서 5개

로 변할 수 있는 필수 감시용기 갯수와 인출 횟수 일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8호,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및 10 CFR 50 

Appendix H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4) 한 개의 부지에 위치한 여러 개의 원자로의 경우, 각각의 경우를 기초로 10 

CFR 50 Appendix H의 요건에 따라 공통성과 예측되는 방사선 조사의 심각

성(severity) 정도에 따라서 통합된 감시계획을 허가할 수가 있다. 

   10 CFR 50 Appendix H에서 인용한 ASTM E-185의 재료 감시계획의 기준은 40년 

원자로 용기 설계수명을 예측한 것이다. 따라서 40년 이상의 설계수명을 지닌 원자

로를 신청하는 경우 ASTM E-185의 기준은 전 원자로용기 설계수명기간에 대한 원

자로 용기재료의 감시를 위해 보완되어야만 한다. 

 7. 원자로 용기 고정구

   10 CFR 50 Appendix G의 IV.A 및 RG 1.65, "원자로 용기 스터드(stud) 재료 및 검

사"에 원자로 용기 볼트 재료에 대한 허용기준이 있다. 이 허용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

력경계" 및 10 CFR 50.55a의 품질기준 요건과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파단 방지

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1조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RG 1.65의 규제입장 C.1 및 C.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원자로 용기 스터드(stud)(및 다른 고정구)로서 적절한 재료는 KEPIC-MD에 있

는 SA-540 Grade B-23 및 B-24, SA-193 Grade B-7, SA-194 Grade 7 및 

SA-320 Grade L-43이다.

   나. 고정구 재료는 최대인장강도가 1170 MPa(170 ksi)를 넘지 않아야 하며 10 CFR 

50 Appendix G IV.A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KEPIC MNB-2333에 상세하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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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되어있는 파괴인성 시험 및 허용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다. 표면처리, 플레이팅(plating), 나사 윤활은 재료에 대하여 적합해야 하며 운전 온

도에서 안정해야 한다. 

   라. RG 1.65의 규제입장 C.2에 있는 권고사항 및 KEPIC MNB-2580에 따라서 비파

괴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재료

   원자로 용기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재료시방을 KEPIC-MN의 부록 I 및 KEPIC-MD의 

Parts A, B, C의 승인된 시방과 비교한다. 

   KEPIC 코드에 없는 재료나 시방과 차이가 있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대

한 근거를 평가한다. 재료의 적합성에 대하여 검토하며 기존 발전소와 비교함으로

써, 제안된 예외사항의 허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특정 재료 사용에 이의가 있

거나, 또는 시방의 일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승인될 수 없는 재료와 그 사

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2. 기기 제조 및 제작에 사용된 특수 공정

   원자로 용기 및 그 부속물의 제조 및 제작에 사용된 특수 공정에 관한 자료를 다

음과 같이 검토한다.

   가. 각 특수 공정을 확인한다.

   나. 이 공정의 사용에 관한 코드 제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한다.

   다. 기기의 기계적, 물리적 성질에 대한 공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라. 이러한 공정들이 재료의 응력 부식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마. 공정이 사용될 경우 비파괴 검사시 특수 요건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특수 공정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KEPIC 요건이 없기 때문에, 검토하려는 공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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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비슷한 부품에 대한 사용 경험을 근거로 공정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3. 특수한 비파괴 검사방법

   표면 및 내부 결함을 탐지하는 비파괴검사 방법은 KEPIC-ME에 기술되어 있다. 여

기에는 방사선 투과검사, 자분 탐상검사, 액체 침투탐상검사 및 초음파 탐상검사방

법이 있다. 이들 방법은 제작중의 대부분의 재료 및 기하학적 형상에 대하여 적용

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별한 형상 및 재료에는 수정된 방법 및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특수 절차가 개발된다면, 검토자는 그 절차가 KEPIC-ME의 기술

과 동등하거나 우수한지 그리고, 특별 조건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특수 절차는 KEPIC-ME의 방법이 수정된 것이거나 복합된 것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KEPIC-ME의 방법으로 정상 조건하에서 결함을 탐지

하는 정도로 특별 조건하에서도 결함을 탐지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특수 절차는 사용되기 전에 검토 및 승인을 받기 위하여 규제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4.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 및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특수관리 및 특

수공정

   안전심사지침 5.2.3절,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재료"에 있는 페라이트계 및 오스테

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용접관리를 원자로 용기 및 그 기기에 적용할 수 있다. 

특수용접 관리나 특수용접 공정이 KEPIC-MQ의 인증요건을 만족하는지 검토자는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만족할 수 없다면 신청자는 이 차이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

해야 한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응력부식균열 발생가능성을 조장할 수 있는 오염 

및 예민화(sensitization)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용접 전, 

중, 후의 관리를 검토한다. 또한 원자로 용기 피복 용접중 피복 하부균열을 방지하

기 위한 관리를 검토한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대한 연마작업 관리는 응력부식균열을 촉진

하는 오염의 개입과 표면의 냉간가공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되었는지 확인하고 검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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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파괴인성

   파괴인성 시험과 관련된 자료가 KEPIC MNB-2300 및 10 CFR 50 Appendix G를 따

르는지를 검토한다.

   이 시험에는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과 낙중시험이 있다. 시험에 대한 사항을 검토

하고 시험편의 위치 및 방향을 확인한다.

   계기 및 장비의 보정에 대한 자료가 KEPIC MNB-2300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파괴인성 시험이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KEPIC MNB- 

2300 및 10 CFR 50 Appendix G에 따라 이 시험을 실시하겠다고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KEPIC MNB-2300에 있는 충격 시험이 모두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최종안전

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시험 결과는 본 안전심사지침 II.5항의 허용기준을 따라

야 한다.

   검토자는 원자로 재료에 대한 최초 샤르피 흡수에너지가 10 CFR 50 Appendix G 

의 IV.A.1.a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한다.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원자로 용기 재

료는 10 CFR 50 Appendix G 의 IV.A.1.a에 따라 평가한다. KEPIC Code 이외에도, 

RG 1.161은 IV.A.1.a.에 명시된 추가해석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검토자는 예상되는 수명말기의 샤르피 최대흡수에너지와 조사후 기준무연성천이온

도가 10 CFR 50 Appendix G 의 IV.A.1.a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한다. 수명말기의 허

용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원자로 용기 재료는 10 CFR 50 Appendix G 의 IV.A.1.a에 

따라 검토한다. IV.A.1.c에 따르면 해석결과는 IV.A.1.a.의 조건을 벗어나기 3년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KEPIC Code 이외에도,  RG 1.161은 IV.A.1.a.에 명시된 추가해석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10 CFR Part 50의 Appendix G의 유효일 이전에 설계 및 건설된 발전소는 

Appendix G의 일부 파괴인성시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대한 상세검

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5.3.2-1 “파괴인성요건”에 따른다. 규정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적절히 보여주어야 한다. 

 6. 재료감시

   재료감시계획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8호,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

준” 및 10 CFR 50 Appendix H를 따른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료가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최소한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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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가. 원자로 용기의 노심대에 대해 계산된 수명말기의 중성자조사량, 기준무연성천

이온도(RTNDT)의 최대 예상변화, 감시용기 수, 감시용기 시편의 수 및 형상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또한 감시계획이 ASTM E-185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8호,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를 

따르는지 검토한다. 제출된 설계수명이 40년이 넘는 발전소의 경우, 원자력안전

위원회고시 제2012-08호,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및 ASTM E-185 

Appendix H의 요건들이 전 설계수명기간에 대한 원자로용기 재료의 감시를 위

해 필요시 보완되었는지 검토한다. 

   나. 검토자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가 다음에 나열된 정보(파괴인성 시험결

과, 원자로 노심대 영역 재료의 화학분석결과, 감시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등)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7. 원자로 용기 고정구

   원자로 용기 스터드(stud) 및 고정구에 대한 모든 요건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모든 요건이 만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정구 재료에 

대한 인장 및 파괴인성 시험결과를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원자로 용기 재료는 타당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

전등급 및 규격",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1항의 1 및 제21조 "원자로

냉각재압력경계", 제80조, "취급·저장 및 운송“ 및 10 CFR 50 Appendix G, H, 10 

CFR 50.55a와 10 CFR 50.60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만족시키고 있다.

 1. 원자로 용기 및 그 부속물 제작에 사용된 재료는 시방서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KEPIC-MN을 따르고 있다. 페라이트 재료의 잔류 원소 제어에 관한 특별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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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료 시방에 대한 위 KEPIC 규정을 따름

으로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2항, 그리고 10 CFR 50.55a의 품질기준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2. 원자로 용기 및 그 부속물의 제조 및 제작에 사용된 특수공정이 확인되었으며, 

KEPIC-MN에서 요구하는 각 공정에 대한 데이터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KEPIC-MN

의 재료 및 제작 요건을 따르고 있으므로, 사용된 특수공정은 허용가능하다. 이 

KEPIC 규정을 따름으로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

등급 및 규격" 및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2항, 10 CFR 50.55a의 품질 

기준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3. 원자로 용기 및 부속물의 비파괴검사에 사용된 특수방법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KEPIC 요건에 제시된 기술과 동등하거나 더 우수함이 입증되었으며, KEPIC의 모

든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비파괴검사 특수방법은 허용 가능하다. KEPIC 규정

에 근거를 두고 허용된 것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

전등급 및 규격" 및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2항, 10 CFR 50.55a의 품

질 기준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4. 원자로 용기 및 그 부속물 용접에 사용된 특수관리 및 특수용접 공정이 확인되었

으며 KEPIC-MN 및 MQ의 요건에 따라 확인되었다. KEPIC 규정에 따른 인증은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1조, "원

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2항, 10 CFR 50.55a의 품질기준에 관한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5. 위 4.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를 용접할 때, 다음과 같

이 RG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다.

   가. RG 1.50, "Control of Preheat Temperature for Welding of Low-Allowy Steel"

의 권고사항 또는 허용가능한 대안을 따름으로서, 저합금강으로 제작된 기기에

서 제작중 균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하며 이후에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이 관리를 통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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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2

항, 10 CFR 50.55a의 품질기준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나.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일렉트로슬랙(electroslag) 용접에 대한 관리는 RG1.34, 

"일렉트로슬랙 용접 특성 관리"의 권고사항을 따름으로서, 이 공정으로 제작된 

용접의 건전성이 높으며, 또한 적절한 안전 여유도를 줄만큼 충분한 인성을 갖

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 관리를 통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2항, 10 

CFR 50.55a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다. 페라이트계 기기 용접 피복에 대한 관리는 RG 1.43, "Control of Stainless Steel 

Weld Cladding of Low-Alloy Steel Components"를 따름으로 이 공정은 용접 피

복 공정중 피복 하부 균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하고 있다. 이 관

리를 통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2항, 10 CFR 50.55a의 요건을 만족시키

고 있다.

 6.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를 용접할 때 다음과 같은 RG의 권고사항과 기

타 규제입장들을 따르고 있다.

   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용접에서 델타(delta) 페라이트에 대한 관리는 RG 

1.31, "Control of Ferrite Content in Stainless Steel Weld Metal"의 권고사항을 

따름으로서, 미소 균열이 용접부위에 없다는 보장을 하고 있다. 이 관리를 통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2항, 그리고 10 CFR 50.55a 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1항의 급격한 원자로냉

각재 압력경계 파괴전파를 막기 위한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나. 위의 5.나.항과 같은 이유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엘렉트로슬랙(electroslag) 

용접 관리는 RG 1.34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다.

 7.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응력부식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오염 및 예민화를 

방지하기 위한(모든 용접 단계 동안의) 관리는 다음과 같이 RG와 기타 규제입장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다.

   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오염 및 예민화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는 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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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Control of the Use of Sensitized Stainless Steel"의 권고사항을 따름으로

서, 용접된 기기가 오염되지 않을 것이며 용접 공정전 및 공정중에 예민화 되

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를 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1조,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1항, 10 CFR 50.55a의 품질기준 요건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1항의 1의 재료 적합성

에 관한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청정 및 청결 관리에 대한 관리는 RG 1.37,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Cleaning of Fluid Systems and Associated 

Components of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를 따름으로서 오스테나이

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가 현장에서 적절하게 청정될 것이라는 보장을 하고 있

다.  이러한 관리를 함으로써 발전소에서의 재료 및 기기 청정 관리와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취급·저장 및 운송“을 만족

시키고 있다.

 8. 원자로 용기 및 그 부속물의 파괴인성관리는 10 CFR 50 Appendix G를 따라야 한

다.  KEPIC 코드 및 10 CFR 50 Appendix G에서 요구하고 있는 파괴 인성시험은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모든 압력보유기기가 무연성 거동이나 급격한 파단 전파

의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안전여유도를 가지고 있다는 보증을 하고 있다. 안전 운

전 절차를 확립하는 지침으로 KEPIC-MN, 부록 G를 이용하는 것, KEPIC 코드에 

따라 실시된 파괴인성시험의 결과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10 CFR 50 Appendix G

와 Appendix H에 따라 재료 감시계획을 실시하는 것은 원자로 용기의 가동수명기

간동안 운전, 시험, 보수 및 가상 사고에 대한 적절한 안전 여유도를 제공해 줄 것

이다. 10 CFR 50 Appendix G의 규정을 따름으로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파단 

방지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1항, 10 CFR 50.55a 그리고 10 CFR 50.60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9. 원자로재료감시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의 수행은 10 CFR 50.60 및 10 CFR 50의 

Appendix H를 따라야 한다. 원자로감시프로그램 및 관련된 목표의 수행은 운영프

로그램 수행에 관한 인허가 조건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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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성자 조사에 의한 원자로 용기 노심대의 파괴인성변화를 정확히 평가하였고, 

ASTM E-185와 10 CFR 50 Appendix H의 요건에 따라 원자로 용기 사고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안전 여유도가 제시되면 10 CFR 50 요건이 만족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킴으로서 감시 계획이 원자로용기 재료의 방사선 조사로 인한 파괴인성 변

화를 감시하는데 대한 승인가능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자로 용기 재료감시

계획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

계"의 3 및 4항 그리고 10 CFR 50.60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11. RG 1.65, "Materials and Inspections for Reactor Vessel Closure Studs"의 권고사항

을 따름으로서, 원자로 용기 스터드(stud) 및 고정구의 건전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 

권고사항을 따름으로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2항, 10 CFR 50.55a의 품질 기준 

요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파단방지 요건, KEPIC-MD 및 MN의 규정에 상세하게 기술

되어 있는 10 CFR 50 Appendix G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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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3.2절 압력-온도 제한치, 최대흡수에너지 및 가압열충격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자는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대한 압력-온도 제한치, 원자로압력용기 노심대 

영역에서의 샤르피 최대흡수에너지(Upper-Shelf Energy), 가압열충격평가 결과를 검토

한다. 

1. 압력-온도 제한치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내 페라이트 기기가 구조 건전성을 적절히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압시험과 예상운전과도사건(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을 포

함한 정상운전조건시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사용되는 압력-온도 제한치를 검토한다.

2. 최대흡수에너지

   초기 최대흡수에너지가 102 J (75 ft-lb) 이상이고 수명기간동안 68 J (50 ft-lb)이상

을 유지하여야 하는 원자로압력용기 노심영역 재료를 검토한다. 최대흡수에너지가 68 

J이하로 예상될 경우, 파괴에 대한 안전여유도가 KEPIC-MIZ 부록 G와 동등함을 입증

하는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시시험데이터가 유용하지 않은 경우, 원자로

압력용기 노심대에 대한 샤르피 최대흡수에너지의 감소량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99로 결정한다. 

3. 가압열충격

   가압경수로형 원전 원자로압력용기 노심영역 재료가 가압열충격(Pressurized 

Thermal Shock) 사고시 적절한 파손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한다. RTPTS 계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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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허용기준을 검토하며, RTPTS 값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원자로압력용기의 

운전성을 보장하는 안전성 평가결과를 검토한다. 원자로압력용기 노심영역에서의 

RTPTS 값은 10 CFR 50.61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검토연계분야

   압력-온도 제한치, 최대흡수에너지 및 가압열충격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재료파괴인성, 재료 감시시험을 포함한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및 원자로압력용기

에 대한 재료 특성은 안전심사지침 5.2.3과 5.3.1절에서 검토한다. 

  2. 10 CFR 50 Appendix G의 압력-온도 제한치와 일관성있게 과압보호계통이 설계되

었는지에 대한 확인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5.2.2절에서 수행한다. 

  3. 발전소 설계수명기간동안 원자로압력용기 벽에서의 최대 조사량은 안전심사지침 

4.3절에서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 ①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

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③원자로압력용기에 대하여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재료의 물성변화가 구조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감

시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부에 감시시험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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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시험의 기준 및 감시시험편 부착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

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생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

제작·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8호,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운전조건에 관한 규정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 KEPIC을 발전용원자로의 건설,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으로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을 규정

  5. 10 CFR 50.61 : PTS 사고에 대한 경수로의 파괴인성 허용기준

  6. 10 CFR 50 Appendix G : 파괴인성 및 재료 시험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1. 압력-온도 제한치

  가. 허용되는 규정, 규격 및 기준 문서

   10 CFR 50 Appendix G는 압력-온도 제한 조건 및 이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

공한다. 10 CFR 50 Appendix G는 압력-온도 제한치가 가열, 냉각 및 시험조건에서 

적어도 ASME Sec. XI, Appendix G의 안전 여유도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자로 노심이 임계 상태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안전 여유도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몇몇 원자로 시설은 설계 및 건설될 당시에 압력 보유기기의 페라이트 재료에 대

한 파괴인성 요건이 요구되지 않았으므로 안전심사지침 부록 5.3.2-1 "파괴 인성 

요건"의 절차에 따라서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의 재료 파괴인성 특성을 평가한다. 

   원자로 시설의 제작 및 건설시, 일반적으로 KEPIC-MNZ 부록 G(또는 ASME Sec. 

III, Division 1, Appendix G)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나 본 심사지침에서는 KEPIC-MIZ 

부록 G(또는 ASME Sec. XI, Appendix G) 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KEPIC-MNZ 부

록 G(또는 ASME Sec. III, Division 1, Appendix G) 대신 KEPIC-MIZ 부록 G(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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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Sec. XI, Appendix G)를 적용하는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10 CFR 50 Appendix G에서는 ASME Sec. XI, Appendix G와 ASME Sec. III, 

Division 1, Appendix G의 요건은 유사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2) ASME Sec. III, Division 1, Appendix G와 ASME Sec. XI, Appendix G의 차이는 

ASME Code Case N-588, N-640 및 N-641의 적용유무이다. ASME Sec. III, 

Division 1, Appendix G에는 ASME Code Case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추

후 ASME Sec. XI, Appendix G와 동등하게 개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압력-온도 요구조건

   10 CFR 50 Appendix G에서는 압력-온도 제한치가 아래 제시된 방법으로부터 얻은 

제한치보다 보수적이고, 최소한 ASME Sec. XI, Appendix G의 안전 여유도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가동전 수압시험 조건에서의 압력-온도 제한치

     가동전 수압시험조건(핵연료가 원자로 용기에 없을 경우)에서는 재료의 하한계 

정적 균열 개시 파괴인성치 KIc가 압력에 의한 KI보다 항상 커야 하며, 식으로 표

시하면 다음과 같다.

    Kapplied = KI(압력) < KIc 

    2) 가동중 누설 및 수압시험 조건에서의 압력-온도 제한치

     가동중 누설 및 수압시험조건에서는 재료의 KIc 은 압력에 의한 KI의 1.5배 보다 

커야 하며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Kapplied = 1.5×KI(압력) < KIc 

    3) 가열 및 냉각 조건에서의 압력-온도 제한치

     가열 및 냉각 운전조건에서의 재료의 KIc는 압력에 의한 KI의 2배와 열구배에 의

한 KI의 합보다 항상 커야 하며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Kapplied = 2×KI(압력)+KI(열) < KIc 

    4) 노심 임계 운전조건에서의 압력-온도 제한치

     원자로 노심이 임계상태(저출력 물리시험은 제외)일 때, 온도는 가동중 수압시험

에서 요구되는 온도보다 높아야 하며, 또한 압력-온도 제한치는 가열 및 냉각 운

전조건보다 최소한 22oC (40oF)의 여유도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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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대흡수에너지

  가. 허용되는 규정, 규격 및 기준 문서

   10 CFR 50 Appendix G에서는 원자로압력용기 노심영역 재료에 대한 횡방향 샤르

피 최대흡수에너지가 초기에는 102 J (75 ft-lb)이상이어야 하고, 수명말기에는 68 J 

(50 ft-lb)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샤르피 최대흡수에너지의 가장 낮은 값이 KEPCI MIZ 부록 G 요건과 동등한 안전

여유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최대흡수에너지 요구조건

    1) 모재 및 용접부에서의 횡방향 초기 최대흡수에너지는 102J (75ft-lb) 이상이어야 

한다. 

    2) 원자로압력용기 수명기간 동안 샤르피 최대흡수에너지는 68J (50ft-lb) 이상이어

야 한다. 동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08호,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15조에 따라 충분한 안전여유

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규제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

다.

 3. 가압열충격

  가. 허용되는 규정, 규격 및 기준 문서

   가압경수로형 원전원자로압력용기 노심영역 재료에 대한 RTPTS 예측값은 10 CFR 

50.61에 따라 결정한다. RTPTS값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계속운전

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량 감축 프로그램이나 가압열충격사고 관련 손상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가압열충격 요구조건

   10 CFR 50.61에 따르면 RTPTS는 전수명기간에 걸쳐 판재, 단조재 및 축방향 용접재

에 대해서는 132oC (270oF)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원주방향 용접재에 대해서는 

149oC (300oF)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조사취화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RTPTS 

평가를 재수행하거나 발전소 운전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RTPTS값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계속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량 감축 프로그램이나 

가압열충격사고 관련 손상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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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제시된 절차로부터 재료를 선택한다. 이러한 검토 절차는 'II.허용기준

‘에 기초하고 있다. 

 1. 건설허가 검토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페라이트 재료의 파괴인성은 10 CFR 50 Appendix G의 요건

에 따라 KEPIC-MI (또는 ASME Sec. XI)를 따르고 있고, 또한 원자로압력용기 노심

영역 재료는 10 CFR 50.61(가압경수로의 경우), RG 1.99 요건을 따르고 있는지를 예

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자료를 통해 검토한다.

 2. 운영허가 검토

  운영기술지침서 또는 압력-온도 제한곡선 평가보고서에는 실제 사용할 압력-온도 

제한 곡선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음 분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압력-온도 제

한 곡선 및 근거자료를 검토한다.

   가. RTNDT가 적절히 결정되었고 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허용가능한 방법으로 고려되

어 있다.

   나. 요구되는 모든 운전조건에 대해 압력-온도 제한치가 제시되어 있다.

   다. 제시된 압력-온도 제한치가 ‘II.허용기준'을 만족한다.

 3. 적합성 판정 방법

  가. 압력-온도 제한치

   검토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 제시된 압력-온도 제한 곡선에 대한 독립 평가를 수

행한다. 검토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

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승인된 KEPIC-MIZ 부록 G의 최신 유

효판(또는 10 CFR 50.55a에서 승인된 ASME Sec. XI, Appendix G의 최신 유효판)에 

제시된 방법론에 기초하여 평가한다. 또한 10 CFR 50 Appendix G에 제시된 최소온

도 요건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압력-온도 제한 곡선을 검토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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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압력-온도 한계치 그래프의 각 축이 의미하는 바를 검토한다. “온도”는 보통 

수평축에 해당하며, 원자로냉각재계통 유체온도(일반적인 경우)나 원자로압력용

기의 금속 온도를 의미한다. “압력”은 일반적으로 수직축에 해당하며 계통 

압력으로 절대압력이나 계기압력으로 주어진다. 

       검토자는 압력 및 온도에 대한 측정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만

약 그렇다면 아래 제시된 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측정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 

한다.  

    2) 벽두께 1/4T 및 3/4T 지점에서 원자로압력용기 노심영역 재료에 대한 기준무연

성천이온도 (RTNDT)를 결정한다. 가동전 수압시험 곡선은 KEPIC MNB-2331(또

는 ASME Sec. III, Division 1, NB-2331)나 안전심사지침 부록 5.3.2-1에 따라 결

정된 초기 재료물성치를 기초로 작성된다. 다른 곡선의 경우(가동중 누설/수압

시험, 가열, 냉각, 노심 임계 운전)에는 적용가능한 기간을 유효전출력 가동연

수(EFPY)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각 노심영역재료에 대한 재료물성치

에 대한 조사취화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해당 EFPY 값에서의 1/4T 및 3/4T 지

점 중성자 조사량(E>1.0 MeV)이 제시되어야 한다. 노심영역 재료에 대한 RTNDT 

값은 RG 1.99에 따라 결정된다.

    3) 압력-온도 제한곡선에서의 압력, 온도 값은 다음 식을 만족해야 한다. 

          KI applied = KIc

       여기서,

        KI applied = KEPIC-MIZ 부록 G(또는 ASME Sec. XI, Appendix G)의 가상균열 선

단(1/4T 지점)에서 압력(막)과 열구배(굽힘) 하중에 대한 응력확대

계수(Stress Intensity Factor)

        KIc = 그림 1에 제시된 하한계, 평면변형률, 균열개시 파괴인성치

    4) KI applied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식으로부터 결정된다. 

         KI applied = SF×Mm×(p×Ri/t)+KI thermal

       여기서,

        SF = KEPIC-MIZ 부록 G(또는 ASME Sec. XI, Appendix G)에 제시된 압

력하중에 대한 구조 계수. 압력-온도 제한 곡선의 종류에 따라 다

르다.

        Mm = 작용하중을 균열선단 응력확대계수로 변경하기 위한 영향인자. Mm

은 결함 방향(단조재, 판재에 대한 축방향 결함, 축방향 용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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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방향 용접부에 대한 원주방향 결함)과 재료 두께에 의존하는 

값으로 KEPIC-MIZ 부록 G(또는 ASME Sec. XI, Appendix G)에 제

시된다. 

       p = 해당조건에서의 압력

       Ri = 원자로압력용기 내반경

       t = 원자로압력용기 벽두께

       KI thermal = 열하중(가열, 냉각, 노심 임계 운전 곡선에서만 고려함)에 의한 균열

선단에서의 응력확대계수. KI thermal은 보수적으로 ASME Sec. XI, 

Appendix G의 절차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며, 가열/냉각률과 원자로

압력용기 두께의 함수로 제시된 ORNL/NRC/LTR-03/03 보고서로부

터 좀더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5) KIc는 그림 1(KEPIC-MIZ 부록 G 또는 ASME Sec. XI, Appendix G에 제시되어 

있음)로부터 결정된다. KIc는 재료의 RTNDT와 관심위치(즉, 1/4T 또는 3/4T 지점)

에서의 온도의 함수이다. 

       재료의 RTNDT 값은 원자로압력용기 내벽으로부터 벽두께 방향으로 중성자 플

루언스 감소량에 따라 벽두께방향으로 변화한다. 검토자는 RTNDT 값을 결정하

기 위해 RG 1.99에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 1에서 ‘온도’는 KEPIC-MIZ 부록 G 또는 ASME Sec. XI, Appendix G의 

가상결함(즉, 1/4T 지점 또는 3/4T 지점) 선단에서의 ‘금속’ 온도이다. 벽두께

방향으로 금속 온도는 원자로냉각재 유체온도와 원자로냉각재 온도변화율에 의

존하며 KEPIC-MIZ 부록 G 또는 ASME Sec. XI, Appendix G나 

ORNL/NRC/LTR-03/03으로부터 결정할 수 있다. 

    6) 상기 내용에 따라 압력-온도 제한 곡선의 특정 온도에서의 허용압력은 (4)항의 

식을 재배열한 다음 식으로 결정하도록 권고한다. 

          허용압력 = t×(KIc-KI applied)/(SF×Mm×Ri)

       검토자는 4개 인자(KIc, KI thermal, SF와 Mm)가 다른 변수나 조건에 의존함을 명

심해야 한다. 

        KIc : 온도와 재료에 대한 RTNDT에 의존

        KI thermal : 가열/냉각률과 원자로압력용기 벽두께에 의존

        SF : 평가되는 곡선의 종류와 가상결함 방향에 의존

        Mm : 원자로압력용기 벽두께와 가상균열 방향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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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검토자는 10 CFR 50 Appendix G에 제시된 모든 최소 온도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은 고응력, 비노심영역(즉 압력용기 플랜지 지

역)에서의 취성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 최대흡수에너지

   검토자는 원자로압력용기 재료에 대한 초기 샤르피 최대흡수에너지와 수명말기 샤

르피 충격흡수에너지를 10 CFR 50 Appendix G의 IV.A.1항 요건에 따라 평가한다. 

샤르피 충격흡수에너지 허용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원자로압력용기 재료는 원자

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8호,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15조 및 10 

CFR 50 Appendix G IV.A.1.a 항에 따라 추가해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파괴인성요건

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전까지 해당 서류를 규제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RG 1.161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8호, “원자로압

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15조제②항에 제시된 파괴역학해석에 대한 허용가능한 

방법론을 제공한다. 

  다. 가압열충격

   검토자는 RTPTS 예측값(계산방법, 가정 포함)을 검토하고 10 CFR 50.61의 허용기준

과 비교한다. 노심영역 재료에 대한 RTPTS가 수명말기 이전에 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 사업자는  중성자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과 추가 해석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추가 해석결과가 중성자 감축 프로그램의 이행 없이 가압열

충격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10 CFR 50.61의 두가지 방법중 하나

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는 가압열충격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가

상 가압열충격 사고로 인한 원자로압력용기의 잠재적인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안

전성평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이러한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10 CFR 50.61

과 RG 1.154 요건에 따라 검토한다. 대체 방안으로 사업자는 파괴인성을 회복하기 

위해 10 CFR 50.61(b)(7) 요건에 따라 열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사업자는 가압열충

격 허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전까지 해당 서

류를 규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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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 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무연성 또는 급속히 전파하는 파손에 대한 적절한 안전 여유도를 보장하도록 모든 

운전 및 시험 조건에 대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주어진 압력-온도 제한치는 

KEPIC-MIZ 부록 G (또는 ASME Sec. XI, Appendix G) 와 10 CFR 50 Appendix G의 파

괴 인성 기준을 따르고 있다. 신청자는 10 CFR 50 Appendix G에 따른 최대흡수에너지

와 10 CFR 50.61에 따른 가압열충격사고를 적절히 기술하였다. 본 안전심사지침의 기

준에 근거를 둔 운전제한치를 사용함으로써, 무연성 파손 또는 급속히 전파하는 파손

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장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8호, “원자로압

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10 CFR 50.55a, 50.60, 50.61 및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21조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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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 33.2+20.734 exp [0.02(T-RTNDT)], T-RTNDT : 
oF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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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3.3절 원자로용기 건전성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동 사항들은 모두 원

자로 용기 건전성과 관련이 있다. 이 분야의 대부분은 안전심사지침의 여러 절에서 각

기 검토되지만,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원자로 용기 건전성에 관련

된 모든 요소를 특별 요약형태로 검토한다. 

 1. 설계

  원자로용기에 대해 안전심사지침 5.3.1절, “원자로용기 재료”에 제시된 제작방법 

및 재료물성에 대한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안전심사지침 5.2.4

절,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가동중 검사 및 시험"에 따라서 요구되는 검사의 적합

성을 검토한다. 

 2. 건설 재료

  안전심사지침 5.2.3절,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재료" 및 안전심사지침 5.3.1절 “원

자로용기 재료”에 따라 건설 재료를 검토한다.

 

 3. 제작방법

  성형(forming), 용접, 피복(cladding), 기계 가공(machining)을 포함한 원자로용기 제작

공정을 안전심사지침 5.3.1절에 따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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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검사요건

  검사방법 및 요건을 안전심사지침 5.3.1절에 따라 검토한다.

 5. 운송 및 설치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해 원자로용기의 설치 특성이 저하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원자로용기의 운송 및 부지 설치 과정에 취해지는 보호 조치를 검토한다.

 6. 운전조건

  원자로 용기 건전성에 관련된 모든 운전 조건을 안전심사지침 5.3.2절, "압력-온도 

제한, 최대흡수에너지 및 가압열충격"에 따라 검토한다.

 7. 가동중 감시시험

  원자로용기에 대한 가동중 감시계획 및 규정을 안전심사지침 5.3.1절 및 5.2.4절에 

따라 검토한다. 

 8. 나사고정구

  볼트와 나사고정구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적절성은 안전심사지침 

3.13절, “나사고정구-코드등급 1, 2 및 3”에 따라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본 안전심사지침은 원자로용기 건전성과 관련된 안전심사지침 5.2.3, 5.2.4, 5.3.1 및 

5.3.2절의 종합적인 검토를 관련된다. “원자로용기 건전성”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적용코드 및 적용 코드 케이스와 관련된 원자로용기 설계는 안전심사지침 5.2.1.1

절과 5.2.1.2절에서 검토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안전심사지침 17장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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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각 검토분야의 규제요건은 관련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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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설계

  재료 물성 및 제작 방법에 대한 설계 적합성과 관련하여 KEPIC의 관련요건을 따름

으로 인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21조와 원자력안전

위원회고시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용기 설계의 기본 허용기준은 KEPIC-MN(또는 

ASME Sec. III) 요건이다. 원자로 용기는 사용된 재료 물성을 이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표준과 충분히 입증된 제작 방법을 사용하여 건설하여야 한다. 원자로용기의 

전체 건전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새로운 또는 독특한 개

념이 원자로용기의 상세 설계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상세 설계는 안전심사지침 5.2.4절,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가동중 검사 및 시험"에

서와 같이 KEPIC-MI(또는 ASME Sec. XI)에 따라 모든 필요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

여야 하며, 가동중 검사가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것은 가동중 검사에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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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10 CFR 

50.55a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0 CFR 50 Appendix G의 파괴인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8호,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15조에 따라 원자로용기 노

심영역에 대해 파괴인성 회복을 위한 열처리를 할 수 있다. 열처리에 관한 요건은 

10 CFR 50.66 "Requirements for thermal annealing of the reactor pressure vessel"

을 따른다. 원자로용기에 대한 풀림(annealing) 열처리를 통해 파괴인성물성을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복원할 수 있다. 

 2. 건설 재료

  원자로 용기 건설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본 허용기준 및 규정은 안전심사지침 5.2.3

절,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재료" 및 안전심사지침 5.3.1절, "원자로 용기 재료"에 

기술되어 있다. 건설 재료는 10 CFR 50 Appendix G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재료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제시된 설계요건을 만족하여야 한

다. 허용기준은 재료형태, 크기에 관련된 재료물성변화, 비등방성 특성과 같은 인자

가 고려된 표준 관행(standard practice) 및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KEPIC에 따라 많은 재료들이 원자로 용기재료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괴인성과 중

성자 조사효과를 효과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현재 원자로용기에 사용가능한 재료는 

SA 533 Grade B Class 1, SA 508 Class 2, SA 508 Class 3이다. 다른 Grade에 대한 

허용기준은 사용되기 전에 개발하여야 한다.

  재료의 화학조성, 예상 중성자 플루언스는 재료 감시시험계획 요구조건을 만족하여

야 한다. 실제 재료성분과 예상 중성자 플루언스에 근거한 인성(RTNDT 및 최대흡수

에너지)의 변화가 보수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자는 공표된 자료를 사용한다. 

인성의 예상 변화량은 최소한 Regulatory Guide(이하 “RG") 1.99의 최근 개정판으

로 결정된 값만큼 보수적이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8호,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및 10 CFR 50 Appendix H에 따른 재료 감시시험계획의 

상기 내용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제작방법

  제작공정, 검증 및 관리 요건에 대한 허용기준과 허용기준에 따른 규정은 안전심사지

침 5.3.1절에 기술되어 있다. 허용기준은 KEPIC-MN 및 KEPIC-MI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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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와이어-고입열 용접(multiple wire-high heat input welding)과 같은 특정 제작 

공정은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정당성 또는 검증이 없는 재료는 원자로 용기 

제작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재료 공정 조합에 대한 허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

여 현재의 허용기준 및 과거의 관례를 사용한다.

  제작 방법, 재료, 비파괴 평가방법 유효성이 서로 관련되기 때문에, 제안된 조합이 

적합하며 허용가능한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수준 및 과거의 관례를 고려

해야 한다.

 4. 검사요건

  비파괴 검사 수행 요건, 원자로용기의 품질보증기준, 동 기준에 규정은 안전심사지침 

5.3.1절에 기술되어 있다. 허용기준은 KEPIC-MN 및 KEPIC-ME에 제시되어 있다. 

  재료 및 제작 부분의 적합성에 대한 허용기준은 앞장에서 논의되었다.

  공정중 검사 및 최종 제작검사와 KEPIC-MI의 가동중 검사 요건은 상호간에 매우 중

요한 관계가 있다. 검토자는 검사방법, 정밀도의 수준, 그리고 결함평가 기준이 

KEPIC-MI(또는 ASME Sec. XI)를 만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가동전 기준(baseline) 

검사결과를 가동중검사결과와 연계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5. 운송 및 설치

  원자로 용기의 운송, 저장, 설치의 모든 단계 동안에 적절한 청결 및 오염 방지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 및 조치에 대한 허용기준과 허용기준에 대한 규정은 안전심사

지침 5.2.3절에 기술되어 있다. 

  이 분야의 검토 목적은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해 원자로용기의 설치 특성이 저하되

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비표준 재료나 피표준 설계가 사용된 경우에는 검

토자는 허용기준이 현재의 기술수준에 근거하여 적절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고의적 또는 실수로 허용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면 검토자는 현재의 기술, 과거의 관

례, 가능한 경험을 통해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이 저하되지 않았음을 각 사안별로 평

가하여야 한다. 

 6. 운전조건

  원자로용기 운전한계에 대한 허용기준과 허용기준에 따른 규정은 안전심사지침 

5.3.2절에 기술되어 있다. 허용기준은 10 CFR 50 Appendix G 및 10 CFR 50.61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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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되어 있다.

  허용 거동에 대한 기준은 적절한 노심 냉각이 되도록 원자로 용기의 누설 밀봉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허용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선형 

탄성 파괴역학의 원리 및 절차가 사용된다. 

 7. 가동중 감시시험

  원자로용기 재료 감시시험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허용기준과 허용기준에 따른 규정

은 안전심사지침 5.3.1절에 기술되어 있다. 허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08호,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안전성분석보고서는 원자로용기의 가동중검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접근성 및 

상세 검사계획에 대한 허용기준과 허용기준에 따른 규정은 안전심사지침 5.2.4절에 

기술되어 있다. 허용기준은 KEPIC-MI(또는 ASME Sec. XI)에 기술되어 있다. 

III. 검토절차

  검토절차는 각각의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이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허용기준을 벗

어난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체방안이 II장에 기술된 허용기준과 동등한지 

검토한다. 

  검토자는 원자로 공급자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익숙하므로 과거의 관례와 차

이가 있으면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또한 검토자는 다른 검토자의 도움을 받아 상세히 

검토할 수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원자로용기의 구조 건전성은 허용가능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5조, 제21조 및 제4절,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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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원자력

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8호,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10 CFR 50.55a, 

10 CFR 50.60, 10 CFR 50 Appendix G, 10 CFR 50 Appendix H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결론은 아래 안전심사지침과 본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을 추가로 고려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에 근거를 둔다.

   1. 안전심사지침 5.2.3절,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재료"

   2. 안전심사지침 5.2.4절,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가동중 검사 및 시험"

   3. 안전심사지침 5.3.1절, "원자로용기 재료"

   4. 안전심사지침 5.3.2절, "압력-온도 제한치, 최대흡수에너지 및 가압열충격"

   원자로 용기의 구조적 건전성 관련 모든 인자를 검토한 결과, 본 발전소에는 잠재

적인 원자로용기 파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 결론은 원자력발전소

의 설계, 재료, 제작, 검사, 품질보증 요건이 해당 규정, RG, KEPIC-MN(또는 ASME 

Sec. III) 요건을 따르는 것에 근거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8호, “원자

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에 따른 발전소 수명기간동안의 원자로용기 재료 감시

시험을 포함하여 파괴인성에 대한 규제요건과 KEPIC-MN(또는 ASME Sec. III)을 만

족한다. 또한 발전소 압력-온도 제한치는 KEPIC-MIZ 부록 G(또는 ASME  Sec. XI, 

Appendix G) 및 10 CFR 50 Appendix G, 10 CFR 50.61요건에 따라 설정되었다.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은 보장된다:

   1. 원자로용기는 KEPIC 및 관련 ASME 코드 케이스가 요구하는 높은 품질 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제작된다.

   2. 원자로용기는 입증된 높은 품질의 재료로 제작된다.

   3. 재료 또는 제작 결함에 의한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자로용기에 대한 광범

위한 가동전 검사 및 시험이 수행된다.

   4. 원자로용기는 정상운전, 보수, 시험, 예상운전 발생중에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

도록 보장해 주는 조건, 절차, 보호장치 하에서 운전된다.

   5. 원자로용기의 우수한 초기 품질이 운전 조건하에서 심하게 저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원자로용기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수행한다. 

    6. 필요시 재료의 인성을 복원하기 위한 풀림(annealing) 열처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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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중성자 조사에 의한 원자로 용기의 손상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감시시험을 수행

하여, 운전한계를 조정한다. 

 신청자는 안전심사지침 5.2.4절에 제시된 가동중검사 프로그램을 원자력안전위원회고

시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술한다. 추가로 

신청자는 5.3.1절에 제시된 원자로용기 재료 감시시험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08호,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에 따라 기술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

한 품질보증”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8호,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8. KEPIC-MD, MN, ME, MI, MQ,

 9. KEPIC-MIZ, 부록 G, “파손 방지를 위한 파괴인성 기준"

 10. 10 CFR 50.55a, “Code and Standards.”

 11. 10 CFR 50.60, “Acceptance for Fracture Prevention Measures for Light Water 

Nuclear Power Reactors for Normal Operation.”

 12. 10 CFR 50.61, “Fracture Toughness Requirements for Protection Against 

Pressurized Thermal Shock Events.”

 13. 10 CFR 50.66, “Requirements for thermal annealing of the reactor pressure 

vessel.”

 14. 10 CFR 50, Appendix G, “Fracture Toughness Requirements.”

 15. 10 CFR 50, Appendix H, “Reactor Vessel Material Surveillance Program 

Requirements.”



제5.3.3절                                                     개정 4 - 2014. 12- 9 -

 16. Regulatory Guide 1.99, “Radiation Embrittlement of Reactor Vessel Materials.”

 17. ASME Sec. II, III, V, IX, and XI

 18. ASME Sec. XI, Appendix G, “Fracture Toughness Criteria for Protection Against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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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4.1.1절 펌프 플라이휠의 건전성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로부터 적절

하게 보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자로냉각재펌프 플라이휠은 질량이 크고 원자로 정

상운전중 900rpm 혹은 1,200rpm의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플라이휠이 파손되면 고에

너지 비산물을 발생시키거나, 원자로냉각재펌프에 과도한 진동을 일으킬 수 있고, 원

자로냉각재계통, 격납건물, 혹은 공학적안전설비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플라이휠의 건전성은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 

본 안전심사지침에서의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재료 선택 및 제작

  원자로냉각재펌프 플라이휠은 모양이 단순하며 연성재료로 만들어진다. 품질을 엄격

히 관리할 수 있으며 사용 조건이 가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설계 및 가동중 검

사와 함께 적절한 재료와 제작방법을 사용하면 플라이휠 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줄

일 수 있다.

  플라이휠 재료의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제시된 자료가 충분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재료의 선택과, 결함을 최소화하며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된 절차에 대한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자료를 검토한다.



제5.4.1.1절                                                     개정 4 - 2014. 12- 2 -

 2. 파괴인성

  플라이휠 재료가 정상 운전온도에서 적절한 파괴인성을 보여 주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재료 시험, 샤르피 시편과 파괴인성 매개변수의 상호 관계, 또는 대체 사용되는 

무연성 천이기준온도(RTNDT)등 재료의 파괴인성과 관련된 정보를 검토한다. 

 3. 가동전 검사

  만약 플라이휠이 화염 절단(flame cut)되었으면, 플라이휠 보어(bore) 최종치수까지 

기계 가공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기계 가공된 표면에 초음파 및 표면 

검사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다.

 

 4. 플라이휠 설계

  허용응력, 파괴해석, 설계 과속 고려사항, 축 및 베어링 설계의 타당성을 포함한 플

라이휠 설계 자료를 검토한다.

 5. 과속시험

  과속시험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속시험 절차를 검토한다.

 6. 가동중 검사

  검사방법, 검사대상범위, 검사주기 및 결함 허용기준을 기술한 가동중검사 계획의 

가동전 및 가동후 단계에 대한 기술내용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펌프 플라이휠 건전성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

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한다. 

  1. 품질보증계획은 안전심사지침 제17장에서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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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의 규제요건을 따른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할 수 있도록 펌프 플라이

휠 설계, 재료 선택, 파괴인성, 가동전 및 가동중검사 계획과 과속시험절차를 수립

하도록 요구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

기를 원자로냉각재펌프 파손으로 인한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요구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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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Regulatory Guide(이하 "RG")1.14는 원자로냉각재펌프 플라이휠의 파손가능성을 최소

화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5

조를 만족하기 위한 상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료의 선택과 제작

  플라이휠 재료의 선택은 RG 1.14 C.1.a항과 C.1.c항 요건을 따른다. 플라이휠의 재료

는 재료의 결함을 최소화시키며, 파괴인성을 향상시키는 공정(진공용융 또는 탈기와 

같은 공정)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플라이휠이 판재나 단조재로부터 화염절단된 경우

에는 최종치수로 기계가공하기 위하여 바깥쪽과 보어 반경에 최소 1.3 cm의 재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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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어야 한다. 

 2. 파괴인성

  펌프 플라이휠의 파괴인성은 RG 1.14 C.1.c항 요건과 KEPIC-MNZ Appendix G 요건

을 따른다. 

  재료는 적절한 파괴인성을 갖도록 시험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정상 운전온도에서 플

라이휠 재료의 KIc 값은 165 MPa√m (150 ksi√in) 이상이어야 한다. KIc 값을 얻기위

해 직접시험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직접시험 : 선형탄성파괴역학방법이 파괴역학해석을 위해 사용된 경우, 평면변형률 

파괴인성 KIc는 ASTM E 399-05에 따라 결정한다. 탄소성파괴역학해석방법이 사용된 

경우, J-저항 곡선은 ASTM E1820-05a에 따라 결정한다. 각 시험은 펌프 플라이휠의 

운전온도 이하에서 수행한다. 

  특정 강에 대한 간접시험 : 플라이휠 재질이 SA-533-B Class 1, SA-508 Class 2, 

SA-508 Class 3과  SA-516 Grade 65 강인 경우, KEPIC-MIZ 부록 A에 가동온도와 

플라이휠 재료의 RTNDT의 차이(T-RTNDT)의 함수로 파괴인성값이 제시되어 있다. 플

라이휠의 RTNDT는 낙중시험(Dropweight Test)으로 결정된 무연성천이온도와 샤르피 

V-노치 시험으로 결정된 충격에너지에 기초한 KEPIC MNB-2320과 MNB-2330 요건

에 따라 결정한다. MNB-2320은 ASTM E-208-95a를 표준 낙중시험방법으로 규정하

고 있으며 ASTM A-370을 표준 샤르피 V-노치 시험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SA-533-B Class 1, SA-508 Class 2, SA-508 Class 3과  SA-516 Grade 65 강 이외의 

재료에 대해 간접방법이 적용할 경우, 해당 재료와 본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재료의 

파괴인성 값의 동등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3. 가동전검사

  최종 기계가공, 초음파 탐상 검사 및 표면 검사를 포함한 신청자의 가동전검사 계획

은 RG 1.14, C.4.a를 참고하며,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완성된 각 플라이휠은 KEPIC MNB-2530(판재) 및 NB-2540(단조재)에 규정된 절

차 및 허용기준을 사용한 초음파 탐상 검사에 따른 100 % 체적 검사를 수행하

여야 한다.

    나. 만약 플라이휠이 판재 또는 단조재로부터 화염 절단된 경우, 재료의 외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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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경에 최종 치수로 기계 가공하기 위하여 적어도 1.3cm (1/2 inch)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다. 최종가공된 보어, 키웨이(keyway), 스플라인(spline), 드릴(drill) 구멍은 자분탐상

시험이나 액체침투시험을 하여야 한다.

    라. 시험결과는 초기 플라이휠 상태, 접근성 정보를 확보하고 향후 가동중검사를 

위한 기초(baseline)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적절히 문서화되어야 한다. 

 4. 플라이휠 설계

  신청자의 플라이휠 설계는 RG 1.14의 C.2를 참고하며,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플라이휠은 정상 상태, 예상운전과도,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 및 안전정지지진에

서 구조적 건전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펌프 플라이휠 설계는 다음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정상 운전속도에서 원심력과 축과 휠의 억지끼워맞춤(interference fit)으로 인한 

합응력은 최소 항복강도의 1/3, 또는 재료의 취약방향에서 측정한 항복 강도의 

1/3(플라이휠 재료에 대해 인장시험을 실시할 경우)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플라이휠의 설계 과속도(overspeed)는 예상 최고 과속도의 110%이상이어야 한

다. 만일 파손이 펌프의 흡입 또는 배출부에 있는 원자로냉각재배관에서 일어

날 경우, 플라이휠의 최대 회전속도를 예상 과속에 포함하여야 한다. 원자로냉

각재배관의 배관파손을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 과속도에 대한 근거가 제출되어

야 한다.

    다. 설계 과속에서 원심력과 축과 휠의 억지끼워맞춤(interference fit)으로 인한 합

응력은 최소 항복강도의 2/3, 또는 재료의 취약방향에서 측정한 항복 강도의 

2/3(플라이휠 재료에 대해 인장시험을 실시할 경우)을 초과할 수 없다. 

    라. 플라이휠을 지지하는 축 및 베어링은 정상운전, 예상된 과도상태, 냉각재 상실

사고 및 안전정지지진으로 인한 조합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마. 플라이휠 파괴에 대한 임계속도를 예측하기 위해 플라이휠 수명기간에 대한 

파괴역학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상 속도로부터 설계 과속도까지의 최대접

선응력에 대한 KIc의 비는 2√in(안전심사지침 10.2.3절과 동일)이상이어야 하

며, 이는 작용하중으로 인한 K에 대한 KIc의 비로 따지면 정상 및 이상 조건에 

대해 3.16, 비상 및 사고조건에 대해 1.41(KEPIC 접근법과 일치함)에 해당한다. 

파괴역학해석은 검사를 통해 발견할 수 없는 가장 큰 결함크기를 고려하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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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된 열화 기구에 대한 균열 성장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0.25보다 작은 값

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할 수 없으면, 균열깊이비 0.25인 결함을 사용할 것.) 

 5. 과속시험

  플라이휠의 설계 과속도에서 수행한 플라이휠 조립품에 대한 과속도 시험이 허용가

능하여야 한다. 과속도 시험 허용기준은 RG 1.14의 C.3에 따른다.

 6. 가동중검사(ISI)

  가동중검사 계획기준은 RG 1.14의 C.4.b에 따르며,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10년 간격으로 KEPIC-MI 가동중검사 일정에 따른 계획예방정비기간 중에 보어

와 키웨이에서 플라이휠 반경의 절반까지 높은 응력집중 부분에 대한 초음파탐

상방법에 의한 체적검사를 수행하거나, 노출된 모든 표면을 액체침투 및 자분

탐상법으로 표면검사하여야 한다.  

   나. 시험 절차 및 허용기준은 본 안전심사지침 II.3.가 항을 따라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절차는 각각의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이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허용기준을 벗

어난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체방안이 II장에 기술된 허용기준과 동등한지 

검토한다. 검토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재료의 선택

  결함을 최소화하고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절차를 포함한 재료선택 내용을 

검토하고, 본 안전심사지침 II.1항의 요건과 비교한다. 이 재료가 과거 인허가시 사용

되지 않은 새로운 재료일 경우, 허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료 선택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한다. 과거의 평가를 근거로, 본 안전심사지침 II.1 및 II.2 항에 있는 모든 기

준을 만족시키면, ASME SA-533-B Class 1, ASME SA-508 Class 2, ASME SA-508 

Class 3, ASME SA-516 Grade 65는 펌프 플라이휠용 재료로 적합하다. 이들의 재료

사양은 ASME Code Sec. II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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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괴인성

  플라이휠 재료의 파괴인성 특성(관련된 시험자료 포함)을 본 안전심사지침 II.2항의 

요건과 비교하고 검토한다. 플라이휠 재료의 파괴인성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두가지 

방법이 허용된다:

   가. 본 안전심사지침 II.2항에 기술된 파괴인성시험을 수행하는 직접방법

   나. ASME SA-533-B Class 1, ASME SA-508 Class 2, ASME SA-508 Class 3, 또는 

ASME SA-516 Grade 65 재료에 대해 본 심사지침서 II.2 항에 기술된 플라이휠

의 RTNDT를 사용하는 간접방법

  플라이휠의 실제 파괴인성물성 혹은 기준 무연성 천이온도, 그리고 플라이휠의 정상 

운전온도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값과 동일하여야 한다. 

 3. 가동전검사

  최종 기계가공, 초음파 및 표면 검사를 포함한 가동전검사 계획을 검토하고, 본 안

전심사지침 II.3항의 요건과 비교한다. 초음파검사 범위를 검토하며, 안전성분석보고

서의 허용기준이 KEPIC MNB-2530(판재의 경우), MNB-2540(단조재의 경우)를 만족하

는지 검토한다.

 4. 플라이휠 설계

  플라이휠 설계시 다음 하중조건에 대한 허용응력과 작용응력을 검토한다. 

   가. 정상운전 속도에서의 하중 조합

   나. 설계 과속도에서의 하중 조합(설계 과속도에 대한 정의와 근거도 검토되어야 

함.)

   다. 축과 베어링의 하중 조합

  또한, 검출할 수 없는 결함의 존재를 고려한 파괴역학해석절차에 대해 검토한다. 동 

해석은 플라이휠 수명기간동안의 결함성장를 고려하여야 한다. 

  안전성평가보고서에 기술된 정보는 본 안전심사지침 II.4항의 허용기준과 비교·평가

한다. 

 5. 과속도 시험

  과속도 시험이 본 안전심사지침 II.5항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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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가동중검사

  검사범위, 방법, 주기, 허용기준을 포함한 가동중검사 계획을 검토하고, 본 안전심사

지침 II.6항의 요건과 비교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1. 신청자의 원자로 냉각재펌프 플라이휠 재료선택, 파괴인성시험자료, 설계절차, 가동

전 과속도 회전 시험 계획 및 가동중검사 계획을 검토한 결과, 안전기능의 중요도

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도록 규정

하고 있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하

였다. 

 2. 신청자는 적절한 파괴인성을 갖는 재료의 선택, 보수적인 설계 절차의 사용, 원자

로냉각재펌프 플라이휠에 대한 가동전시험 및 가동전검사 계획 수립에 관한 RG 

1.14 지침을 따르고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를 만

족한다. 검토자는 설계과속도 운전조건이나 가상사고에서 플라이휠의 구조건전성

이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신청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가동전검사, 가동중검

사, 가동중시험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3. KEPIC-MD, MN,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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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egulatory Guide 1.14, "Reactor Coolant Pump Flywheel Integrity."

 5. ASTM E-399-05 (2005), “Standard Test Method for Linear-Elastic Plane-Strain 

Fracture Toughness KIc of Metallic Materials," Annual Book of ASTM Standards,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6. ASTM E-1820-05a (2005),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ement of Fracture 

Toughness," Annual Book of ASTM Standards,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7. ASTM E-208-95a (2000), "Standard Method for Conducting Drop-Weight Test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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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4.2.1절 증기발생기 재료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증기발생기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시방서에 적합하게 선택, 가공, 시험 및 검사

되고, 페라이트계 재료의 파괴인성은 적절하며, 증기발생기 설계는 열화와 부식에 대

한 재료의 민감도를 제한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증기발생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노출 환경에 적합하고, 증기발생기 2차측의 설계는 화학불순물이 화학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제거될 수 있으며, 재료가 예민할 수 있는 파괴를 포함한 어떤 열화

도 가동중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될 수 있고 운전변수에 설정되는 제한치를 통해 

조절될 수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증기발생기의 정기적인 검사 수행은 증기발생기의 

건전성이 초기 설계요건의 수준과 비교될 수 있는 어떤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입

증한다. 

   

   증기발생기 재료에 대하여 다음 분야를 검토한다. 

1. 증기발생기의 제작에 사용된 재료의 선택, 공정, 시험 및 제작과 공정 중의 검사

2. 증기발생기의 열화 및 부식 민감도에 관한 설계 사항

3. 증기발생기에서 사용되는 페라이트계 재료의 파괴인성을 포함한 제작 및 가공

4.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 압력경계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오스테나이트계 스

테인리스강 재료의 제작 및 공정

5. 증기발생기 재료와 1차측 및 2차측 냉각재와의 적합성 그리고 세정관리

6. 유지 및 세정을 위한 증기발생기 2차측으로의 진입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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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증기발생기 재료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심사지침 5.2.3절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재료”에서 원자로용기 재료를 제외

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재료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2. 안전심사지침 10.3.6절 “증기 및 급수계통 재료”에서 증기 및 급수계통 재료의 적

합성을 검토한다.

3. 안전심사지침 3.13절 “나사 고정구 - ASME 코드등급 1,2, 및 3”에서 볼트와 나사 

고정구의 건전성을 입증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4. 안전심사지침 10.4.6절 “복수 정화계통”에서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제공하며, 수질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복수 정화계통의 성능을 검토한다. 

5. 안전심사지침 10.4.8절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에서 증기발생기의 최적 2차측 수질

을 유지하는데 보조하는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의 성능을 검토한다.

6. 안전심사지침 9.3.4절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에서 부식 조절 및 원자로냉각재 압

력경계 재료와의 적합성과 관계되는 원자로냉각재 수질과 관련 수화학조절(부식억

제제와 같은 첨가물을 포함한)의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7. 안전심사지침 5.2.1.1절 “10 CFR 50.55a 규정적용”에서 10 CFR 50.55a를 따르는지

에 대한 압력유지기기의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증기발생기 기기에 대한 코드등급

을 안전심사지침 5.2.1.1절 “10 CFR 50.55a 규정적용”에서 검토한다. 코드등급은 

증기발생기가 만족해야 하는 적당한 KEPIC 코드요건을 결정한다.(예, KEPIC-MNB는 

KEPIC 코드의 등급 1 기기의 요건을 규정하는 반면에 MNC는 KEPIC 코드 등급 2 

기기의 요건을 기술하고 있다.)

8. 안전심사지침 5.2.1.2절 “적용가능한 Code Case”에서 증기발생기에 사용된 재료와 

연계하여 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는 ASME Code Case의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9. 안전심사지침 3.9.3절 “ASME 코드 등급 1,2,3 기기, 기기구조물, 노심지지구조물”

에서 증기발생기 압력유지기기의 구조적 건전성을 검토한다. 

10. 안전심사지침 5.2.4절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가동중검사 및 시험”에서 증기

발생기 세관을 제외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대한 가동중검사 프로그램의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11. 안전심사지침 5.4.2.2절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에서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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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본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관련 요건들을 만족하는데 근거를 두

고 있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수행되는 안전기능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품질기준으로 설계, 제작, 조립 및 시험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코드와 기

준들이 사용되는 경우 그들의 적용성, 적합성 및 충분함을 평가하고 확인해야 하

며, 이러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그들의 안전기능을 수행하며 기록이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적절히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정상운전, 유지, 시험 및 가상사고와 관

련된 환경조건의 영향을 수용하고,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제1항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는 비정상누설, 급속전파 파손 및 대량 파단의 가능성이 극

도로 낮도록 설계, 제작, 조립 그리고 시험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는 가동, 유지, 시험 그리고 가상사고 조건하에서 응력을 받

을 때 경계가 취약하지 않으며 급속전파 파괴의 가능성이 최소화된다는 것을 보증

하기 위해 충분한 여유도를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원자로냉각재계통, 관련 보조제어 및 보호계통들은 원자로냉각재 경계의 설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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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예상되는 운전중 사고를 포함하여 어떤 상태의 정상운전동안에도 초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여유도를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제2항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일부인 기기는 실제로 가장 높은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조립 및 시험되어야 한다. 

 6. 10 CFR 50.55a(c), (d) 및 (e)

    압력경계를 절충하는 기기를 포함하여 기기의 그룹화는 ASME Sec. III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7. 10 CFR 50, Appendix B -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품질보증기준”, criterion ⅩⅢ  , 

“취급, 저장 및 수송”

    이 규정은 증기발생기 재료에 적용된다. 특히 손상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

업 및 검사절차에 따라 재료와 장비의 세정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확립되어야 

한다. 

 8. 10 CFR 50, Appendix G -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파괴인성

    페라이트계 재료로 만들어진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압력유지기기는 계통수압시

험 및 예상되는 운전중 사고를 포함하여 어떤 상태의 정상운전동안에도 파괴인성

에 대한 ASME 코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

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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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

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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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의 선택, 공정, 시험 및 검사

   증기발생기를 위해 선택된 재료는 1차 및 2차 계통 압력경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덧붙여 관지지구조물과 같은 비압력유지기기를 위해 사용된 어떤 재료는 압력경계

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예, 관지지구조물의 부식에 의한 증기발

생기 세관의 덴팅 발생 또는 금속파편의 생성에 의한 세관의 기계적 손상) 결과적

으로 증기발생기를 위해 선택된 재료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품질기준에 따라 제작되고 시험

되어야 한다. 추가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를 위해 선택된 재료는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제2항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가장 높은 품질기준에 따라 제작되고 시험되어야 한다. 

   증기발생기 제작 시 사용을 위해 선택된 재료는 10 CFR 50.55a를 따른다면 제작 

관점에서 허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0 CFR 50.55a (c), (d) 및 (e)는 KEPIC-MN의 

요건을 만족함을 요구한다. 10 CFR 50.55a(b)의 조항은 증기발생기를 위한 재료의 

선택, 제작 및 시험에 사용되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84, "설계, 제작 및 

재료 코드케이스 적용, ASME Sec. III"에서 논의된 것처럼 ASME Code Case를 허용

한다. 

   KEPIC-MN 코드는 등급 1 기기를 위한 MNA-1000과 MNB-2000 그리고 등급 2 기기

를 위한 MNC-2000과 같은 기준을 통해 재료의 선택, 가공, 시험, 제작 동안의 검사 

및 인증을 위한 요건을 수립하고 있다. 통상 KEPIC-MN 코드는 허용된 재료시방서

를 위해 KEPIC-MDW와 MDP를 참조한다. (예, MNB-2120 및 MNC-2120)    

   

   증기발생기의 등급 1 부품들에 현재 사용중인 재료들은 다음의 예와 같다.

      세관(Tubing)                  : ASME SB-163, N06690, 열처리

      압력판(Pressure Plates)         : ASME SA-533, Grade B, Class 1

      압력단조품(Pressure Forgings)  : ASME SA-508, Grade 3, Class 2(Class 3로서   

     (노즐과 관판 포함)              전에 참조됨)  

      노즐 안전단(Nozzle Safe Ends) : ASME SA-182, F316LN

      채널헤드(Channel Heads)      : ASME SA-508, Grade 3, Class 2(Class 3로서    

           전에 참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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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복, 버터링 및 용접          : ASME SFA 5.4 (308L. 309L), 5.9 (308L, 309L)  

      (Cladding, Buttering, welds)     5.11 (ENiCrFe-7) 및 5.14 (ERNiCrFe-7)

      압력경계 용접부               :  저합금강 SFA 5.5, 5.23, 5.28 

      맨웨이 스터드(Manway Studs)  : ASME SA-193, Grade B7

      맨웨이 너트(Manway Nuts)     : ASME SA-194

   증기발생기의 등급 2 부품에 현재 사용 중인 재료들은 다음의 예와 같다.

      압력판(Pressure Plates)         : ASME SA-533, Grade B, Class 1

      볼트류(Bolting)                 : ASME SA-193, Grade B7 

      관지지구조물(반진동봉/팬봉 포함) : ASME SA-240, Type 405와 Type 410S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와 제21조,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을 만족시키기 위해, 증기발생기의 제작에 사용된 재료는 

KEPIC 코드에 따라 선택, 제작, 시험 및 제작 동안 검사된다면 허용될 수 있다.     

   

2. 증기발생기 설계

   증기발생기 설계는 세관을 포함한 증기발생기의 건전성이 검사 사이의 운전기간 

동안 유지되도록 열화 가능성을 제한하여야 한다. 증기발생기 세관과 세관의 건전

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2차측 기기의 열화는 안전심사지침 5.4.2.2에서 증기

발생기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가동중검

사 프로그램은 안전심사지침 5.2.4에서 검토되는 것처럼 다른 증기발생기 압력경계 

재료의 열화는 가동중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증기발생기 설계는 열화 관점에서 허용되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달성하여야 한다. 

   가. 세관과 관지지판 사이의 틈새 제한

       틈새의 제한은 관지지판에서 다양한 형태의 개구부(opening) 또는 에그 크레이

트(eggcrate)와 같은 격자 그리드(grid)를 사용하여 달성할 수 있다. 관지지판의 

설계는 세관을 따라 흐르는 고속 유량을 증진시켜야 한다. 틈새 제한은 세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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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지지판의 부식을 일으키는 부식생성물 및 슬러지(sludge)의 집적을 제한한다. 

   나. 적절한 부식저항성 재료의 사용 또는 부식에 민감한 재료에 대한 피복   

       세관의 덴팅(denting)에 대한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관지지구조물은 부식 저

항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세관 덴팅은 세관과 세관 지지물 사이의 틈새를 

채우는 고형 부식생성물을 생성하는 관지지구조물의 부식과 관련된 현상이다. 

세관의 덴팅은 1차측 냉각재 유량 제한과 세관의 응력부식균열을 일으킬 수 있

다. 증기발생기 세관의 부식 민감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 시 세관은 부식저

항성 관점에서 미세조직을 최적화하는 열처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소구경 세관

의 U-자형 지역은 이 지역에서의 잔류응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굽힘 후 응력완

화처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세관을 지지하는 재료와 2차측의 다른 재료들은 세

관이 적절히 지지됨을 입증하고 세관의 건전성을 상실케 할 수 있는 금속파편

(loose part)의 발생가능성을 저하시키기 위해 열화에 충분히 저항성을 가져야 

한다. 관판과 다른 1차측 기기 상부의 부식저항성 피복은 KEPIC-MQ의 요건에 

따라 용접(weld-deposited), 제작, 검사되어야 한다.  

   다. 관판 지역의 틈새와 잔류응력 제한

       세관-관판 틈새의 양은 제한되어야 한다. 이것은 실제로 관판 지역에 걸쳐 세

관을 확관하여 달성될 수 있다. 확관법의 선택은 세관 내의 응력을 제한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틈새의 제한은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부식생성물과 슬

러지의 집적을 억제할 것이다. 응력 제한은 응력부식균열 발생가능성을 감소시

킨다. 

   라. 증기발생기 재료의 부식과 같은 질저하에 대한 적절한 허용

       KEPIC-MN 코드와 일치함으로서 달성된다. (등급 1 기기에 대해 MNB-2160과 

MNB-3121, 등급 2 기기에 대해 MNC-2160과 MNC-3121) 

   마. 예측된 사용 환경 하에서 적절히 성능을 가지며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볼트 재료의 사용

       RG 1.65 “원자로 스터드 재료 및 검사”의 규제입장을 따름으로서 달성된다. 

RG 1.65가 원자로 용기의 스터드 설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지

침은 증기발생기 볼트 재료의 적절한 선택에도 적합하다. 볼트류와 나사 고정

구의 건전성은 안전심사지침 3.13 “나사 고정구 - ASME 코드 등급 1,2, 및 

3”에서 역시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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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상호 검토 및  적절히 수행된 가동중검사에 대한 허용기준

과 함께 상기 기준은 비정상누설, 급속전파 파손 및 대량 파단의 가능성이 극도로 

낮으며, 원자로냉각재 압력용기의 설계조건이 운전 중에 초과되지 않고, 충분한 여

유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와 제22조의 요건과 일치하

며 급속전파 파손을 예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보장한다.

       

3. 페라이트계 재료의 제작과 가공

   가. 파괴인성

      증기발생기는 1차 및 2차 계통 압력경계의 일부이다. 결과적으로 선택된 재료는 

급속전파 파손을 피하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와 제22

조의 요건과 일치하는 설계조건이 운전 중에 초과되지 않음을 입증하는데 충분

하여야 한다. 증기발생기에서의 사용을 위해 선택된 압력유지 페라이트계 재료

는 10 CFR 50 Appendix G와 10 CFR 50, 10 CFR 50.55a(c), (d) 및 (e)를 따르고, 

KEPIC-MNZ 부록 G를 따른다면 파괴인성 입장에서 허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앞에서 인용된 규제요건은 KEPIC-MN의 사용을 요구한다. 

KEPIC-MN의 MNB-2300과 MNC-2300은 각각 등급 1과 등급 2에 대해 파괴인성 

요건을 언급하고 있다. KEPIC-MNZ 부록 G는 파괴인성 추가 기준을 포함한다. 

  나. 용접

      

      증기발생기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의 접합은 적절히 기능을 발휘함을 입증하는

데 중요하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와 제21조의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재료에 대한 요건과 일치한다면, 증기발생기의 제작 및 조립 

동안, 수행될 중요한 기능들과 더불어 필요 시 보완되고 수정된 품질기준을 사

용함으로써 용접 인증, 용접제작 공정 및 검사가 수행된다. 증기발생기 기기의 

페라이트계 강 용접은 10 CFR 50, 10 CFR 50.55a(c), (d) 및 (e)를 따르고, 다음 

요건을 만족한다면, 허용될 수 있다. 

      1) RG 1.50, “저합금강 용접에 대한 예열온도 관리“에 의해 보완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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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MNZ 부록 D의 D-1210에 따른 규정된 예열량의 조절

      2) RG 1.34, “일렉트로슬래그 용접 특성 관리”의 이행

      3) RG 1.71,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의 용접사 자격”의 이행

        접근성의 제한이 문제가 될 때, 용접사 또는 용접작업자의 자격 인증과 관련

하여 이 자격인증은 완료된 용접접합부의 100% 방사선투과검사 또는 초음파

탐상검사가 수행된다면 연기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절차와 허용기준은 

KEPIC-MN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검사보고서와 방사선 투과사진의 기록

은 완료된 용접부에 대한 품질보증 문서화의 일환으로서 유지되어야 한다. 

      4) RG 1.43, “저합금강 기기들에 대한 스테인리스강 용접피복 관리”의 이행

4. 압력경계 재료로서 오스테나이트계 강의 제작 및 공정         

  가. 균열 민감도 제한

     다양한 인자들에 의해 응력부식균열에 민감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이 인자들은 재료의 항복강도, 세정 및 운전 중 재료의 오염

물질에의 노출 그리고 재료 예민화 여부가 포함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21조 및 제22조의 요건과 일치하게 응력부식균열에 대한 가능성

을 제한하는 것은 비정상누설, 급속전파 파손 및 대량 파단의 가능성이 극도로 

낮으며, 원자로냉각재 압력용기의 설계조건이 운전 중에 초과되지 않고, 급속전

파 파손을 예방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도가 있음을 보장한다.

 

     증기발생기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의 제작과 공정은 10 CFR 50, 

10 CFR 50.55a(c), (d) 및 (e)를 따르고, 다음 요건을 만족한다면, 허용될 수 있다. 

     1) 항복강도를 620 MPa (90,000 psi)로 제한.

        실험실 응력부식균열 시험과 운전경험은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사용된 냉

간가공된 스테인리스강이 항복강도 상한치를 가져야 한다는 기준의 근거를 제

공한다. 

      2) RG 1.37, “수냉각 원자력발전소의 유체계통 및 소속 기기들에 대한 품질보

증 요건”의 이행

         마감면의 최종 세정 혹은 세척을 위한 용수의 근원으로서 탈이온수 또는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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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로 채워진 탈기된 탱크가 허용될 수 있다. 이 용수의 산소량은 조절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다른 염화물, 불화물과 같은 화학종의 농도는 RG 1.44,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의 사용관리”에 기술된 값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3) 최소한도로 RG 1.37의 C.5에 따라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표면  에 대

해 연마작업을 조절

      4) RG 1.44의 이행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 예민화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RG 

1.44에서 논의된 방법에 덧붙여, 제안된 사용 환경과 보고된 타당성에 근거해

서 이미 허용된 대체 방법으로 ASTM A-708이 포함된다.   

      5) RG 1.36,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비금속 단열재”의 이행

        반사체형 금속단열재가 사용되거나 RG 1.36의 기준을 만족하는 비금속단열재

가 사용된다면, 단열이 허용될 수 있다. 

  나. 용접

     증기발생기의 제작에 사용된 재료의 접합은 압력경계 재료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와 제21조의 요건과 일치한다면, 증기발생기의 

제작 및 조립 동안, 수행될 중요한 기능들과 더불어 필요 시 보완되고 수정된 품

질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용접 인증, 용접제작 공정 및 검사가 수행된다. 증기발생

기 기기의 오스테나이트계 강 용접은 10 CFR 50, 10 CFR 50.55a(c), (d) 및 (e)를 

따르고, 다음 요건을 만족한다면, 허용될 수 있다.

     

     1) RG 1.31, “스테인리스강 용접금속에 있는 페라이트 함유량 관리” 

     2) RG 1.34, “일렉트로슬래그 용접 특성 관리” 

     3) RG 1.71,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의 용접사 자격” 

     4) NUREG-0313, 증기발생기 재료로서 어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대   

  해서는 적절할 수 있음.  

5. 재료와 1차 및 2차측 냉각재와의 적합성 그리고 세정관리         

  세관을 포함한 증기발생기에서 사용된 재료는 열화될 수 있다. 열화에 대한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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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열화속도는 부분적으로 재료, 수화학 및 온도와 같은 운전환경에 의존한다. 재료

가 환경과 적합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과 일치

함을 입증하기 위해 1차 및 2차측 냉각재의 수화학이 조절되어야 한다.   

  덧붙여 재료 손상 혹은 질저하는 부적절한 세정 혹은 세정관리의 결과로서 건설 및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다. 이 손상 혹은 질저하는 화학불순물 또는 특정 물질로부

터 야기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10 CFR 50 Appendix B 기준 XIII의 요건과 일치하는 

재료 및 장비의 세정관리 방법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료와 환경과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목적은 가동증검사 프로그램이 열화를 관리하

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있다. 이러한 접근의 의도는 비정상누설, 급속전

파 파손 및 대량 파단의 가능성이 극도로 낮으며, 원자로냉각재 압력용기의 설계조

건이 운전 중에 초과되지 않고, 충분한 여유도가 급속전파 파손을 예방하는데 사용

될 수 있음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와 제22조의 요건과 일

치하여 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1차측 수화학 프로그램은 안전심사지침 5.2.3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재료”와 

9.3.4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에서 검토된다. 추가로 RG 1.44는 원자로 냉각재에 

대한 적합한 수화학 제한치를 언급하고 있다. 

   2차측 수화학 프로그램은 냉각재의 수질이 안전심사지침 부록 5.4.2.1-1 “증기발생

기 2차측 수화학 감시”에 기술된 것처럼 유지되고 감시되고, 표준기술지침서 

NUREG-1431과 1432의 최신 개정판에 있는 2차측 수화학 요건이 10 CFR 50.36의 

요건을 만족하며 발전소 기술지침서와 일치하고, 증기발생기의 부식에 대한 민감도

를 제한하는 화학첨가제가 증기발생기에 민감한 열화들이 가동중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조절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다. 온도, 압력 및 유량과 같

은 운전환경은 증기발생기의 부식민감도를 제한하는데 있어 화학첨가제의 평가 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변수들을 포함한다. 

  현장의 증기발생기 세정 및 세척조절은 10 CFR 50 Appendix B의 기준 XIII 요건과 

일치하며 RG 1.37의 규제조항을 만족한다면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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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기발생기의 2차측 진입을 위한 조항         

  침적물과 슬러지를 포함해서 부식생성물과 다른 오염물질은 증기발생기의 2차측에 

축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식생성물과 오염물질은 증기발생기 세관의 길이를 따

라, 세관과 관지지판 사이의 틈새에서 그리고 관판 상부에서 관찰되어 왔다. 이 부

식생성물과 오염물질의 특성에 의존하여, 세관 또는 다른 부품들의 열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열화는 압력경계의 열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기발생기 설계는 

이 부식생성물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 조항

은 안전심사지침 10.4.8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에서 검토되는 취출에 의한 부식생

성물과 오염물질의 제거를 보완한다. 

  부식생성물과 다른 오염물질에 덧붙여, 금속파편을 포함한 이물질이 증기발생기 내

로 유입될 수 있다. 이물질은 또한 압력경계의 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증기

발생기 설계는 이물질의 제거를 위한 진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증기발생기는 관판 위에서 그리고 세관과 관지지판사이의 틈새에서 발견되며 부식

을 일으키는 부식생성물과 오염물질 및 세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속파

편을 포함한 이물질을 검사하고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 삽입될 수 있도록 내부구조

물로의 적절한 진입을 허용하는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적절히 수행된 가동중검사와 더불어 비정상누설, 

급속전파 파손 및 대량 파단의 가능성이 극도로 낮으며, 원자로냉각재 압력용기의 

설계조건이 운전 중에 초과되지 않음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21조와 제22조의 요건에 일치함을 보장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에서 언급된 검토분야에 대해 이 허용기준의 적용을 위한 기술적 

배경은 다음 사항에서 논의된다.  

  증기발생기 가압경수로형 원전의 1차측과 2차측 사이의 경계로서 역할을 한다. 결과

적으로 증기발생기는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로서 그리고 용기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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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차 계통으로의 1차측 누설은 직접적으로 환경에 방사성 물질을 유출시킬 수 있

다. 또한 증기발생기는 붕괴열을 제거하거나 공학적 안전설비 펌프에 증기를 공급하는 

것과 같은 안전기능을 수행한다. 

  증기발생기 부품은 2개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등급 1은 1차측 원자로냉각재에 노출

된 부품을 위한 재료를 포함하며, 등급 2는 2차측 냉각재에 노출된 부품을 위한 재료

를 포함한다. 

III. 검토 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로부터 검토 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

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II절의 관련 심사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재료의 선택, 공정, 시험 및 검사 

   검토자는 상기 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증기발생기의 등급 1과 등

급 2 부품들에 대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선택된 재료와 그들의 시방을 조사

한다. 만약 KEPIC-MN 또는 RG 1.84에서 허용하지 않은 어떤 재료가 사용되는 경

우, 재료의 허용성이 유사재료 시방으로부터의 통찰력을 사용하여(즉, 유사 형태의 

재료와 유사환경에서의 이 같은 재료의 사용) 재료의 안전심사지침 5.2.1.2 “적용

가능한 코드케이스” 및 10 CFR 50.55a(a)(3)과 일치하는 경우별 기술적 근거를 검

토한다.   

2. 증기발생기 설계

   검토자는 상기 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증기발생기 설계를 조사한다. 

3. 페라이트계 재료의 제작 및 공정

   검토자는 상기 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기발생기에 사용된 페라이

트계 재료의 제작과 공정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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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재료의 제작과 공정

   검토자는 상기 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증기발생기에 사용된 오스테

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재료의 제작과 공정을 분석한다. 

   검토에는 예민화 조건에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다. 만약 산소 농도가 높으면 어떤 조건에서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사용

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 1차측(원자로) 및 2차측 냉각재와의 재료 적합성 및 세정관리

   검토자는 상기 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차측(원자로) 및 2차측 냉각

재 화학성분에 대한 관리를 조사한다. 만약 증기발생기의 1차측에 사용된 재료가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나머지에 사용된 재료와 다르다면, 제안된 화학환경에서 

이 재료의 허용성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달리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

침 5.2.3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재료“에서 수행한 것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추가로 검토자는 2차측 냉각재와 재료와의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온도, 압력, 

유량 등과 같은 운전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발전소는 고온관 측 온도가 약 33

2℃(630℉)로 운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코넬과 같은 어떤 Ni-Cr-Fe 합금이 전형적인 1차측 및 2차측 수화

학 영역에서 응력부식균열에 민감할 수 있다는 것은 운전 경험상 알려져 있기 때

문에, 검토자는 신청자가 유사 환경에서의 만족할만한 시범적 사용에 근거하여 규

정하거나, 예상된 환경조건 하에서 재료의 사용을 지원해주는 허용 가능한 기술적 

근거를 발표했음을 입증한다. 열처리된 합금 690은 이전 증기발생기 환경에서 사용

된 합금 600에 비해 개선된 부식저항성을 보여준다. 

6. 증기발생기 2차측 진입을 위한 조항

   검토자는 상기 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증기발생기의 2차측 진입을 

위한 조항을 조사한다.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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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결론에 대한 배경을 기

술한다. 

1. 증기발생기 재료는 허용될 수 있으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

조, 제15조, 제21조 및 제22조, 10 CFR 50 Appendix B와 G 그리고 10 CFR 50.55a

의 요건들을 만족한다. 

2. 증기발생기의 제작에 사용된 재료는 10 CFR 50.55a의 요건과 일치하며 준수한다. 

(예를 들어, KEPIC-MN에서 허용되지 않은 재료들에 대해서 재료는 사례별 근거에 

대해 검토되었고, 10 CFR 50.55a(a)(3)의 조항과 일치하며 허용될 수 있음이 결정되

었다.)

3. 증기발생기의 1차측과 2차측은 각각 KEPIC 등급 1과 KEPIC 등급 2의 기준에 따라

서 설계되고 제작된다. (증기발생기의 2차측 압력경계 부품은 요구된 등급이 KEPIC 

등급 2임에도 불구하고 KEPIC 등급 1 기준으로 설계되고, 제작되며, 시험될 것이

다.)

4. 관판과 삽입된 세관 사이의 틈새는 세관이 관판 내에서 세관의 삽입 전체 길이에 

대해 확관됨으로서 제한된다. 세관 확관과 그에 따라 생긴 세관과 관판 사이의 접

촉 정압은 틈새 지역에 형성되는 불순물의 침적을 억제하고 틈새 비등의 가능성을 

낮출 것이다. (관지지판은 실험실 시험이 운전환경에 대해 부식 저항성을 보여준 페

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재료로 만들어진다. 관지지판은 세관의 원주 주변을 따라 

제한된 수의 위치에서 세관과 밀착접촉을 하는 4귀엽 형상(quatrefoil)의 구멍과 같

은 비원주형 구멍으로 설계하고 제작한다. 비원주형 구멍 설계는 관지지판 위치에

서 고속 유량을 촉진하여 불순물을 씻어 버린다. 한편 관지지구조물의 제작에 격자 

그리드(grid) 설계가 사용된다. 이 설계는 지지구조물이 세관 주변에 단지 4개의 선

형 접촉을 하기 때문에 관지지판 위치에서 좁은 원형 간극을 제거하고, 증기발생기 

2차측 냉각수가 관표면을 거의 완벽하게 씻어버리도록 한다. 소곡률 세관의 U-bend 

지역은 잔류응력을 줄이기 위해 굽힘 후에 응력완화처리가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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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페라이트계 재료의 파괴인성은 10 CFR 50.55a, KEPIC-MNZ의 부록 G  그리고 10 

CFR 50 Appendix G를 준수하므로 허용된다. 

6. 증기발생기의 페라이트계 재료의 용접은 10 CFR 50.55a, KEPIC-MNZ 부록 D의 

D-1210 그리고 RG 1.34, 1.43, 1.50 및 1.71에 따라 수행되므로 허용된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제작과 공정은 10 CFR 50.55a와 RG 1.31, 1.34, 

1.37, 1.44 및 1.71에 따라 수행되므로 허용된다. 추가로 NUREG-0313의 지침을 따르

게 되며,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항복강도는 620MPa (90,000 psi)로 제한된다.) 

7. 10 CFR 50 Appendix B의 요건은 제작 시의 현장 세척 및 세정관리가 RG 1.37의 권

고를 따르므로 현장 세적 측면에서 만족된다. 2차측 냉각재 수화학에 대한 조절은 

기술적 입장과 일치하며, 가동중검사 프로그램이 발생할 수 있는 열화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 첨가제는 주어진 환경에 대한 부식에 대해 증기발생기의 

민감도를 제한한다. 덧붙여 2차측 수화학 프로그램은 표준기술지침서의 최신 개정

판과 일치한다.(1차측 냉각재 수화학 프로그램은 증기발생기의 특정 재료에 대해 허

용가능하다.)

8. 증기발생기 2차측으로의 진입을 위한 조항은 도구가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부식생

성물과 오염물질 그리고 세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속파편을 포함한 이

물질을 검사하고, 제거하기 위해 삽입될 수 있으므로 허용된다.     

9. 증기발생기 세관과 다른 증기발생기 재료의 만족할 만한 성능은 ① KEPIC 코드의 

설계 조항 및 제작 요건, ② 엄격한 2차측 수질감시 및 관리에 의해 합리적으로 보

증된다. 적용 가능한 코드, 기준, 규제입장 및 규제지침에 따르는 상기에 기술된 관

리 내용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5조, 제21조 및 제22

조, 10 CFR 50 Appendix B와 G 그리고 10 CFR 50.55a의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허용 근거가 된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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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취급‧저장 및 운용“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

정”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

에 관한 지침”

7. 안전심사지침 부록 5.4.2.1-1 "증기발생기 2차측 수화학 감시"

8. KEPIC-MD, "재료“

9. KEPIC-MN, "원자력기계“

10. KEPIC-MQ, "용접“

11. KEPIC-MNZ, "부록“

12. 10 CFR 50.36, "Technical Specifications."      

13. 10 CFR 50.55a, "Codes and Standards"           

14. 10 CFR 50, Appendix B, "Quality Assurance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and 

Fuel Reprocessing Plants."

15. 10 CFR 50, Appendix G, "Fracture Toughness Requirements." 

16. NUREG-0313, Rev. 2, "Technical Report on Material Selection and Processing 

Guidelines for BWR Coolant Pressure Boundary Piping." 

17. NUREG-1431, “Standard Technical Specifications — Westinghouse Plants”

18. NUREG-1432, "Standard Technical Specifications — Combustion Engineering Plants"

19. Regulatory Guide 1.31, "Control of Ferrite Content in Stainless Steel Weld Metal."  

20. Regulatory Guide 1.34, "Control of Electro Slag Weld Properties."  

21. Regulatory Guide 1.36, "Nonmetallic Thermal Insulation for Austenitic Stainless 

Steel."  

22. Regulatory Guide 1.37,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Cleaning of Fluid 

Systems and Associated Components of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23. Regulatory Guide 1.43, "Control of Stainless Steel Weld Cladding of Low-Alloy 

Steel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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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Regulatory Guide 1.44, "Control of the Use of Sensitized Stainless Steel."  

25. Regulatory Guide 1.50, "Control of preheat Temperature for Welding of Low 

Alloy Steel."  

26. Regulatory Guide 1.65, "Materials and Inspections for Reactor Vessel Closure 

Studs."  

27. Regulatory Guide 1.71, "Welder Qualification for Areas of Limited Acceptability." 

28. Regulatory Guide 1.84, "Design, Fabrication, and Materials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Section III."  

29. ASTM A-708, "Standard Recommended Practices for Detection of Susceptibility to 

Intergranular Corrosion in Severely Sensitized Austenitic Stainless Steel."



지 침 번 호 KINS/GE-N001

분 류 번 호 5.4.2.2

개 정 번 호 4

발 행 일 자 2014.1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분류번호 : 5.4.2.2

제 목 : 증기발생기 프로그램

검토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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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 ‘92.4

1 ‘93.5 ‘93.5

2 ‘99.10 ‘99.10

3 김석훈 ‘09.12 정해동 ‘09.12

4
홍진기
송태광
송명호

‘14.11 김용범 ‘14.11





제5.4.2.2절                                                     개정 4 - 2014. 12- 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4.2.2절  증기발생기 프로그램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증기발생기가 설계됨을 보증하고, 증기발

생기 프로그램을 이행함으로써 운전 및 가상사고 조건에서 세관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검토를 수행한다.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은 세관의 구조

적 또는 누설 건전성이 최초 설계 요건에 필적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보증

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증기발생기 1차측과 2차측이 설계되었

는지를 검토한다.

2.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이 증기발생기 세관의 구조적 건전성과 누설건전성이 유지됨

을 합리적으로 보증하는지를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증기발생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세관 이외의 증기발생기 1차측 채널 헤드와 같은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에 대한 

가동중검사 및 시험은 안전심사지침 5.2.4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증기발생기 동체(shell)와 같은 등급 2 및 3 기기에 대한 가동중검사는 안전심사지

침 6.6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3. 볼트와 나사 고정구에 대한 가동중검사는 안전심사지침 3.1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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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4. 증기발생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청자가 신청한 KEPIC의 적용사례 또는 ASME 

Code Case의 적합성은 안전심사지침 5.2.1.2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5. 계통 및 기기의 등급분류의 적합성은 안전심사지침 3.2.2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

다. 계통 및 기기의 등급분류는 증기발생기 프로그램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6. 증기발생기 설계 및 재료의 적합성은 안전심사지침 5.4.2.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7. 운영기술지침서의 적합성은 안전심사지침 16장 및 16.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

다. 그러나, 표준운영기술지침서 NUREG-1431 및 NUREG-1432 최신본의 증기발생

기 부분에 서술된 기술적 요건의 적합성은 본 절에 따라 검토한다.

8. 품질보증계획의 적합성은 안전심사지침 17.5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기기는 구조적 건전성, 누설밀봉을 수명기간 동안 보장하

기 위하여 검사 및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2. 가동중검사 계획은 KEPIC-MI, "원전 가동중검사“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원자

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검사에 관한 규정“, 운영기

술지침서에 기술된 증기발생기 검사 요건이 KEPIC-MI, MIB 2000이 요건과 다를 

경우 운영기술지침서가 우선한다.

3. 운영기술지침서에 관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2호, “운영기술지침서의 작

성에 관한 기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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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요건“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증기발생기 세관은 열화에 민감하며, 열화는 증기발생기 세관의 길이를 따라 모든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세관의 전장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접근

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허용불가능한 결함이 발견되면 관막음이 가능해야 한다. 증

기발생기의 수명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열화 형태를 탐지할 수 있는 가용한 비

파괴검사 방법 및 기술을 이용하여 각 세관의 전장에 대한 검사가 가능해야 한다. 

허용불가능한 결함을 가진 세관을 관막음하여 세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증

기발생기를 설계해야 한다. 또한 허용불가능한 결함을 가진 세관을 관막음 하는 

경우 계속적인 열화로 인해 절단되어 다른 건전한 세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가

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안정봉의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증기발생기 세관의 1차측 및 2차측 양측 모두에서 세관의 구조적 건전성 및 

누설 건전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양측 모두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예

를 들어 세관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관판의 2차측 면, 중앙통로부, 급수 입구 

영역(J-관 또는 예열기 입구) 및 다른 영역으로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2차측 

내부구조물의 열화로 인해 증기발생기 내부에 금속파편(loose part)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지 기능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세관에 기계적 손상을 줄 수 

있다. 또한 제작, 유지보수 작업 및 운전을 하면서 증기발생기로 유입되는 이물질

(금속파편 포함)도 세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세관에 슬러지가 침적되

면 세관의 부식 민감도가 증가하며, 육안검사의 장애물 또는 와전류탐상검사 데

이터에 잡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관 검사를 더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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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 사항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다면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 모든 증기발생기 세관은 주기적 검사, 시험 및 보수(관막음 및 안정봉 설치)

를 위해 접근가능하다.

나. 가용한 비파괴검사 방법 및 기술을 이용하여 모든 세관의 전장 검사가 가능

하다.

다. 1차측으로부터 세관에 접근이 가능하다.

라. 세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계통, 구조물, 기기의 상태를 평가하여 취약하

거나 이상 상태가 발견되었을 경우 적합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증기

발생기 2차측으로부터 접근이 가능하다.

마. 이물질(금속파편 포함)의 검사 및 제거가 가능하다.

사. 각 세관의 관막음이 가능하다.

2.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은 세관 열화 및 열화 조짐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함으

로써 세관의 건전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예방 및 시정조치를 통하여 세

관의 구조적 건전성 및 누설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게 한다. 증기발생기 프로그

램에는 열화평가, 세관 및 세관 보수 부위에 대한 검사 요건, 건전성 평가 절차

서, 관막음 및 보수, 1차측에서 2차측으로의 누설 감시, 이물질 제거(금속파편 관

리 포함), 2차측 건전성 유지, 계약자 감독, 자체 평가 및 보고 등의 요소가 포함

되어 있다. 증기발생기 프로그램 중 수화학 부분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5.4.2.1-1에 

따라 검토한다.

3. NUREG-1431 및 NUREG-1432의 최신본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42조에 부합하게 세관 검사 사이의 운전기간 동안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보증

하기 위한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의 수립 및 이행 요건이 기술되어 있다. 운영기술

지침서에는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의 목적, 운전기간 동안 허용되는 1차측에서 2차

측으로의 최대 누설량 제한치, 최대 검사 주기, 세관 검사에 사용되는 기술의 목

적, 세관 보수 기준 및 세관 보수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목적은 최초 설계 기준에 부합하게 세관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표준 운영기술지침서의 증기발생기 부분에는 발전소 고유 평가에 대해 기술하

고 있다. 예를 들어 세관 보수 기준 및 보수 방법은 발전소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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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기발생기 세관 보수 기준과 관련하여,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된 세관 보수 기준

을 결정하는 허용가능한 방법이 Regulatory Guide(이하 “RG") 1.121에 기술되어 

있다. 특히 RG 1.121에는 세관의 최소 허용가능 벽두께를 결정하는 방법을 기술하

고 있다. 이 방법은 결함 성장과 결함 크기 측정의 불확실도, 즉 비파괴검사의 불

확실도를 고려하고 있다. RG 1.121의 일반 원칙은 대체 보수 기준의 타당성을 평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즉 결함깊이(최소 벽두께 보수 기준) 이외의 검사 변수

(예: 결함 길이)에 근거한 관 보수 기준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관 보수 기준

을 초과하는 결함이 있는 세관은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막음하여야 한다.

5. 세관 보수 방법과 관련하여, 보수 부위 검사를 위한 접근이 가능하고 보수 부위에

서 일어날 수 있는 열화 형태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가용한 지를 검토해야 한

다. 보수에 사용되는 재료의 적합성은 안전심사지침 5.4.2.1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

다. 보수 부위의 기계적 설계의 적합성은 표준운영기술지침서에 있는 증기발생기 

구조 건전성 기준 및 KEPIC의 설계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보수 방법에 대한 보수 

기준은 RG 1.121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6. NUREG-1431 및 NUREG-1432의 최신본에는 가동중검사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가동전검사는 가동중검사에서 발견되는 지시의 특성 및 중요성을 평가함에 있어 

필수적이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가동전에 후속 가동중검사에 사용될 기술을 이용

하여 모든 세관을 검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동중검사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

되는 기술을 이용하여 가동전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나, 이것이 새로운 기술의 사

용을 억제하거나 가동전검사에서 사용되는 기술이 항상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니

다. (운전경험에 기초하여 다른 기술이 적합할 수도 있다.)

7. 발전소의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된 증기발생기 검사 요건이 KEPIC MIB 2000의 

요건과 다를 경우 운영기술지침서가 우선한다. 이 요건은 KEPIC과 운영기술지침

서의 요건이 상충하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어떤 특정의 요건과 

관련하여 차이가 없는 경우 KEPIC과 운영기술지침서 모두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KEPIC의 요건과 운영기술지침서의 요건은 서로 보완적이다.

8. 다음 사항을 만족한다면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은 적합하다.

가.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

동중검사에 관한 규정“의 증기발생기 세관의 주기적 검사 및 시험과 관련된 요

건을 따른다. 증기발생기 세관의 주기적 검사 및 시험 요건은 KEPIC-MI에 상세

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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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은 최신 표준운영기술지침서인 NUREG-1431 및 NUREG- 

1432의 요건을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운영기술지

침서의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2호, “운영기술지

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의 요건을 만족한다.)

다.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은 KEPIC과 운영기술지침서의 차이점을 모두  확인하고 있

다.

라.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은 위에서 논의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마.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은 후속 검사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세관이 가동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됨을 보장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검토자는 증기발생기의 설계가 본 안전심사지침 II에 기술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지 확인한다.

2. 검토자는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에 기술된 허용기준을 만족하

는지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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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동중에 어떤 유해한 결함이 생성되지 않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전소 가동전에 

그리고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증기발생기 세관을 검사한다. 신청자는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

중검사에 관한 규정“ 및 신청자의 운영기술지침서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기술

하였다. 신청자는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에 세관, 세관 보수(관막음 포함) 및 세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2차측 내부 구조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신청자는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에 세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물질

의 검사 및 제거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술하였다.

2. 신청자는 현재의 가용한 방법 및 기술을 이용하야 각 세관의 전장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들 방법과 기술은 증기발생기의 수명기간 동안 발

생 가능성이 있는 열화 형태를 탐지할 수 있다. 검사과정에서 허용불가능한 결함

이 확인되었을 경우 각 세관은 접근이 가능하고 필요시 관막음 및 안정봉의 설치

가 가능해야 된다. 증기발생기 설계에는 증기발생기 1차측 및 2차측 양측으로의 

접근성에 대한 규정이 반영되어 있다. 2차측으로의 접근성에는 관판의 2차측 면, 

중앙통로부, 급수 입구 영역(예: J-튜브 또는 예열기 입구) 및 증기발생기 세관 건

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기기의 접근성이 포함된다.

3.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은 표준운영기술지침서 NUREG-1431 및 NUREG-1432의 최신

본과 일관성이 있다. 또한 운영기술지침서에 규정된 증기발생기 세관 보수 기준

은 RG 1.121에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되었다.

4. 신청자는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의 검사(감시) 요건과 KEPIC-MI, MIB 2000의 요

건이 차이가 나는 모든 사례를 식별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발전소 운영기술지침

서의 요건이 우선적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

동중검사에 관한 규정“의 요건에 부합한다.

5. 신청자는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이행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6.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은 적합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제67조에서 제85조의 품질보증 요건, 원자력안전

위원회고시 제2013-2호,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검사에 관한 규정“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

은 검사 접근성이 있도록 증기발생기 설계되었으며, 증기발생기 세관의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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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및 누설 건전성을 유지되도록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이 이행된다는 것에 기

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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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4.7절 잔열제거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잔열제거계통은 주증기계통 및 급수계통(주복수기)과 연계하여 사용되며, 또한 원자

로정지후 원자로냉각재계통을 냉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방출밸브와 연계하여 보

조급수계통과 함께 사용된다. 본 계통의 일부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6.3절(비상노심

냉각계통)에 기술된 바에 따라 저압 비상노심냉각으로서 활용되며, 잔열제거계통의 일

부분은 격납건물 열제거의 역할도 하며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6.2.2절(격납건물 열제

거계통)에 기술된 바에 따라 검토된다. 6.2.2절(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은 격납건물 집수

조들이 신뢰성이 있는 장기 재순환 냉각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와 잔열제거펌프 성

능이 집수조에 영향을 주는 냉각재상실사고후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지 검토한다. 검

토주관부서는 잔열제거계통의 설계가 일반설계기준 2, 4, 5, 19 및 34와 일치하는지 확

인한다.

   본 계통은 주복수기 또는 보조급수계통에 의해 일단 원자로냉각재 온도가 감소되

면 장기냉각을 제공한다. 본 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가 약 150℃(300℉) 정도로 

감소 되었을 때 장기 냉각기능을 담당하는 전형적인 저압계통이다.

   본 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 고온관으로부터 냉각재를 받아들여서 냉각한 후 다시 

저온관으로 보낸다. 본 계통에 대한 흡입 및 방출배관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본 

계통의 설계압력보다 클 때는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항상 격리될 수 있도록 적절

한 밸브가 설치되어진다. 열교환기에서 제거된 열은 기기냉각수 또는 용수계통에 의해 

최종 열제거원으로 이송된다. 또한 본 계통은 핵연료재장전 운전동안에 핵연료재장전 

수로로부터의 충수, 배수 및 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원자로냉각재펌프 기동 

이전의 발전소 기동운전 동안에 노심을 통한 냉각재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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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가압기 보조살수를 위하여 사용된다. 

   잔열제거계통은 정지운전중 노심 냉각을 위하여 사용되며 부분충수운전을 포함한

다. 정지운전중에 잔열제거계통의 높은 이용성 및 신뢰성은 안전의 적절한 수준 유지 

및 사고 완화에 중요하다. 이러한 상태하에서 잔열제거계통의 높은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이 본 장에서 검토된다.

   원자로냉각재의 온도 및 압력은 저압계통인 본 계통이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드시 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붕괴열 제거기능에 대한 검토는 원자로 정상운전 압

력 및 온도에서의 정지로부터 저온저압 상태까지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NUREG-0737(III.D.1.1),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에 명시된 누설 

감시 및 제어에 대한 요건이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잔열제거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안전심사지침 잔열제거계통 부록 5.4.7-1의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잔열제거계통 운전허용조건까지의 냉각과 관련하여 부록 5.4.7-1의 기능 요건

을 만족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을 검토한다. 냉각을 위해 통상 사용되는 방법에 

대체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검토자는 모든 사용되는 기기 및 계통을 확

인한다.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9.3.4절의 화학 및 체

적제어계통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며, 증기계통과 급수계통에 대한 검토주관

부서로서 대기덤프밸브 및 보조급수원이 부록 5.4.7-1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가압기 방출 및 제어밸브에 대해 검토한다.

나.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9.2.1절과 9.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해수계통 

또는 기기냉각수계통이 잔열제거계통으로부터 최종 열제거원으로 잔열을 전달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다. 노심의 장기냉각 및 정지와 관련하여 잔열제거계통의 설계 및 운전특성을 검

토한다. 여기서 잔열제거계통과 연결된 다른 계통(기기냉각수계통 등)의 영향도 

잔열제거계통 검토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잔열제거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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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설치된 과압보호 밸브를 검토한다.

라.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9.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펌프와 밸브에 대한 

가동중 시험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또한 발전소 설계에서 잔열제거계통 배

치가 안전관련 펌프 및 역지밸브의 전유량시험을 허용하고, 설비들은 열화 감

지 및 계통성능감시를 위한 개선된 기술을 사용하는지 기계재료분야 담당자와 

협조하여 검토한다. 또한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14.2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제출된 시운전시험 및 기동시험계획이 Regulatory Guide(이하 "RG")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마.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화재방호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한다.

 2. 안전해석분야 및 중대사고분야 담당부서는 다음을 검토한다.

가. 격납건물 열제거능력 및 격납건물 집수조 설계를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6.2.2

절에 따라 검토한다.

나.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6.2.4절에 따라 사고를 포함한 모든 운전조건에서 격납

건물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격납방벽을 통과하는 잔열제거계통 부분이 허용 가

능한 격리 특성으로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잔열제거계통과 관련하여 비상노심계통과 안전감압계통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라. 자연순환 과정에서 노심의 냉각 및 붕산수의 혼합과 관련된 보조 분석 및 시

험이 잔열제거계통 부록 5.4.7-1에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3. 구조부지분야 및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가능최대홍수, 토네이도 비산물, 안전정

지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범주 I 구조물의 계통 및 

보조계통의 능력을 확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계분석, 절차 그리고 기준의 적합성

을 결정하며 다음을 검토한다.

가. 홍수방호에 대한 검토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4.1절에서 수행한다.

나.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5.1.4절과 3.5.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외부에서 발생한 비산물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비산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적합성을 검토한다. 또한 경수로형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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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3.5.1.1절과 3.5.1.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격납건물 내·외부 비

산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4.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6.1.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건설 재료가 운전조건에서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6.6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 기기에 대한 가동중검사 요건이 만족되는지 확인

한다.

 5. 기계재료분야 및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다음을 검토한다.

가.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 기기

에 대한 내진 및 품질등급 분류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또한 경수로형 안전심사

지침 3.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압력방출밸브 및 차단밸브가 안전관련 

기능을 요구하는 경우(잔열제거계통 부록 5.4.7-1에 따른 노심 냉각 등) 이들의 

분류를 명확히 한다.

나. 격납건물의 내․외부 배관파단 효과(배관 탄력성, 고속충격 등)는 경수로형 안전

심사지침 3.6.2절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다.

다.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9.1절부터 3.9.3절까지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기기 

및 구조물들에 적용가능한 코드와 표준에 일치되도록 설계되었는지 검토한다. 

라.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격납건물 외부에서 

예견되는 배관 손상에 대한 발전소 보호를 평가한다.

마.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사고후 환경에 노출된 

잔열제거계통기기의 적합성을 환경검증시험 계획에 따라 검토한다. 동 검토는 

NUREG- 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및 

NUREG-0718, "Licensing Requirements for Pending Applications for 

Construction Permits and Manufacturing License"의 TMI 조치계획 항목 II.B.2에 

기술된 선원항 고려사항 및 사고후 환경설계의 고려사항을 포함한다.

 6. 운전절차서분야 담당부서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13.5.1.1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운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서와 관련하여 NUREG-0737의 조치계획 항목 I.C.2 

및 I.C.6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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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1절부터 17.3절까지에 대한 검토주관부

서로서 품질보증계획을 검토한다.

 8.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8.1절, 8.2절, 8.3.1절과 8.3.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발전소의 모든 운전 및 사고조건하에서 잔열제거계통이 허

용기준을 만족하고 주어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부하를 확인하고, 

전원계통이 동기 또는 제어 전원을 공급하는지 결정한다. 추가적으로 교류전원완

전상실사고(SBO)에 대한 능력을 검토하고, 잔열제거계통이 적절한 노심냉각 또는 

잔열제거를 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이 요구되면 이를 검토한다.

 9.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7.1절과 7.4절에 대한 검토주관부

서로서 잔열제거계통의 계측 및 제어계통이 모든 적용되는 허용기준에서 요구하는 

설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또한 고온 및 저온정지에서 제어실 외부

의 장비와 관련된 일반설계기준 19를 만족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지 검토한다.

10.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방사선 및 차폐설계 검토와 안전기기의 보호와 필수지역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및 NUREG-0718, "Licensing 

Requirements for Pending Applications for Construction Permits and Manufacturing 

License"의 TMI 조치계획 항목 II.B.2를 포함한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12.1절에서 

12.5절까지를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잔열제거계통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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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고장으로 인하여 본 계통의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

통 및 기기의 내진설계, RG 1.29의 C.2 또는 이와 동등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본 요건은 안전에 중요한 계통,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지진과 같은 자연 현상

에 견디고 요구되는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잔열제거계통은 

노심의 잔열제거 및 사용후 연료저장조의 냉각에 사용될 수 있다. RG 1.29는 내진

등급 I로 설계되어야 하는 계통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C.1은 안전관련부분, C.2

는 비안전관련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본 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안전정지지진 사고시 잔열제거계통이 노심 및 사용후연료저장조 냉각을 보증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유동 불안정 및 부하(수격현상)와 관련된 동적 영향이 확인되어야 한다. 본 요건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정상운전, 보수, 시험 그리고 배관 탄력

성과 분사 충격파를 포함한 가상사고의 환경 조건에서 견딜 수 있을 것을 요구한

다. 잔열제거계통의 안전기능은 발전소 정지후 열을 원자로에서 외부로 전달하는 

것이다. 잔열제거의 유용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잔열제거계통은 예측되는 운전 및 

가정된 사고 조건에서 열전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수격

현상으로 야기된 부하 및 유동 불안정의 동적 효과를 포함한다. 본 요건을 만족하

는 것은 수격현상과 유동 불안정의 동적 효과에 대하여 잔열제거계통이 잔열제거

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보증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안전성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원자력발전소들 사이에 공유로 인하여 의도된 안전기능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본 요건은 발전소간에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공유로 인

하여 한 발전소의 사고상황이 운전 중인 발전소의 순차적인 정지와 냉각을 포함한 

그들의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한 발

전소간에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공유를 금하고 있다. 잔열제거계통의 안전기

능은 발전소 정지후 열을 원자로에서 외부로 전달하는 것이다. 잔열제거계통은 다

른 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또는 기기 고장에 관계없이 요구되는 안전관

련 기능이 각 발전소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 요건의 만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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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내 한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기기 손상 또는 사고들이 부지내 다른 발전소로 

파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 제어실 등” : 정상운전 

및 정지상태에 대한 주제어실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본 요건은 제어실을 요구하

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전소의 정상 운전 및 냉각재상실을 포함한 비상 운전이 수

행된다. 잔열제거계통 부록 5.4.7-1은 제어실에서 안전관련 기기만을 사용하여 저

온정지를 요구하는 본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잔열제거계

통은 정상 및 비상 조건에서 원자로의 저온정지 및 안전정지를 위해 사용된다. 본 

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모든 예상되는 조건에서 안전기능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계

측 및 제어에 대한 능력을 보장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잔열제거설비”: 잔열제거계통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본 요건은 붕괴열과 연료 및 압력경계 설계제한치를 초

과하지 않는 노심으로부터의 열전달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잔열제거계통은 외부

전원상실 및 능동기기의 단일 고장을 가정한 상태에서도 안전기능이 수행될 수 있

도록 충분한 다중성과 격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잔열제거계통의 기능은 발전소 

정지후 열을 원자로에서 외부로 전달하는 것이다. 붕괴열 및 잔열의 제거는 정상 

및 사고후 정지 조건에서 노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된다. 잔열제거계통 부

록 5.4.7-1은 단일고장을 가정한 잔열제거계통의 안전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본 요

건을 만족하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본 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붕괴열 및 잔열의 

제거가 보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및 연료 피복재 

건전성이 유지되고 환경으로의 방사능 물질의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

 6. NUREG-0737 III.D.1.1,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TMI 조치계

획 항목에 따라 격납건물 외부의 잔열제거계통에서 사고후 방사능 물질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누출 감시설비 및 제어 계획을 만족해야 한다.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5조, 및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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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특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

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경

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경수로형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잔열제거계통 및 관련 계통들은 잔열제거계통 부록 5.4.7-1에 명시된 요건들인 기

능요건, 격리요건, 압력방출요건, 펌프보호 및 시험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잔열제거계통의 펌프 배출배관의 기포형성, 증기관에

서 물의 유입 및 증기기포의 수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심각한 수격현상을 방

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관련 절차서도 마련되어야 한다.

 3. 잔열제거계통과 기기냉각수계통 또는 용수계통 사이의 공유되는 부분은 한 부분의 

고장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통 및 기타 

공유계통(예를 들면, 비상노심냉각 및 격납건물 열제거계통)과 관련하여 잔열제거

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를 만족하

여야 한다.

 4. 본 계통이 사고의 중대성을 제어하거나 또는 완화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때는 공학

적 안전설비 계통의 설계요건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한다. 이는 냉각재상실사고 이

후에 수행되는 장기냉각에 필요한 열제거원에 관한 RG 1.82, "Water Sources for 

Long-Term Recirculation Cooling Following a Loss-of-Coolant Accident“의 지침을 

만족하는 것을 포함한다.

III. 검토절차

   다음의 절차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 근거 및 예비설계가 II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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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어진 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건설허가 검토시 사용된다. 

   운영허가 검토시에는 초기 설계기준 및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

종설계에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운영허가 검토는 운전

제한조건 및 주기적인 감시시험에 관한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안된 운영기술지

침서도 포함된다.

   상기 I항과 II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에서는 저압-저온 잔열

제거계통을 검토하며, 또한 검토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계통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1. 기기목록 및 성능사양을 포함하여 검토자는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단일 능동기기의 고장을 가정하고 소외 전력이 유용하거나 또는 유

용하지 않을 경우, 계통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계통배관 및 계측기를 검

토한다. 배관 배열이 요구되는 유량을 수용하고, 요구되는 정보의 취득 및 전송을 

위한 충분한 공정 감지기가 구비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배관 배열 및 계측 

도면을 검토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을 이

용하여 단일고장에 대한 적합성을 판정한다.

 2. 안전성분석보고서 1.3절의 비교표를 이용하여 이전에 검토되었던 발전소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누락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사한 발전소의 

잔열제거계통 설계 및 용량과 본 계통을 비교한다. 가능하다면 운전 중인 유사발

전소의 실제 성능자료와 비교한다.

 3. 잔열제거계통의 계통설명과 계통도면을 검토하여 부록 5.4.7-1의 격리 요건이 만족

되는지 판정한다.

 4. 잔열제거계통 부록 5.4.7-1에 따라 계통설계가 잔열제거펌프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검토자는 흡입배관에서 격리밸브의 닫힘가능성, 유효흡입수두요

건, 펌프 런아웃(Runout) 그리고 펌프 시험중 요구되는 최소유량의 상실 가능성을 

검토한다. 만일 펌프를 보호하는데 운전원 조치가 요구되면 운전원에게 경보를 제

공하는 계측기 및 운전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지 평가한다. 검토

자는 신청자가 안전관련 잔열제거계통의 펌프 보호를 위하여 잔열제거계통 최소유

량 설계와 관련된 다음 지침을 고려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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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잔열제거펌프의 최소냉각 유량이 모든 조건에서 적절한지 확인하고 계통 배열

이 한 개 또는 다른 펌프의 수두상실(Dead-Heading)을 가져오는 최소유량 운

전 동안 펌프간 상호작용을 고려했는지 확인한다.

나. 최소유량계통은 단일고장하에서도 최소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단일고장으로 펌프 유량이 상실되는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다. 최소유량 순환관이 펌프 시험에 이용된다면, 최소 순환관에 유량계가 설치되어

야 한다. 동 계기는 펌프 시험중 유량 측정을 위해 필요하며, 동 자료는 펌프

의 수력학적 성능저하 감시에 사용된다.

 5. 검토자는 잔열제거계통 배관에 기포가 발생됨으로 인해 발생되는 잔열제거펌프의 고

장이나 배관 내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통의 설계특성과 관련 절차서를 검토

하여야 한다. 수격현상 방지 및 완화에 대한 지침은 NUREG-0927, "Evaluation of 

Water Hammer Occurrences in Nuclear Power Plants"에 포함되어 있고 정지냉각

운전에 대한 지침은 Generic Letter(이하 "GL") 88-17, "Loss of Decay Heat 

Removal“에 포함되어 있다.

 6. 잔열제거계통의 계통 공정도면, 계통도면,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그리고 기기성능 

사양을 검토하여, 소내전원 또는 소외전원만이 유용하고 능동기기의 단일고장이 

발생했다고 가정한 경우에도 합당한 시간 이내에 원자로의 잔열을 제거하는 계통

이 운전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일반적으

로 합당한 시간은 36시간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안전등급 기기만이 작동되는 것으

로 가정한다. 안전심사지침 6.8절을 검토할 때, 가압기 압력방출밸브가 잔열제거계

통 부록 5.4.7-1을 만족하여 노심 냉각과 같은 안전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GL 

90-06, “Resolution of Generic Issue 70, 'Power-Operated Relief-Valve and Block 

Valve Reliability,' and Generic Issue 94, 'Additional Low-Temperature 

Overpressure Protection' For Light-Water Reactors”에 포함된 지침 

(NUREG-1316, "Technical Findings and Regulatory Analysis Related to Generic 

Issue 70, 'Evaluation of Power-Operated Relief Valve and Block Valve Reliability' 

in PWR Nuclear Power Plants" 참조)을 만족해야 한다. 가압기 압력방출밸브를 사

용하는 가압경수형 원전에서 이들 밸브는 안전등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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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소내전원 또는 소외전원만이 유용하고 능동기기의 단일고장을 가정할 때 제어실로

부터 노심냉각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신청자는 제어실 외부에서 요

구되는 운전에 대해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8. 잔열제거계통의 계통설명과 계통도면을 검토하여 부록 5.4.7-1의 압력 방출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9. 잔열제거계통의 배관정렬 및 계통설명을 검토하여 잔열제거계통이 공유계통에 관

한 일반설계기준 5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10. 검토자는 잔열제거계통 열제거원 및 재장전계통의 상호작용에 있어 연계인자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한다. 예로서, 검토된 해수 또는 기기냉각수의 

최대온도가 잔열제거계통 설계에서 허용되었는지 검토한다.

11. 검토자는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의 검토자와 접촉하여 자신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

를 수집한다.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의 검토자는 자동작동 및 원격 수동밸브 제어

가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감지기 및 감시 설비가 적합한지 

통보한다. 잔열제거계통의 계측기 및 제어는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충분

한 다중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12. 검토자는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의 검토자와 접촉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13.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14.2절(발전소 초기시험 계획)의 검토자와 접촉하여 필요한 

시험 요건을 상의하고 잔열제거계통의 시운전 시험계획이 RG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14. 제출된 발전소의 운영기술지침서에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가. 수리 및 보수 때문에 계통의 구성기기가 작동 불능일 때 제시된 제한시간 및 

원자로 운전 제한사항을 포함한 운전제한 조건의 적합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나. 정기시험의 주기 및 범위가 적합한지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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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검토자는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의 검토자와 접촉하여 잔열제거에 사용되는 계통이 

구조물 내에 설치되어 있고 폭풍, 태풍, 홍수, 비산물 등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16. 보조 급수공급이 잔열제거계통 부록 5.4.7-1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

17. 상기 1항목에서 15항목까지의 내용 이외에 추가되는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공학적안전설비 및 안전정지 전기부하를 확인하고 공학적안전설비가 비상 전

원계통과 연결되는 최소시간 간격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나. 잔열제거계통과 관련된 안전성 관련 보조계통을 확인하고 냉각부하 기능요건 

및 최소시간 간격을 검토한다. 

다. 정지기간 및 이후에 요구되는 주증기계통 및 보조급수계통과 관련된 필수 기

기를 확인한다. 

18. 검토자는 잔열제거계통 중 격납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사고후 방사능 물

질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누설제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TMI 조치계

획항목의 허용기준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누설제어계획은 잔열제거계통으로부터 

누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및 주기적 누설시험을 포함한다.

19. 검토자는 원자로 정지운전 중 붕괴열 제거계통의 높은 신뢰성과 연속적인 이용성

을 보증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한다. 가압경수형 원전에서는 원자로 부

분충수운전 중 잔열제거기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검토자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이 부분충수운전 중 안전하게 제어될 수 있도록 신

청자가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한다.

나. 검토자는 잔열제거계통이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에 사용중일 때 신청자가 잔열

제거계통의 성능을 연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검토자는 잔열제거계통이 온도, 수위, 그리고 잔열제거계통의 성능 감시를 위

하여 시청각적 지시기를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20. 검토자는 신청자가 잔열제거계통이 높은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는지 다음을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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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토자는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잔열제거계통 흡입부 연결부위의 저-수위 상태

에서 노심과 잔열제거계통을 통한 연속적인 유량을 보증할 수 있는 설비가 있

는지 확인한다.

나. 검토자는 붕괴열제거를 위한 신뢰성 있는 계통 설비가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검토자는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잔열제거계통 흡입부 연결부위에 신뢰성 있는 

수위 측정이 제공되는지 확인한다.

라. 검토자는 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의 자동 닫힘 연동이 계통운전 중 부주의한 

밸브 닫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21. 기계재료분야 검토자는 신청자가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연결되어 있으며 격리가 불

가능한 배관(허용되지 않는 열응력을 초래할 수 있는 온도 분포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잔열제거계통 배열을 검토했는지 확인한다. 동 검토는 주어

진 잔열제거계통 배열에서 열성층, 열주기(Thermal Cycling) 및 열피로에 대한 가

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검토자는 이런 배관이 발견되면 배관에 허용되지 않는 열

응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한다(NRC Bulletin 88-08, 

"Thermal Stresses in Piping Connected to Reactor Coolant Systems" 참조). 특히, 

동 검토자는 잔열제거계통 구성기기의 배치에 초점을 맞추어서 안전심사지침 3.9.3

절에 따라 응력해석결과를 검토하며 ASME 코드에 일치됨을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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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잔열제거기능은 초기냉각단계 및 잔열제거운전 단계가 있다. 소외전원상실 경우에 

냉각의 초기상태는 보조급수계통과 대기방출밸브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설비는 잔열

제거계통의 운전을 허용하는 값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와 압력을 감소시키는데 

사용된다. 초기냉각단계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보고서에 논의되어 있으며, 잔열제거

계통 운전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다. 잔열제거계통은 노심 붕괴열을 제거하고, 원자

로 냉각의 초기단계 이후 장기적인 노심냉각 기능을 수행한다. 발전소의 잔열제거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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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토 범위는 배관 및 계기 도면, 기기배치 도면,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과 필

수 기기에 대한 설계 성능 사양서 등이 포함되었으며, 잔열제거계통에 대한 신청자의 

제안된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와 이들 기준 및 근거에 대한 타당성 분석 그리고 설계

에 대한 이들 기준 및 근거의 적용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잔열제거계통의 설계는 타당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

조, 제16조 제25조, 및 제29조 그리고 10 CFR 50.34(f)(2)(xxvi), “Additional 

TMI-related Requirements”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결정하며 이러한 결정은 다음

에 근거한다.

 1. 고장후 잔열제거계통의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내진설

계에 대한 RG 1.29 C.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

인에  관한 설계기준” 를 만족하였다.

 2. 유동불안정 및 부하(예를 들면 수격현상)와 관련된 동적 영향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를 만족하였

다.

 3.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로 인하여 한 발전소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른 

발전소를 순차적으로 정지시키고 냉각시키는 기능을 포함하여 안전기능을 수행하

기 위한 잔열제거계통의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공유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을 만

족하였다.

 4. 정상운전 및 정지동안의 주제어실 요건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 제어실 등”을 만족하며, 잔열제거계통 부록 5.4.7-1의 규제

지침을 만족함으로써 관련 요건을 기술하고 있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29조 “잔열제거설비”를 만족하였다.

 5. 신청자는 TMI 조치계획 항목 NUREG-0737 III.D.1.1,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및 10 CFR 50.34(f)(2)(xxvi), “Additional TMI-related 

Requirements”에 따라 격납건물 외부의 잔열제거계통에서 사고후 방사능 물질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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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누출 감시설비 및 제어 계획을 만족하였다.

   상기의 기준과 더불어 잔열제어계통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기 승인된 발전소의 설

계와 유사성의 정도에 근거하여 결정될 수 있다. 다른 형태의 잔열제거계통(예를 들면 

원자로냉각재계통 운전 압력에 견디도록 설계된 계통 또는 완전히 격납건물 내부에 설

치된 계통)에 대해서는 상기의 기준으로부터의 상이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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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4.11절 가압기 방출탱크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가압기 방출탱크는 가압기 안전밸브 및 압력방출밸브로부터의 방출물을 응축시키

고 냉각시키기 위하여 전형적인 가압경수로형 원자로 일차계통에 설치된 압력용기이

다. 격납건물 내부에 위치한 작은 방출밸브로부터의 방출물은 배관을 통하여 탱크로 

이송된다. 탱크용량은 단계적인 부하감소 동안의 가압기 방출물을 수용하기 위한 요건

에 근거한다.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가압기 방출탱크에 대해서 

탱크, 탱크로부터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및 안전밸브에 이르는 연결배관, 탱크 살수계

통 및 관련배관, 질소 공급배관과 탱크로부터 상부기체(Cover gas) 분석기 및 원자로냉

각재 배수탱크에 이르는 배관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가압기 방출탱크계통은 비안전관

련 계통이다. 따라서 검토는 일차적으로 본 계통의 운전이 관련된 계통의 과도상태 분

석과 부합하고 또한 본 계통의 고장 또는 오동작으로 인하여 필수계통 또는 기기가 

악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관련 근거에 따라 확인하는 방향으로 수행된다.

다음과 같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1. 가압기 방출탱크 및 관련 지지계통에 대한 내진설계 등급

 2. 탱크 및 지지계통을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하기 위한 품질기준

 3. 예상되는 비정상 상태 동안에 탱크고장이나 부근의 다른 계통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

통의 성능이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상 취해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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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상되는 최대의 발전소 단계적인 부하감소에 대비하는 탱크의 증기 응축용량

5. 가압기 방출탱크의 압력, 온도 및 수위를 측정하고 지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계측기 

및 비정상적인 변수로 인한 사고시 운전원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설치된 계측기

6. 가압기의 압력방출밸브 및 안전밸브의 용량에 대비하는 탱크 파열 디스크의 용량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가압기 방출탱크와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

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 조정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5.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예상되는 

가압기 압력방출 및 안전밸브의 최대 방출용량이 제한적인 과도현상의 검토를 근

거로 허용가능한지 그리고 밸브와 탱크 사이의 배관의 규격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2.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가동중 검

사 요건 사항들이 계통기기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필요에 따라, 운전조건에 대한 건설자재의 적합성을 확

인한다.

 4.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9.1절에서 3.9.3절까지에 대한 검토주관부

서로서 본 계통이 관련 코드와 표준에 따라 적절히 설계되었는지 검토한다. 또한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와 공동으로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에 대한 검토주

관부서로서 계통기기에 대한 등급분류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5. 안전심사지침 9.5.1절, 16.0 및 17장에 대한 담당부서는 각각 화재방호계통, 기술지

침서, 품질보증에 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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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가압기 방출탱크계통은 격납건물 내부에 위치하고 있고, 주로 필수계통 및 기기에 

근접하여 있기 때문에, 동 계통의 고장이나 기능저하로 인하여 발전소를 안전 정지상

태로 유도하고,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결과를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장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종합적인 계통설계가 다음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동 계통

의 설계는 허용가능하다.

 1. 일반설계기준 2 : 필수계통의 지진 영향 보호와 관련하여 탱크고장으로 인하여 발

전소 안전관련 계통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탱크의 위치를 선정하여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의 규제방침 C.2를 만족하고(탱크의 기능상실시에도 안전관

련 계통의 고유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본 탱크계통의 설계가 이

루어져야 한다), 또한 내진범주 I의 경계 연장에 관련된 규제방침 C.3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일반설계기준 4 : 안전관련 계통 또는 기기에 부적합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비

산물 또는 부적절한 환경조건을 야기하는 계통의 고장과 관련한 상기 요건이 만족

하여야 한다. 

 3. 설계인증(DC) 신청시 시험, 검사, 분석이 수행되고 허용기준이 만족되면, 설계인증

이 수행되고 설계인증에 따라 운전됨을 합리적으로 보증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필

요한 시험, 검사, 분석이 포함될 것으로 요구한다.

 4. 건설허가 신청시 비상계획과 관련되는 시험, 검사,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시

험, 검사, 분석이 수행되고 허용기준이 만족되면, 설비는 허가조건 및 관련 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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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조항을 만족하여 설치되고 운전됨을 합리적으로 보증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필요한 시험, 검사,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에 기술한 규제기준의 요건을 만족하는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

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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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

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지진 영향으로부터 필수계통의 보호와 관련하여 허용기준은 RG 1.29의 규제방침 

C.2를 만족해야 하는데 이는 다른 발전소 계통과 관련된 탱크의 위치에 관한 것이

다(탱크의 기능상실시에도 안전관련 계통이 안전기능이 유지하여야 하도록 탱크계

통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내진범주 I의 경계 연장에 관련된 규제방침 C.3

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일반설계기준 4의 요건이 만족되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허용기준을 

이용한다.

가. 파열 디스크는 파열 디스크 허용오차에 대한 충분한 공차를 가지고 최소한 가

압기 압력방출밸브 및 안전밸브의 용량을 합한 방출능력을 갖는다.

나. 가압기 방출탱크의 체적 및 초기에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물의 재고량은 어떠한 

정상 운전상태나 예상운전과도 상태하에서도 증기나 물이 격납건물 내로 방출되지 

않아야 한다. 탱크내의 초기 수온은 120℉ 보다 낮지 않도록 가정되어야 한다.

다. 가압기 방출탱크 및 파열 디스크는 완전 진공상태에 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일 질소의 주입이 없는 상태로 증기가 방출된 이후 탱크내부가 냉각

되어도 탱크의 붕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라. 가압기 방출탱크에 대한 고온, 고압, 고수위 및 저수위 경보가 설치되어야 한다.

마. 파열 디스크가 안전관련 부품을 위협하는 비산물이 되지 않도록 탱크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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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다음의 절차는 건설허가 검토시에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 근거 및 

예비설계 등이 본 안전심사지침 Ⅱ항에 주어진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하여 사용된다. 운영허가 검토시에는 초기 설계기준과 근거들이 적절히 최종설계

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검토자의 요구에 따라서 검토연계

부서들은 Ⅰ항에서 언급한 검토분야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특

별한 경우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본 안전심사지침으로부터 선택하고 중점 

검토한다.

 1. 단계적인 부하 감소에 대하여 가압기로부터 방출되는 증기유량을 수용할 수 있는 

계통의 용량 및 계통운전을 설명하는 내용 및 관련 도면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

확히 상술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2. 방출탱크의 파열디스크 방출용량이 최소한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및 안전밸브 용량

을 합한 값과 같은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압력방출 및 안전밸브를 통한 최대설계 방출량, 즉 완전부하상실로부터 최대 밀림

(Surge)에 의한 계산압력보다 설계압력이 보수적임을 확인한다. 만일 질소가 주입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기가 방출됨에 따라 탱크내부가 냉각되어도 탱크의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탱크 및 파열 디스크가 완전 진공상태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적절한 계통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통의 감압능력을 검토한다. 상기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에너지 방출률을 포함한 질량 및 에너지 배출 자료를 검증한다.

 4. 가압기 방출탱크에 대하여 고온, 고압, 고수위 및 저수위 경보가 설치되어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관 및 계기도면을 검토한다.

 5. 계통이 예상되는 비정상 상태발생 이후에도 작동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안전성분

석보고서 내의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FMEA)을 평가하여 요구되는 기기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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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계통도면에 나타난 이러한 기기의 이용가능성을 추적한다. 또한 최소 계

통유량 및 열전달 요건이 요구되는 시간간격 동안에 각각의 악화된 상황에 대하여 

만족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한다. 각 경우에 대하여 만일 최소계통 요건이 만족되면 설계는 타당하다.

 6. 안전관련 계통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가압기 방출탱크 계통이나 또는 계통일

부의 고장이 안전계통의 필수적인 작동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가를 판정한다. 구조

물 및 계통에 대한 일반적인 기기배치도 및 배치도면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7. 격납건물내의 다른 계통들이 가압기 방출계통의 고에너지 배관의 파단 및 중에너

지 배관의 누설결함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는지 판정한다.  다른 계통이 가압기 

방출계통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고장의 영향으로부터 보호조치가 마

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치도면을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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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가압기 방출 탱크계통은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및 안전밸브로부터 탱크까지의 연결 

배관, 방출탱크 살수계통 배관, 질소 공급배관, 탱크로부터 상부기체 분석기 및 원자로 

냉각재 배수탱크까지의 배관 등과 같은 배관 및 기기를 포함한다. 가압기 방출탱크계

통은 안전정지, 사고방지 또는 사고 완화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탱크계통은 비안전 등

급으로 분류되어 품질등급 D(RG 1.26 참조) 요건에 따라 설계된다. 가압기 방출탱크계

통의 설계는 일반설계기준 2 및 4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결정하며, 이러한 결정은 다음

의 사항에 근거한다.

 1. 신청자의 설계는 RG 1.29의 C.2 및 C.3을 준수하여 지진영향으로부터의 보호와 관

련되는 일반설계기준 4의 요구조건을 만족한다. C.2는 비안전관련 계통의 기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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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전관련 계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했다. C.3은 내진범주 Ⅰ인 설계요

건이 첫 번째 내진 구속물까지 연장 적용되었다(즉, 안전 및 압력방출밸브로부터 

첫 번째 구속물까지의 연결배관).

 2. 부적절한 환경영향 및 파열 디스크 고장에 의하여 생성된 비산물로부터 안전관련 장

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된 일반설계기준 4의 요건을 만족한다. 계통은 어떠

한 정상 운전상태 또는 예상된 비정상 상태하에서도 격납건물로 증기나 물이 방출되

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또한 파열 디스크가 안전관련 장비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비산물이 되지 않도록 탱크가 설계되어있기 때문에 상기의 요건을 만족한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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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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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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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   

6.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고

시)

7.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고시)

8.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1, "Quality Standards and 

Records" 

9. 10 CFR 50, App. A, General Design Criterion 2, "Design  Bases for Protection 

Against Natural Phenomena."

10. 10 CFR 50, App. A, General Design Criterion 4, "Environmental Dynamic Effects 

Design Bases."

11. Regulatory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12. Regulatory Guide 1.26, "Quality Group Classifications and Standards for Water-, 

Steam-, and Radioactive Waste Containing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





지 침 번 호 KINS/GE-N001

분 류 번 호 5.4.12

개 정 번 호 4

발 행 일 자 2014.1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분류번호 : 5.4.12

제 목 : 원자로냉각재 상단배기

검토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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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 ‘92.4

1 ‘93.5 ‘93.5

2 ‘99.10 ‘99.10

3 고완영 ‘09.12 금오현 ‘09.12

4
구본현

신병수
‘14.11 민복기 ‘14.12





제5.4.12절 개정 4 - 2014. 12- 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4.12절 원자로냉각재 상단배기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29조 “잔열제거설비”,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에 따라 모든 가압경수형 원자

로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상단배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증기발생기 튜브의 상당배기를 

제외하고는 원자로냉각계통의 상단배기는 비응축성가스의 축적이 자연순환 노심냉각

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원자로냉각계통지역에는 상단배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계통성

능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냉각재 상단배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를 검토한다.

 1. 상단배기는 제어실에서 원격 운전되어야 한다.

 2. 배기관과 관련 제어계통, 계기계통 및 전원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중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과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

보증” 중 적용가능 요건을 따라야 한다.(17장 참조)

 3. 배기계통이 안전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4. 배기계통의 우연적으로 혹은 돌이킬 수 없는 동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되었는

지 확인한다. 

특정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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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기계통의 위치, 크기, 방출 용량, 기능 및 방출 지역

 2. 배기관 파단시 유동이 방출능력을 초과하는 것으로부터 방해되지 못 하도록 배기

관 유동지역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

조 “비상노심냉각장치”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배기관 파단에 대한 보완적인 

냉각재상실사고 해석

 3. 밸브 계열에 대한 다중성과 고장형태

 4. 배기계통의 사용하기 위한 절차서 및 동 절차서의 근거

 5. 배기계통의 운전을 시작하고 종료시키기 위하여 운전원에게 제공되는 유용한 정보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의 준수를 입증할 수 있는 계통에 대한 환경검증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원자로냉각재 상단배기와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 조정한다. 

  1.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3.1절, 3.3.2절, 3.5.3절, 3.7.1절에서 3.7.4

절까지, 3.8.4절 및 3.8.5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안전정지지진(SSE)과 같은 자

연현상의 영향을 견디기 위하여 계통과 지원계통을 둘러싸고 있는 내진범주 I 구

조물의 능력을 확립하는데 사용된 설계 해석, 절차 및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검

토한다.

  2.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9.1절에서 3.9.3절까지에 대한 검토주관

부서로서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이 적용가능한 코드와 표준에 따라 설계되어 있는

지를 검토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계

통기기들에 대한 내진 및 품질 등급분류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다. 이에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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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와 함께 안전심사지침 3.10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기계 및 전기 설비의 내진 및 동적 검증을 검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가동중 

검사 요건이 계통기기와 부합함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운전조건에서의 제작재

료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4.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7.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적절한 

운전에 요구되는 모든 필수 계측 및 제어기기에 대한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

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5.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8.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적절한 

운전에 요구되는 모든 필수 전기기기에 대한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합성

을 검토한다.

  6.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2.1절에서 6.2.6절까지에 대한 검토주관

부서로서 격납건물 대기 내로 방출되는 기체의 혼합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며, 

사고조건 동안 격납건물 설계 제한치가 배기에 의하여 초과되지 않음을 검토한다.

  7. 모든 배기계통기기의 초기시험계획과 시험절차가 안전심사지침 14.2에 따라 수행

되는지 검토한다. 

  8. 계측제어분야 및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대한 검토주관

부서로서 모든 배기계통 기기들에 대한 환경검증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9. 기술지침서가 안전심사지침 16장에 따르는지 검토한다. 

  10. 인간공학분야 담당분야는 안전심사지침 18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인적오류 

없이 종사자가 계통을 운전할 수 있는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배기계통의 주제어

실 부분에 대한 인간공학적 요소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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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품질보증관점이 안전심사지침 17장의 지침에 따르는지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검토의 목적은 배기계통이 1) 최소한의 오동작가능성으로 원자로냉각계통으로부터 비

응축성가스를 제거할 수 있고 2) LOCA를 일으키는 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평가되었는

지 평가하기 위함이다. 

동 계통에 대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관련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원자로냉각

재 압력경계의 일부인 배기계통 기기는 높은 품질표준으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유지되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만일 비응축가스의 축적이 이들 계통의 기능상실을 일으킨다면, 적절한 노심냉각

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원자로냉각계통, 원자로 헤드, 기타 계통의 상단배기의 요건

과 관련된다. 그리고 원자로냉각재 배기계통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는 환

경검증되어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인 배기계통은 비정상 누설, 급속 전파파손 및 대형 파열의 발생

가능성이 극도로 낮도록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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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및 제29조 “잔

열제거설비”: 배기계통 기기는 정상 및 비상 전원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배기계통은 

주제어실로부터 운전가능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연장된 시

간주기 동안 붕괴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산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공적인 초기

운전 이후의 장기 노심냉각을 달성하여야 한다.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배

기계통은 주기적인 검사를 허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에 기술한 규제기준의 요건을 만족하는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

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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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

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가. 원자로냉각재 배기 설계는 사고동안 및 사고후 이러한 배기계통의 사용이 격납건

물에 대한 위협이나 사고의 진행을 악화시키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배기유로는 노심냉각을 방해할 수도 있는 기체를 배기하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

계통(가압기 포함)의 상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U-튜브 형식의 증기발생기에 대하

여 수많은 U-튜브를 개별적으로 배기시키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므로 U-튜브로부

터 기체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서가 개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배기유로는 가

스응축이 원자로냉각재펌프 밸브몸체와 같은 노심냉각을 위험하게 하지 않는 곳

에 상단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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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배기 밸브, 전원 또는 제어 계통의 단일고장은 배기유로의 격리를 방해하지 않아

야 한다.

 라. 설계에서 충분한 다중성은 부주의한 작동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전원제거

나 행정통제와 같은 조치를 통하여 부주의한 밸브작동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다른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마. 원자로냉각재 배기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경계의 일부분이므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대한 모든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바. 배기관의 크기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불필요한 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각재 

상실사고의 정의에 상응하는 크기보다 더 작도록 하여야 한다.

 사. 격납건물로의 배기유로는 격납건물 공기와 잘 혼합될 수 있는 지역으로 방출되어

야 하며, 방출지역은 증기, 물, 비응축성 기체 그리고 이러한 혼합물의 영향을 견

딜 수 있어야 한다.

 아. 배기계통은 주제어실로부터 운전가능하여야 하며, 명확한 밸브 위치지시를 제공

하여야 한다. 전원은 비상모선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

 자. 원자로냉각재계통 배기를 위한 주제어실의 출력 및 제어는 운전원 실수의 잠재성

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인적요소 분석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

되어야 한다.

 1) 정상 및 비정상 발전소 조건동안 운전원에 의한 본 정보의 사용

 2) 비상 운전절차서로의 통합

 3) 운전원 훈련으로의 통합

 4) 비상시 다른 경보 및 경보의 우선순위화 필요

 차. 원자로냉각재 배기계통의 운전성을 위한 시험 설비들은 설계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시험은 KEPIC MO “원전 가동중시험”의 범주 B 밸브에 부합되도록 수행

되어야 한다.

 카. 원자로냉각재 배기계통(즉, 배기밸브, 차단밸브, 위치지시기, 케이블 단자결선 및 

배관)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100 ”Seismic Qualification of Electric 

and Mechanical Equipment for Nuclear Power Plants“ 및 1.92 ”Combining 

Modal Responses and Spatial Components in Seismic Response Analysis“와 IEEE 

344 ”Seismic Qualification equipment in nuclear power plants“에 따라 내진 및 

환경 검증되어야 한다. 환경검증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

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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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배기계통을 효율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절차들은 배기가 필요할 때와 필요하지 않

을 때를 고려하여야 한다. 배기가 요구될 수 있는 초기조건의 다양성이 고려되어

야 한다. 운전원 조치와 필요한 계측기가 확인되어야 한다.

 파. 배기계통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절차서는 배기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없

는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배기가 요구되는 초기조건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

다. 운전원 조치와 필요한 계기도 확인되어야 한다. 

 하. 원자로냉각계통의 배기계통은 안전심사지침 17장의 품질보증 허용기준을 만족하

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다음 절차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 근거 및 예비설계가 본 안

전심사지침 II항에 주어진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건설허가신청 검

토시 사용된다.

운영허가 검토시에는 초기 설계기준 및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종

설계에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검토절차를 사용한다. 제안된 운

영기술지침서가 운전제한조건과 주기적인 감시시험에 관한 적합성을 보증하도록 운영

기술지침서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특별한 경우에, 아래의 절차서들로부터 선택할 것이다. 

이들 절차서는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에서 근거한 것이다. 이 허용기준으로부터 유예

사항에 대하여는, 2장에 기술되어 있는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체방법

이 제시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배기경로들이 원자로냉각재계통 상단에서 배기할 수 있

음을 결정하기 위하여 배기계통 설명을 검토한다. 증기발생기에 있는 U-튜브와 같

이 배기가 실현 불가능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검토자는 적절한 절차가 냉각성

을 보증하도록 개발되어 있음을 결정한다.

 2.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단일고장이 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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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의 격리를 방해하지 않음을 확립하기 위하여 계기, 배기 제어 및 전원을 검토

한다.

 3.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밸브 다중성과 부주의한 동작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검토한다. 부주의한 동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의 비교는 다른 안전관련 

계통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4.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대한 모든 요건이 만족됨을 결

정하기 위하여 배기계통을 평가한다.

 5.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배기관과 오리피스가 냉각재상실사고 정의에 사용된 크

기보다 더 작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의 크기를 검토한다. 배기유로의 용량이 

냉각재상실사고 크기와 같은 경우 냉각재상실사고 해석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압

기 압력방출밸브나 이와 대등한 것이 가압기 배기에 사용된다면, 부적절한 밸브개

방이나 실패는 LOCA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경로에는 격리밸브가 설치되어 있

어서 이 LOCA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

치” 평가의 일부분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이 경우, 검토자는 사업자의 LOCA 후속

조치를 평가하고 계측제어 및 인간공학 검토자가 LOCA 조건에서 격리밸브 폐쇄기

능을 검토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6.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배기계통에 대한 방출지역이 배기될 수 있는 모든 물질

을 견딜 수 있음을 결정한다. 또한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격납건물 대기와의 

적절한 혼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지역을 검토한다.

 7.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배기가 주제어실로부터 운전가능하고 전원이 비상모선으

로부터 공급되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설명서, 배관 및 계기도면을 검토한다.

 8. 인간공학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냉각재계통 배기계통에 대한 주제어실 출력과 제

어가 운전원 실수의 잠재성을 증가시키지 않음을 결정한다.



제5.4.12절 개정 4 - 2014. 12- 9 -

 9.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냉각재 배기계통의 운전성에 대한 시험설비들을 검

토한다. 시험은 KEPIC MO “원전 가동중시험”의 범주 B 밸브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0.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냉각재 배기계통(즉, 배기밸브, 차단밸브, 위치지

시기, 케이블 단자결선 및 배관)이 RG 1.100 ”Seismic Qualification of Electric 

and Mechanical Equipment for Nuclear Power Plants“ 및 1.92 ”Combining 

Modal Responses and Spatial Components in Seismic Response Analysis“, IEEE 

344 ”Seismic Qualification equipment in nuclear power plants“에 따라 내진검

증됨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통을 검토한다.

 1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

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에 따라, 원자로냉각재 배기계통(즉, 배기 밸브, 차단밸

브, 위치지시기 및 케이블 단자결선)이 환경검증됨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통을 검

토한다.

 12.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배기계통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절차서를 평가한다. 운

전 절차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배기가 필요한 때와 필요하지 않은 때

나. 비응축성 기포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

다. 배기를 수행할 수 다양한 초기조건

라. 운전원 조치 및 필요한 계측기

 1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냉각배기계통이 대기압력에 근접하는 방출량과 

원자로냉각계통 압력에서 발생하는 동적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확

인하기 위하여 원자로냉각배기계통을 검토한다.

 14. 원자로냉각배기계통의 검토자는 해당 안전심사지침 17장이 적절히 기술되어 있는

지를 평가한다.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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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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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상단배기의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

조, 제13조, 제15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41조 의 관련 요건들을 

만족하므로 허용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상단배기는 일차냉각재계통으로부터 비응축성 기체를 원격 방출시

키고 격납건물 대기나 격납건물 내에 있는 수집탱크로 기체를 배출시키기 위한 기기 

및 배관을 포함한다. [검토에는 신청자의 제안된 설계기준과 설계근거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건설허가단계에서 요건을 만족한다.][검토는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에 대한 배

기계통 설계의 신청자 해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배기를 위한 운전절차서를 포함하고 

있다](운영허가단계).

또한 검토의 허용근거는 원자로냉각재 배기계통 및 지원계통에 대한 신청자의 설계,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가 적용가능한 RG, 규제입장 및 산업기술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다 [각각의 문서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이들을 이행하는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V.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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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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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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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잔열제거설비”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9.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10.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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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품질보증)   

 11. KEPIC MO, “원전 가동중시험”

 12. 10 CFR 50.44, "Standards for Combustible Gas Control System in Light-Water- 

Cooled Power Reactors."

 13. 10 CFR 50.46, "Acceptance Criteria for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s for 

Light Water Nuclear Power Reactors.“

 14. 10 CFR 50.46a, "Acceptance Criteria for Reactor Coolant System Venting 

Systems“

 15. 10 CFR 50.49, "Environmental Qualification of Electric Equipment Important to 

Safety for Nuclear Power Plants."

 16. 10 CFR 50.55a, "Codes and standards."

 17.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1, "Quality Standards and Records" 

 18.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14, "Reactor Coolant Pressure 

Boundary."

 19.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17, "Electric Power Systems"

 20.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19, "Control Room"

 21.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30, "Quality of Reactor 

Coolant Pressure Boundary."

 22.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34, "Residual Heat Removal"

 23.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36, "Inspection of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24. Regulatory Guide 1.100, "Seismic Qualification of Electric Equipment for Nuclear 

Power Plants."

 25. Regulatory Guide 1.92, "Combining Modal Responses and Spatial Components in 

Seismic Respon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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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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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5.2.2-1 저온운전시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과압방지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에서는 

“원자로냉각계통과 그와 관련된 보조계통·제어계통·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

운전과도 동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여유도

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예상운전과도란 정상운전은 아니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자로시설에 심

각한 손상을 일으키지 않거나 사고상태로 진전되지 않는 상태로서 원자로시설의 수명

기간 동안 수 차례 발생이 예상되는 운전상태를 말한다. 여기에는 모든 순환펌프의 전

원상실, 터빈발전기 세트의 정지, 주복수기의 격리, 모든 소외전원상실 등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0 CFR 50의 Appendix G “Fracture Toughness Requirements”에는 특정 조건에 

대한 원자로압력용기의 파괴인성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대하

여 어떤 예상운전과도 동안에도 Appendix G에 기술된 한계를 초과하지 않음을 보장하

기 위해 운영기술지침서에 압력-온도 한계가 제시되어야 한다. 본 지침의 주된 관심은 

저온에서의 기동과 정지시, 특히 만수위 상태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취성파

괴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운영기술지침서에 설정된 온도-압력 한계를 초과하는지에 있

다. 이러한 부적절한 과압은 오신호나 운전원의 실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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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규제입장

  1. 계통은 저온에서 운전되는 동안 운영기술지침서와 10 CFR 50 Appendix G의 

“Fracture Toughness Requirements” 한계를 넘지 않도록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계통은 모든 예상된 과압사건 동안, 특히 원자로냉각재계통이 만수위 상태

인 동안, 운영기술지침서의 한계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충분

히 감압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저온과압 보호계통의 운전요구 온도는 10 CFR 50 Appendix G “Fracture 

Toughness Requirements”의 제한치 계산에 의해 결정되는 압력용기 원통부(1/4t 

또는 3/4t)에서의 RTNDT + 50℃의 금속온도에 해당하는 냉각수 온도로 정의된다. 

이 운전요구 온도 이하의 기동과 정지 조건동안 저온과압 보호계통은 운전가능해

야 한다.

  3. 저온과압 보호계통은 단일능동기기고장을 가정하더라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

어야 한다. 계통에 대해 가장 제한적인 단일능동고장을 가정하더라도 요구되는 

과압보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해석이 제시되어야 한

다. 운전원 실수나 기기의 오동작과 같은 사건 발생의 원인은 단일능동고장으로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 해석은 과압사건의 사건 원인 발생 시점에서 가장 제한적

인 허용운전조건과 계통 배열을 가정해야 한다.

     최악의 사건을 정할 때에는 모든 잠재적인 과압사건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사건

은 보호연동이나 전원차단에 의해 방지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건들은 개별적으

로 적합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해석을 수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제어수단이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저온과압보호 계통은 IEEE Std. 603 "IEEE Standard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저온과압보호 

계통은 일반적으로 수동으로 운전가능하게 한다. 원자력발전소 냉각중 정확한 상

태에서 이 계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경보신호가 구비

되어야 하며, 이 계통이 운전중임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표시장치가 구비되

어야 한다.  보호 조치가 시작되면 운전원에게 이를 알려주는 경보가 작동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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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의 저온과압보호계통 설

계에 대한 검토시 계측 및 제어관련 항목에 대하여 지원한다.

  5. 운전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온과압보호 계통은 시험 가능해야 한다. 운영기

술지침서의 감시요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매 정지시에 (방출밸브를 제외한) 계통의 운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나. 최소한 가동중시험계획에 규정된 밸브 운전가능성 확인 시험

  6. 과압보호계통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

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고시”와 KEPIC MN “원자력기계”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7. 과압보호계통은 운전정지지진동안에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과압보호계통과 공유된 어떤 다른 안전등급계통의 설계기준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이렇게 함으로서 내진설계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8. 과압보호계통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외전원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계통 

전원은 1등급 전원일 필요는 없으나 배터리가 지원되는 전원으로 운전가능해야 

한다.

  9. 과압사건 결과의 완화를 위해 능동기기에 신뢰를 두는 과압보호계통은 의도되지 

않은 계통 작동을 포함하여 추가해석을 수행하거나, 이러한 사건이 현재의 해석 

결과 범위 내에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10. 정상상태에서 일차계통에 속하지 않는 저압계통에서 압력방출이 일어나도록 설계

된 경우, 저압계통을 일차냉각재계통으로부터 차단시키는 연동에 의해 과압보호

기능이 상실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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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5.3.2-1 파괴인성 요건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파괴인성, 압력-온도 제한 및 재료감시시험, 가압열충격에 대한 요건은 원자력안전

위원회고시 제2012-08호,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기준”, 10 CFR 50 Appendix G와 

Appendix H, 10 CFR 50.61에 기술되어 있다. 이 부록의 목적은 이러한 요건을 요약하

고 설명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요건의 많은 부분이 몇몇의 발전소가 설계되고 건설되었을 당시는 적용되

지 않았으므로 이 견해는 오래된 발전소에 이러한 요건을 적용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오래된 발전소가 새로운 요건에 부합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는 

보수적인 평가와 가정을 만드는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신청자는 규정에 

대한 예외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재료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적

절한 기술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II. 규제 입장

 1. 사용전 파괴인성 시험 요건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있는 압력 유지기기에 사용되는 모든 페라이트 재료의 파

괴인성은 10 CFR 50 Appendix G의 요건(상세절차는 KEPIC-MN(또는 ASME Sec. III, 

Division 1)을 따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1975년 8월 15일 이전에 건설허가된 발

전소에 대한 파괴인성시험요건은 현재의 코드 및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현재 규정

에 사용되는 파괴인성을 예측하기 위해 오래된 발전소 재료의 파괴인성은 활용할 

수 있는 시험 데이터를 사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오래된 발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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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되는 운전한계가 현재 발전소에 요구되는 것과 같은 안전여유도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행되어야 한다. 

  

  가. 압력용기 재료의 RTNDT 결정

   온도 제한은 파괴인성 시험결과에서 얻어진 재료의 특성 온도인 RTNDT에 따라 결정

된다. RTNDT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낙중 무연성천이온도 (NDTT) 시험과 샤르피 V-

노치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낙중시험 (ASTM E-208-1969)으로 결정된 무연성천

이온도 (NDTT)보다 33 ℃ (60 ℉) 높은 온도에서 취약한 방향(최대 가공 방향에 수

직방향(transverse))으로 제작된 시편에 대해 수행된 샤르피 V-노치 시험에서 최소 

68J (50ft-lbs)의 에너지와 0.89mm (35mils) 이상의 횡팽창량 (LE)을 보이면 그 온도

가 RTNDT 가 된다. 

   대부분의 경우 오래된 발전소의 압력용기 재료에 대해 수행된 파괴인성시험은 이와 

같이 RTNDT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험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이 경우, RTNDT 

결정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다수의 원자로압력용기 재료로부터 얻은 자료의 상관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평가 방법이다.

    1) 낙중시험이 수행되지 않고 완전한 샤르피 V-노치 곡선이 있는 경우, SA-533 

Gr. B, Class 1 판재와 용접재에 대한 NDTT는 샤르피 V-노치 시험의 41J 

(30ft-lbs)에 해당되는 온도와 -18℃ (0℉) 중 높은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2) SA-508, Class 2 단조재에 대해 낙중시험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 NDTT는 다음 

온도중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가) 33℃ (60℉)

        나) 샤르피 V-노치 상한(upper shelf)의 온도

        다) 만일 최대흡수에너지 값이 136J (100ft-lb)이상이면, 136J (100ft-lb)에 해당

하는 온도

    3) 횡방향(transverse) 샤르피 V-노치 시편이 시험되지 않은 경우, 횡방향 시편의 

68J (50ft-lb)과 0.89mm (35mils) 횡팽창량에서 얻어지는 온도는 다음 기준중 하

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가) 길이방향시편 시험결과의 65%를 보수적으로 횡방향 시편의 값으로 선정

한다. 

        나) 길이방향 시편의 68J (50 ft-lb) 과 0.89mm (35mils) 횡팽창량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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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 11oC (20oF)를 더하여 보수적으로 횡방향 시편에 대한 온도로 선정

한다. 

    4) 최소 41J (30ft-lb)를 가짐을 확인하기 위해 샤르피 V-노치 시험이 하나의 온도

에서 수행되었을 경우, 길이방향 시편에 대해 최소 61J (45ft-lbs)가 얻어졌다면 

해당 온도는 RTNDT로서 사용될 수 있다. 만일 얻어진 최소값이 61J (45ft-lbs) 

이하일 경우 RTNDT는 시험온도 보다 11℃ (20℉) 높은 값으로 선정한다. 

  나. 샤르피 V-노치 최대흡수에너지 평가

   원자로압력용기의 노심영역에 대해, 상한계(upper shelf) 인성은 반드시 중성자 조

사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KEPIC(또는 ASME Code)에 따라 모재 및 용접재의 횡

방향 최대흡수에너지는 초기에 102J (75 ft-lb)이상이어야 하며 수명기간동안 68J 

(50 ft-lb) 이상의 값을 유지하여야 한다. 

   만일 샤르피 최대흡수에너지가 얻어지지 않았다면, 처음 인출한 감시용기에 대한 

시험결과를 사용하여 보수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만일 시험이 길이방향시편에 대해서만 수행되었다면, 횡방향 물성치를 평가하기 위

해 길이방향 값의 65%로 줄여야 한다.

   원자로압력용기 재료에 대한 수명말기 예상 샤르피 최대흡수에너지와 조사후 무연

성천이온도는 10 CFR 50 Appendix G, IV.B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수명 말기

에서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원자로압력용기 재료는 10CFR50 Appendix G, 

IV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Regulatory Guide 1.161은 10CFR50 Appendix G, IV에 

따라 계속 운전을 위해 적절한 안전여유도를 보여주는 파괴해석해석방법을 제시한

다.

  다. 보고 요건

   10 CFR 50 Appendix G와 KEPIC(또는 ASME Code)에 따른 파괴인성치는 운영기술

지침서에 주어진 운전한계의 정확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근거로서 최종안전성분

석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1975년 이전의 오래된 발전소의 경우, 위에 기술한 

절차 또는 보수적임이 입증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평가하여야 한다.

 2. 파괴인성에 대한 운전제한

  가. 압력-온도 운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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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CFR 50 Appendix G에서 요구한 것처럼 다음 운전제한치들이 결정되어 운영기

술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운전제한치 선정근거가 제시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10 CFR 50 Appendix G 나 KEPIC-MIZ 부록 G(또는 ASME Sec. XI, 

Division 1, Appendix G)보다 낮은 안전여유도를 주어서는 안된다.

    1) 설치후 원자로압력용기에 대한 가압과 관련된 수압시험 수행시의 최소 온도

    2) 발전소 가동이후 수행되는 모든 누설 및 수압시험에 대한 최소온도

    3) 기동, 이상상태(Upset), 냉각조건을 포함하는 운전에 대한 최대압력-최소온도 곡선

    4) 노심운전에 대한 최대압력-최소온도

  나. 운전 제한에 대해 권장 기준

    1) 누설 및 수압시험

      가) 연료 장전 상태에서 설계압력보다 높은 압력에서 시험해서는 안된다.

      나) 연료 장전전 계통 및 기기 수압시험은 RTNDT+60
oF이상의 온도에서 수행하여

야 한다. 

      다) 연료장전후 계통 및 기기 수압시험은 안전심사지침 5.3.2 Ⅱ장에 따라 최소 

시험온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가열 및 냉각 제한 곡선

     가열 및 냉각 압력-온도 제한곡선은 단순한 pr/t 응력계산이나 KEPIC (또는 

ASME Code)에 주어진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다. 열 구배의 효과는 

KEPIC (또는 ASME Code) 절차나 ORNL/NRC/LTR-03/03 보고서(Tabulation of 

Thermally-Induced Stress Intensify Factors (KIT) and Crack Tip Temperatures 

for Generating P-T Curves per ASME Sec. XI, Division 1, Appendix G)를 이용하

여 보수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 

     계산은 노심영역의 RTNDT가 다른 고 응력 지점에 대한 RTNDT보다 높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노심영역에 대해서만 수행한다. 

     코드 의도를 만족하고 사용된 가정과 원칙에 대한 기술적 적절성이 제시되면 더 

정밀한 해석절차가 사용될 수 있다.

    3) 노심운전 제한

     노심운전 동안 여유도 확보를 위해 10 CFR 50 Appendix G는 노심운전 동안 최

소온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2)항에서 가열 및 냉각에 대해 결정된 압력-온도 

제한에 20℃ (40℉)의 여유도를 부과한다. 압력에 상관없이 최소 온도는 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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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가동중 수압시험에 대해 결정된 온도이다.

    4) 이상 조건

      상기 2), 3)항에 기술된 압력-온도 제한은 이상 상태 조건에 적용될 수 있다. 정

상운전절차는 제한곡선을 넘지 않고 모든 이상상태 조건을 포함하여 의도된 운

전조건에서의 변동을 허용하여야 한다. 

    5) 비상 및 사고 조건

     비상 및 사고조건에서 초래되는 과도상태의 심각함은 운전조건과는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고, 계통 상태에 의존하여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기기내의 온도-압

력관계가 결정된다. 따라서 운전원의 직접적인 제어하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인지

해야 한다. 

     따라서, 비상 및 사고 조건에 대한 운전제한은 운영기술지침서의 요건이 아니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가상 사고조건 동안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모든 필수

기기에 대한 건전성에 대한 기술하여야 한다. 기술된 내용은 매우 과도하게 보수

적인 가정과 절차를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실제적인 방법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다. 보고 요건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위에서 논의된 운전 및 시험제한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대

한 근거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운영기술지침서에는 또한 의도된 운전절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예상 조건과 제한조건 사이에 여유도가 예상치 않은 조건이

나 이상조건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3. 가동중 파괴인성의 감시 

  원자로 압력용기는 운전수명동안 심각한 중성자 조사에 노출될 수 있다. 이것은 재

료의 인장물성 및 파괴인성에 영향을 미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8호,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기준”에 따른 재료 감시시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가. 감시시험계획 요건

    감시시험계획에 대한 요건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8호, “원자로압력용

기 감시시험기준”에 제시되어 있다.  보다 엄격한 판정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에 가까운 평가를 수행할 경우가 아니면, 감시시험계획에 포함된 재료의 선택은 

ASTM E185-82를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판재, 단조재 혹은 노심영역 용접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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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RTNDT와 최대흡수에너지를 사용기간의 함수로 결정하는 방법이나 가장 취약

하기로 예상되는 재료를 감시시험 재료로 선택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바람직하

다. 감시시험계획은 초기 RTNDT, 최대흡수에너지, 재료의 예상되는 방사선 민감도

(예: 구리와 니켈 함량에 따른 민감도)와 감시용기 설치위치에서 예상되는 중성자 

플루언스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안전성분석보고서 요건

    감시시험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노심영역 재료에 요구되는 정보는 다음

과 같다. 

     1) 인장물성

     2) RTNDT 결정에 사용된 낙중시험결과와 샤르피 V-노치 시험결과

     3) 최대흡수에너지 결정에 사용되는 샤르피 V-노치 시험결과

     4) 화학조성 (특히 구리와 니켈 성분)

     5) 각 노심영역 재료에 대한 예상되는 최대 플루언스

     6) 감시시험계획에 포함된 재료의 목록과 선정근거

   다. 감시시험 절차

    감시 용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8호,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기

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인출하고 시험하여야 한다. 인출 및 시험계획은 운영기술

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보고 요건

    감시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평가하는데 사용된 모든 정보, 평가방법 그리고 평가결

과는 평가보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의 초기 물성치와 화학조성

     2) 감시시편과 원자로압력용기 내벽에 대한 초기 예측치를 포함한 플루언스 계산

     3) 감시시편에 대한 시험 결과

     4) RTNDT와 최대흡수에너지 변화량을 계산하는 근거

     5) 감시시험결과에 따른 원자로압력용기 물성치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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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운영기술지침서 변경 

    감시시험결과를 반영한 운전 및 시험 제한치의 변경은 근거자료와 함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4. 가압열충격

   가. 가압열충격 요구조건

    10 CFR 50.61 요건에 따른 가압경수로형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

음과 같다.

     1) RTPTS 값은 원자로압력용기 노심영역의 용접재, 판재 혹은 단조재에 대한 수명

말기 플루언스 예측값으로부터 결정되어야 한다. 예측된 수명말기 RTPTS 값은 

규제기관에 의해 승인받아야 한다.

     2) 가압열충격 허용요건은 판재, 단조대, 축방향 용접재의 경우 132oC (270oF)이

며, 원주방향 용접재의 경우 149oC (300oF)이다.

     3) 원자로압력용기가 가압열충격 허용조건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0 

CFR 50.61(b)(3)에 따라 가압열충격 허용조건을 초과하지 않기 위한 조사량 감

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조사량 감축 프로그램을 통해 가압열충격 허용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어렵다

면, 신청자는 10 CFR 50.61에 제시된 2가지 선택사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

다: ①10 CFR 50.61(b)(4)에 따른 안전성평가 보고서(만약 설비, 계통과 발전소 

운전조건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이를 포함)를 제출할 것. ② 10 CFR 

50.61(b)(7)에 따라 파괴인성 회복을 위한 열처리 수행. 관련 서류는 가압열충

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전까지 원자력안

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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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5.4.2.1-1 증기발생기 2차측 수화학 감시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증기발생기의 효율적이며 신뢰성있는 장기적인 운전을 위해서 증기발생기의 설계

와 운전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1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22조제1항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1차측과 2차측 유체사이의 방벽

이 설계기준사고를 포함한 운전, 유지 또는 시험조건하에서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

야 한다. 

  이 요건이 만족됨을 입증하기 위해 1)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2차측 수처리, 2) 슬

러지와 침적물을 포함한 부식생성물, 다른 비용해성 불순물, 화학적 오염물질 등을 증

기발생기로부터 제거하기 위한 운전 절차의 이행, 3) 증기발생기로 유입되는 보충수로

부터의 불순물 방지를 위한 기기, 계통, 구조물 설계, 4) 특히 틈새에서 슬러지나 침적

물을 형성하고 농축하는 불순물을 방지하기 위한 증기발생기 설계 등 여러 방법을 취

해야 한다.

  효과성이 떨어진 수처리, 운전 절차, 설계 인자 등은 가동중 가압경수로에서 증기발

생기 세관의 응력부식균열, 웨이스티지(wastage), 덴팅(denting)과 같은 광범위한 이력

에 의해 알려진 것처럼 증기발생기 세관의 손상을 발생시켜 왔다. 따라서 아래 기준이 

권고된다.

  미국전력연구소(EPRI)의 2차측 수화학 지침과 같은 산업계의 수화학지침은 최근의 

많은 연구 및 운전경험을 포함시키며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원전 수화학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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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에 수화학 관리에 있어 더 많은 최근의 정보와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최신 EPRI 수

화학지침을 검토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II. 규제 입장

  1. 신청자의 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는 증기발생기 부식과 세관 열화를 억제하기 위

하여 공급자의 권고 절차에 따른 2차측 수화학 감시 및 관리프로그램의 이행을 

기술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수화학 프로그램이 산업계의 지침 (예, EPRI 2차측 수

화학 지침과 NEI 97-06)을 어떻게 만족하는지 설명하여야 한다. 

수화학 프로그램은 전 운전모드를 포괄해야하며, 각각의 모드는 출력 백분율과 

온도범위로 규정되어야 한다. 

  2. 2차측 수화학 감시 및 관리 프로그램은 각 운전모드 별 주요 인자들의 기준값 및 

시료채취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은 최소한 pH, 양이온 전도도, 나트륨 

및 용존산소를 포함해야 한다. 비전도도, 염소, 불소, 부유고형물, 규소, 총 철분

(total iron), 구리, 황화물, 납, 암모니아 그리고 하이드라진 등의 인자를 포함할 

수 있다. 각 증기발생기에 첨가되는 pH 첨가제는 별도로 조절하여야 한다.  

  3. 각 발전소의 2차측 수화학 감시 및 관리 프로그램이 평가된다. 산업계의 지침으

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경우 명기되고 기술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감시 항목에 대한 값들을 기록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감시 및 검사에 이용

될 수 있어야 한다.  

  4. 2차측 수화학 감시 및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일상적인 변경사항은 최종안전성분

석보고서 개정의 일부로서 보고되어야 한다. 변경사항은 10 CFR 50의 요건에 따

라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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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5.4.7-1 잔열제거계통 설계요건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 제어실 등”에는 정상 조

건하에서 원자력발전소 운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제어실을 갖추어야 한다고 기술

되어 있다. 정상운전조건은 원자로의 정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잔열제거계통은 모든 

원자로의 정상적인 정지에 포함되는 여러 계통중 하나이므로 동 계통은 제어실에서 

운전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잔열제거설비”에는 외부전원의 상

실 여부에 상관없이 능동부품의 단일 고장을 가정하여 안전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다중성과 격리 능력을 갖추어 설계되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최근의 발전소 설계에서 잔열제거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보다 저압으로 격납건물의 

외부에 위치하며,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잔열제거계통은 다른 설계 

특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잔열제거계통이 원자로냉각재계통과 같은 압력

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격납건물 내부에 위치할 수도 있다. 현재의 잔열제거계통과 

다른 설계 특성을 갖는 발전소는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잔열제거계통에 대한 

기능, 격리, 압력방출, 펌프보호 및 시험 요건은 본 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II. 규제 입장

  1. 기능요건

    원자로를 정상운전으로부터 저온정지상태1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동 계통은 다음의 

기능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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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 냉각에 포함된 과정은 열제거, 감압, 유량 순환 및 반응도 제어가 있다. 저

온정지 조건은 기술지침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압경수형 원전의 경우 미임계 

상태로 원자로의 온도는 93.3℃(200℉) 이하이다.]

 가. 안전등급계통만을 사용하더라도 원자로를 정상운전으로부터 저온정지로 냉각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들 계통들은 일반설계기준 1부터 5 까지를 

만족해야 한다.

 나. 동 계통은 소내전원계통(소외전원의 상실을 가정)과 소외전원계통(소내전원의 

상실을 가정)에 대하여 동 계통 기능이 단일고장 가정하에서 완수될 수 있음

을 보증하기 위한 기기와 설비가 적절한 다중성, 적합한 연결 부위, 누설 감

지, 격리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 동 계통은 제어실에서 소내 또는 소외 전원 하나만 사용 가능한 상태에서 운

전될 수 있어야 한다(감시 및 제어에 대한 계측을 포함). 단일고장 가정하에서 

동 계통의 주어진 기능수행을 입증하는데 있어 제어반 외부의 제한된 운전원 

조치는 적절히 정당화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

 라. 동 계통은 단지 하나의 소내 또는 소외전원을 사용하고 가장 제한된 단일고장 

하에서 원자로정지후 합당한 시간내에 원자로를 저온정지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2. 격리요건

 가. 잔열제거계통의 입구측은 원자로냉각재계통과 격리를 위해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1) 격리는 최소 두 개의 연속적인 전원구동밸브에 의해 이루어지며, 밸브 위치

는 제어실에 지시되어야 한다.

 2) 이들 밸브는 잔열제거계통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보다 낮을 경우 열리

지 않도록 하는 독립성과 다양성을 만족시키는 연동을 가져야 한다.  전원

공급 고장이 밸브의 어떠한 위치 변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3) 이들 밸브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잔열제거계통 설계압력 이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하나 또는 두 개의 밸브가 열려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독립성과 다양성을 만족시키는 연동을 가져야 한다.



부록5.4.7-1 개정 4 - 2014. 12- 3 -

 나. 잔열제거계통의 방출부분은 원자로냉각재계통과 격리를 위해 다음의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상기 2.가.1)항에서 2.가.3)항까지 기술된 밸브, 연동장치 그리고 위치확인

 2) 통상 닫혀 있는 전원구동 밸브와 연속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역지밸브 전

원구동밸브 위치는 제어실에 지시되어야 한다. 잔열제거계통 출구 배관이 비

상노심냉각기능으로 사용되면,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설계압력 아래로 감소될 때 안전주입 신호에 의해 전원구동밸브는 개방된다.

 3) 연속된 세 개의 역지밸브

 4) 누설 밀봉을 위해 역지밸브의 주기적 누설 시험이 가능한 설비가 구비되어 

있고, 동 시험이 최소 일년 주기로 수행될 수 있다면, 연속된 두 개의 역지

밸브

  3. 압력방출 요건

 잔열제거계통은 다음의 압력방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잔열제거계통 운전시(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격리되지 않은 상태) 부주의한 

과압으로부터 계통을 보호하기 위해 잔열제거계통은 ASME 코드에 따른 압력

방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격리되지 않은 잔열제

거계통 운전중 가장 제한적인 압력 과도상태가 동 계통의 압력방출 용량 결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증기 기포가 가압기내에 없는 상태에서 정지

냉각 도중 추가적인 충전펌프의 부주의한 운전이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축압

기 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등이 설계시 고려되어야 한다.

 나. 잔열제거계통 압력방출 밸브를 통해 방출된 유체는 수집되고 저장되어야 하며 

개방고착된 방출밸브가 다음의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1) 안전관련 기기의 범람 초래

 2) 가상 냉각재상실사고결과 완화에 필요한 능력 이하로 비상노심냉각의 능력

감소

 3) 노심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제공되는 물이 격납

건물 외부로 방출되는 격리할 수 없는 상태 초래

 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잔열제거계통 설계압력을 초과시 격리밸브의 자동 

닫힘 연동이 있으면 밸브가 닫히는 시간 동안 적절한 방출 능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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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펌프 보호 요건

    잔열제거계통의 설계 및 운전절차서는 과열, 공동현상 또는 펌프흡입 유량상실에 

의한 잔열제거계통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시험 요건

    격리밸브 운전성 및 연동회로는 잔열제거계통 운전시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시험성은 IEEE 338-1987 및 Regulatory Guide(이하 “RG") 1.22, 

"Periodic Testing System Actuation Functions"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시운전 

및 가동전 시험계획은 RG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에 따른다. 동 계획은 시험과 함께 (1) 냉각전 또는 냉각중 주입된 

붕산수의 적절한 혼합이 자연순환 조건하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혼합에 요구되는 

시간예측이 허용가능한가를 확인하고 (2) 자연순환 조건하에서의 냉각이 비상운전

절차서에 명시된 제한치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확인

시험은 유사한 설계특성을 갖는 발전소에서 수행된 시험으로 대체될 수 있다.

  6. 운전절차 요건

    정상운전으로부터 저온정지로의 발전소 운전절차서는 RG 1.33,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을 따른다. 운전절차서는 자연순환 조건 하에서 

냉각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 및 특정 절차서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자연순환 냉

각에 관한 절차서 및 분석들은 원자로용기 헤드 내에 기포가 형성될 가능성을 고

려해야 하며 이러한 현상을 다루기 위해 적절한 제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Generic Letter 92-02, "Resolution of Generic Issue 79, 'Unanalyzed Reactor 

Vessel(PWR) Thermal Stress During Natural Convection Cooldown“ 참조).

  7. 보조급수공급

    보조급수계통에서 내진범주 I인 냉각수공급 용량은 잔열제거계통이 운전가능한 조

건 이전에 최소한 4시간 동안 고온정지 상태에서 운전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냉각에 필요한 용량은 단일고장 하에서 단지 하나의 소외전원 또는 소내 전

원만 사용했을 때 요구되는 최대 냉각시간에 근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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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1.1절 공학적 안전설비 재료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공학적 안전설비는 비록 발생 가능성이 매우 적기는 하지만 원자력발전소에서 냉

각재상실사고를 비롯한 설계기준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필

요한 설비이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

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1항,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2항 및 원자력안전위

원회고시 제2012-17호,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는 공학적 안

전설비의 역할을 하는 계통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학적 안전설비

계통에 사용되는 유체는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와 작용하여 비정상적인 누설, 결함의 

급속한 진전 또는 대형파단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아야 한다. 격납건물계통, 잔열제거

계통, 비상노심냉각계통,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격납건물 공기정화계통과 일부 냉각수

계통이 공학적 안전설비로 요구되는 계통들이다.  이런 계통들의 재료와 유체의 적합

성을 본 안전심사지침에서 검토한다. 본 안전심사지침 II에 언급된 특정 허용기준은 공

학적 안전설비계통의 재료와 유체의 적합성에 대한 허용기준이 된다. 

비상노심냉각계통,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격납건물 공기정화계통과 기타의 공학적 

안전설비계통은 안전성분석보고서 6장에 기술되어 있으며 각각의 관련 안전심사지침

에 따라 검토된다. 그러나, 이들 계통의 재료와 유체의 적합성은 본 안전심사지침에서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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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공학적 안전설비계통을 직접 지원하는 기기냉각수계통, 발전소 용수계통, 공

학적안전설비 환기계통과 같은 보조계통의 유체 및 재료의 적합성은 이들 계통을 검

토하는 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 본 안전심사지침에 따라 검토한다.

1. 공학적 안전설비의 설계에 사용되는 재료와 제작공정을 검토한다. 검토분야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 5.2.3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재료”와 안전심사지

침 10.3.6절 “증기와 급수계통 재료”와 유사하다.

검토 목적은 재료와 특정유체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Regulatory Guide(이하 “RG”), KEPIC-MD와 KEPIC-MN 

Division 1 및 2 그리고 KEPIC-MQ에 따르는지 확인한다. 검토분야는 재료의 기계

적 성질(파괴인성 포함), 냉간가공 스테인리스강의 사용,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

스강 용접부의 페라이트 함량조절과 페라이트강의 용접관리이다.

2. 검토범위는 공학적 안전설비 유체화학, 기기와 계통의 세정 및 격납건물내에서 

사용되는 단열재 관련사항이며 이의 평가를 수행한다.

가. 공학적안전설비 유체의 조성과 적합성

격납건물 살수냉각재의 조성은 격납건물내의 원자로 용기, 원자로 내부구조

물, 배관, 구조물 및 단열재 재료들과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설계기준 사

고후에 격납건물 내부에서 재순환되는 용액의 화학적 조성을 관리하는 방법

과 절차는 

1) 안전관련기기의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을 방지함으로써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2) 공학적 안전설비 유체의 적절한 용액 혼합이 보증되도록,

3) 설계기준사고시 격납건물내에서 과도한 양의 수소 방출이 억제되도록 선정

되어야 한다.

설계기준 사고후 격납건물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가용성 산과 염기의 양과 

출처 및 시간에 따른 유체의 pH 변화를 검토한다. 염소, 납, 아연, 유황 또는 

수은 등에 의한 공학적 안전설비 유체내의 오염물질관리도 검토되어야 한다. 

비금속 단열재는 설계기준사고 상황에서 공학적 안전설비 유체에 노출되었을 

때 이와 같은 불순물의 잠재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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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기 및 계통 세정

제작공장과 건설현장에서의 기기 및 재료의 세정, 청정도, 계통 가동전 세정 

및 원자력 발전소 유체계통의 물채움 절차에 관한 요건을 검토한다. 가동단계

에서 유체계통과 관련 기기의 청정상태가 유지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다. 단열재

비금속 단열재의 조성과 단열재로부터 용출가능한(leachable) 오염물질에 대해 

검토하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는 기기의 응력부식균열 가

능성을 줄이기 위한 부식 억제재 사용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공학적 안전설비 재료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볼트 및 나사 체결류 건전성확인프로그램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3절

(나사 고정구)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유기재료(도장)의 인증을 포함하는 격납건물내의 도장재 사용 및 도장재료와 공학

적 안전설비 유체와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1.2절(보호도장계통 - 유기

재료)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3. 장기 저장 및 오랫동안 살수할 때, 반응도제어를 위한 붕소, 기체상태의 핵분열생

성물과 반응하는 첨가제가 들어있는 용액 및 노심과 격납건물 살수용액의 안정성

에 대한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5.2절(핵분열생성물 제거계통으로서의 격

납건물 살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4. 공학적 안전설비 재료의 부식제어 및 적합성과 관련된 원자로냉각재 화학 및 관

련된 화학제어(억제제와 같은 첨가제를 포함하는)의 허용성에 대한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3.4절(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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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학적 안전설비 재료의 설계피로곡선 타당성과 기기와 그 지지물의 구조적 건전

성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은 안전심사지침 3.9.3절(ASME 코드 등급 1,2,3 기기, 기

기 지지구조물)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6. 연료피복재를 포함하는 금속-물 반응, 원자로냉각재의 방사선 분해, 비상노심냉각

수 및 격납건물 살수용액에 의한 금속의 부식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수소가

스 체적제어를 포함하는 냉각재상실사고(LOCA)후 수소제어의 적합성 검토는 안

전심사지침 6.2.5절(격납건물내 가연성기체제어)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

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취급·저장 및 운송”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7호,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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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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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재료 및 제작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와 원자력

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7호,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수

행되어야 하는 안전기능에 합당한 품질기준으로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하고 기록이 보존되어야 한다. 공학적 안전설비재료는 KEPIC-MN 부록 I과 

KEPIC-MD에 따라야 한다. RG 1.84에 허용된 코드 케이스는 사용할 수 있다. 파

괴인성은 안전심사지침 10.3.6절의 II.1에 기술되어 있다.

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와 관련하여 기기의 환경적합성 요건을 충족시키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와 관련하여 원자로냉각재압

력경계가 대형파단, 급격한 결함전파와 비정상 누설가능성이 매우 낮도록 제작, 

검사되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7호,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의 품질보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1) 공학적 안전설비계통의 응력부식균열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냉간

가공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0.20% 항복강도가 620 MPa(90,000 

psi) 이하이어야 하며, 실험실에서의 응력부식시험과 가동경험이 이 기준의 

근거가 된다.

2) RG 1.44, “Control of the Use of Sensitized Steel”는 공학적 안전설비에 

사용되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의 입계 부식방지의 허용기준

이 된다. 예민화된 재료는 공학적 안전설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작전 

재료의 시험과 용접시 유해한 예민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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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 지침서를 따라야한다.

3) RG 1.31, “Control of Ferrite Content in Stainless Steel Weld Metal.”의 

기준에 따라 공학적 안전설비에 사용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

기의 용접 건전성을 확인한다.

4)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대한 연마작업의 관리는 응력부식균

열을 촉진시키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RG 1.37,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Cleaning of Fluid Systems and Associated 

Components of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C.5에 기술된 관리

방법과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 입계 혹은 응력부식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재료를 포함하는 공구나, 이전에 한번 사용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공구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표면연마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페라이트(Ferritic)강 용접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의 일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페라이트강 용접은 다음의 허용기준

을 따라야 한다.

1) 최소 예열량은 다른 인증된 대체 절차가 없는 한 KEPIC-MN 부록 D- 1000

과 RG 1.50, “Control of Preheat Temperature for Welding Low-Alloy 

Steel”에 따른다.

2) 저수소계 용접봉 수분관리는 다른 인증된 대체 절차가 없는 한 KEPIC 

MNB, MNC, MND-2000과 4000및 AWS D1.1에 따른다.

위의 기준 1) 및 2)와 관련하여, 페라이트강 용접을 위한 인증된 대체 절차는 

안전심사지침 5.2.3 II.3.나에 기술되었다.

3) 접근이 제한된 위치의 용접은 안전심사지침 10.3.6, II.2.나의 요건을 따른다.

2. 공학적 안전설비 유체의 조성과 적합성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3, 

”원자로격납건물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

통, 기기는 정상운전, 보수 및 시험과 냉각재상실사고를 포함하는 가상사고 상황

의 환경에 적합하고 그 효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가상사

고후 격납건물 대기에서의 수소농도는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설계기준사고시 격납건물 살수에 의한 재료의 부식으로 야기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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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발생량은 RG 1.7, “Control of Combustible Gas Concentrations in 

Containment Following a Loss-of-Coolant Accident.” C.6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

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및 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의 요건

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격납건물살수와 노심 냉각수의 조성은 최소 pH 7.0을 확

보하여야 한다. 붕산수의 pH를 이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

리스강 기기의 응력부식균열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다. 

격납건물 내부에서 알루미늄이나 아연의 부식으로 인한 수소발생은 냉각재 화학

조성, 냉각재 pH, 금속과 냉각재의 온도 및 냉각재와의 접촉면적과 같은 인자에 

좌우한다. 격납건물내 재료의 예상부식율은 표준부식율 데이터와 일치해야 한다.

3. 기기 및 계통의 세정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7호,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료와 장비의 손상과 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세정작

업 및 검사지침서에 대한 관리체제가 설립되어야 하며, 기기와 계통은 RG 1.37,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Cleaning of Fluid Systems and Associated 

Components of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에 따라 세정되어야 한다.

4. 단열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1

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

계는 대형파단, 급격한 결함전파와 비정상 누설 가능성이 매우 낮도록 설계, 제

작, 설치 및 시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가. 공학적 안전설비 기기를 위한 비금속 단열재의 조성은 RG 1.36, “Nonmetallic 

Thermal Insulation for Austenitic Stainless Steel”에 따른다.

나. 오스테나이트 계열이 아닌 스테인리스강 기기에 관한 비금속 단열재도 위의 

경우와 같다. 젖은 단열재에서 스며나온 물기가 낮은 위치에 있는 오스테나

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의 응력부식균열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용출가능한(leachable) 불순물과 부식 억제제의 농도는 RG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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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metallic Thermal Insulation for Austenitic Stainless Steel.”의 C.2.b 및 

그림 1의 정한 바를 따른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

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재료 및 제작

가. 재료시방서

검토자는 공학적안전설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가 KEPIC-MN, 부록 I과 

KEPIC-MD 및 RG 1.84의 허용재료 코드 케이스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나. 니켈-크롬-철 합금

어떤 니켈-크롬-철 합금(예, 인코넬)은 부식에 의한 균열에 민감하다고 운전경

험에 의해 지적되었다. 인코넬 690 합금은 이전에 원자로에 사용된 인코넬 

600 합금에 비해 부식저항이 개선되었다. 니켈-크롬-철 합금이 공학적 안전설

비 재료로 사용될 경우 검토자는 유사 적용사례에 의해 만족성이 입증되었는

지 또는 원자로냉각재에 노출과 같은 예상환경조건하에서 재료가 사용되는 것

에 대한 기술적 근거가 마련되었는지 확인한다. 제안된 니켈-크롬-철합금의 

부식저항 및 응력부식저항 성질에 대하여 특별히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검토자는 공학적 안전설비 제작에 사용될 냉간가공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

스강 및 관련 제작관리가 이 안전심사지침 II.1.가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확

인한다. 스테인리스강의 예민화 검사는 RG 1.44, “Control of the Use of 

Sensitized Steel”에 따르며 재료의 비예민화 확인과 용접절차 검증은 ASTM 

A-262를 따른다. 신청자가 만약 예민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용접절차 인증

시험의 대안을 제시하면 상기요건에 준하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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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식허용도

검토자는 공정유체에 노출되는 공학적 안전설비 재료의 부식허용도가 적절한 

기술적 근거에 따라 명시되었는지 검토한다. 검토자는 명시된 부식허용도가 

영향을 받을 기기와 배관의 설계수명에 적당한지를 확인한다.

마. 제작관리

스테인리스강 용착금속의 델타페라이트 함량검사 방법은 RG 1.31, “Control 

of Ferrite Content in Stainless Steel Weld Metal.”에 따른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표면의 연마작업관리에 대한 신청자의 설명서를 

검토하고 표면의 냉간가공과 응력부식균열을 촉진하는 오염물질의 유입을 최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페라이트강의 용접은 이 안전심사지침 II.1.나에 따르며 재료의 파괴인성은 

KEPIC 코드 요건을 따르는지 확인한다.

2. 공정유체 및 적합성

가. 공학적 안전설비 유체의 조성 및 적합성

검토자는 살수용액의 조성과 살수 작동시 발생 가능한 모든 혼합과정을 고려

한다. 공학적 안전설비 재료와 공학적 안전설비 유체의 적합성에 관한 모든 

정보를 검토하여 모든 재료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RG 1.37,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Cleaning of Fluid Systems and Associated 

Components of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에 따라 모든 기기와 계

통이 세정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비금속 단열재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비금속 단열재가 사용되었다면 이 비금속 단열재에서 용출가능한(leachable) 

불순물이 이 안전심사지침 II.4에 기술된 RG 1.36, “Nonmetallic Thermal 

Insulation for Austenitic Stainless Steel”의 그림 1  “허용가능 범위”안에 

있음을 확인한다.

검토자는 냉각재살수의 pH가 최소 7.0이며 살수동작시에도 최소 이 pH가 유

지되는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pH 관리를 검토하여 냉각재와 격납건물내 모

든 안전관련 기기의 장기 및 단기 혼합과정동안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공학적 안전설비 유체의 저장방법이 화학적 불안정이나 저장용기의 부식에 의

하여 열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며, 이와 같은 열화가 공학적 안전설

비 재료, 격납건물내의 기타 재료와 공학적 안전설비 유체의 적합성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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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대하여 검토한다. 검토자는 비상노심냉각 용액 및 격납건물살수 용액

에 의한 금속부식으로 인한 수소발생이 RG 1.7, “Control of Combustible Gas 

Concentrations in Containment Following a Loss-of-Coolant Accident.”, C.6에

서 제시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

시된 격납건물내 재료의 부식률과 표준부식률 데이터를 비교 검토한다. 안전

심사지침 6.5.2절의 절차에 따라 살수 및 비상노심 냉각계통으로부터 집수조에 

이르는 격납건물내의 용액의 경로가 주입 및 재순환 단계 동안 pH가 매우 높

거나 낮은 용액이 축적되는 지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격납건물 살수의 

핵분열생성물질 제거 모델링에서 가정한 pH가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3. 기기 및 계통의 세정

검토자는 기기와 계통이 RG 1.37,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Cleaning of Fluid Systems and Associated Components of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에 따라 세정되는지 확인한다.

4. 단열재

검토자는 비금속 단열재가 공학적 안전설비 기기를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확인한

다. 또한, 명시된 단열재에서 용출가능한(leachable) 불순물의 농도가 이 지침서

의 II.4에 기술된 것처럼 RG 1.36, “Nonmetallic Thermal Insulation for 

Austenitic Stainless Steel.”의 그림1을 따르는지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및 10 CFR 50.55a에 따라 대형파단, 급속한 결함의 진

전 및 누설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야 한다. 이는 공학적 안전설비용 재료로 선정

된 재료는 KEPIC-MN 부록 I와 KEPIC-MD를 만족하며 냉간가공 스테인리스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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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강도가 620 MPa(90,000psi)이하 이여야 함을 의미한다. 탄소강의 파괴인성도 

KEPIC 코드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관리는 RG 

1.31, “Control of Ferrite Content in Stainless Steel Weld Metal” 및 RG 1.44, 

“Control of the Use of Sensitized Steel.”를 만족하여야 하며 열처리와 제작방

법은 가상사고시 응력부식균열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7호, ”원자로시설

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에 따라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와 관련 부속

계통의 대형파단, 급속한 결함의 진전 및 누설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확인

되면 만족된다. 공학적 안전설비 기기에 사용된 비금속 단열재로부터 용출가능한

(leachable) 불순물 농도는 RG 1.36, “Nonmetallic Thermal Insulation for 

Austenitic Stainless Steel”에 따라야 하며, 이 규제지침서를 따름으로서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21조, “원자로냉

각재압력경계“는 만족된다. 

3. pH, 원자로 격납건물 살수의 화학적 관리 및 냉각재상실사고를 비롯한 설계기준

사고후의 비상노심냉각수 관리 등에 대한 관리가 가상사고 전기간 및 세정완료시

까지 격납건물내의 공학적안전설비 계통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 및 

용접부에 대한 응력부식 균열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만큼 적절하면, 공학적안

전설비 기기의 정상운전, 보수유지, 시험 및 냉각재 상실사고를 포함하는 가상사

고 등의 환경조건에 대한 타당성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

조, 23조, 30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7호,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의 요건을 만족한다.

  격납건물재료의 선정과 함께 살수 및 냉각수의 pH 관리는 RG 1.7, “Control of 

Combustible Gas Concentrations in Containment”에 따라야 하며 살수 및 냉각수

는 격납건물내 금속의 부식으로 인한 과다한 수소가스의 발생을 일으키지 않고 

격납건물내 재료의 심각한 열화를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계

통 및 기기의 세정은 RG 1.37 “원자력발전소 유체계통 및 관련기기의 세정에 관

한 품질보증요건”에 따라야 하며 계통 및 기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17호,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오염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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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열화 및 손상이 방지된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취급·저장 및 운송“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7호,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

준“

 7. KEPIC-MN, “원자력기계”

 8. KEPIC-MD, “원자력재료” 

 9. KEPIC-ME, “비파괴검사”

10. KEPIC-MQ, “용접인정”

11. Regulatory Guide 1.7, “Control of Combustible Gas Concentrations in Containment 

Following a Loss-of-Coolant Accident.”

12. Regulatory Guide 1.31, “Control of Ferrite Content in Stainless Steel Weld 

Metal.”

13. Regulatory Guide 1.36, “Nonmetallic Thermal Insulation for Austenitic Stainless Steel.”

14. Regulatory Guide 1.37,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Cleaning of Fluid 

Systems and Associated Components of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15. Regulatory Guide 1.44, “Control of the Use of Sensitized Steel.”

16. Regulatory Guide 1.43, "Control of Stainless Steel Weld Cladding of Low-Alloy 

Steel Components."

17. Regulatory Guide 1.50, “Control of Preheat Temperature for Welding Low-Alloy 

Steel.”

18. Regulatory Guide 1.84, “Design, Fabrication, and Materials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Section III.”

19. Branch Technical Position 6-1, “pH for Emergency Coolant Water for PWRs,” 

attached to this SRP section.



제6.1.1절                                                     개정 4 - 2014. 12- 13 -

20. ASTM A-262-1970, “Detecting Susceptibility to Intergranular Attack in Stainless 

Steel,” Annual Book of ASTM Standards, Part 3,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 Practice A “Oxalic Acid Etch Test for Classification of Etch 

Structures of Stainless Steels” ; Practice E, “Copper-Copper Sulfate-Sulfuric 

Acid Test for Detecting Susceptibility to Intergranular Attack in Stainless Steels.”

21. AWS D1.1-1981, “Structural Welding Code.” American Weld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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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1.2절 보호도장계통 - 유기재료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격납건물 내부에 사용되는 보호도장계통(Protective Coating System)에 대하여 설계

기준사고 조건하에서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설계기준사고 조건하에서 분해 생성물의 

잠재적 생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호도장 및 유기재료의 안전성을 평가하며 방사

능 및 화학적 영향도 고려한다.

검토연계분야

   보호도장계통-유기재료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기준사고 조건하에서 장비의 방사능 및 화학적 환경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

지침 3.1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도장계통 및 유기재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가연성 기체의 제어에 대한 검토와 

격납건물 재순환수 집수조(sump)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고체 이물질의 영향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2.5절과 6.2.2절에서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격납건물 

살수계통 뿐만 아니라 격납건물 보호도장계통의 핵분열생성물 제거효과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2.5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3. 사고후조건에서 유체계통의 운전에 미치는 고체 이물질의 영향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5.4.7절과 6.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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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관련된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

영에 관한 품질보증”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7호, “원자로시설의 품질

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성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

기들의 설계, 제작, 건설에 대한 품질보증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7호,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

요건에 관한 기준”은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가동 중에 만족스러운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든 활동이 포함된 품질보

증계획을 요구한다. 보호도장이 이온조사, 방사성핵종에 의한 오염과 이에 따른 오염제

거 과정, 화학제품 및 물의 분사, 고온, 고압 증기 및 침식, 마모 등의 단일 또는 복합 

환경에서 열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보호도장은 수소, 메탄 방사성

유기 요오드의 기체 생성 등과 같이 연소 가스 생성원인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야 한

다. 보호도장이 박편(flaking)으로 껍질이 벗겨지는 경우, 격납건물 재순환 집수조(sump) 

까지 이를 수 있는 고체 이물질을 형성할 것이며, 사고후 안전계통의 냉각성능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제지침은 원자력설비의 페라이트 강, 알루미늄, 스테인리

스 강, 아연도금 강, 콘크리트 또는 벽돌 벽 표면의 보호도장이 품질보증요건에 적합

한 허용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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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7호,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

요건에 관한 기준”은 정상, 사고 환경에서 보호도장의 안전 기능 및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한다. 

2. 보호도장의 파손은 안전성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사업자는 보호도장의 보수유지에 대한 효과성을 감시하거나 또는 

적절한 예방보수를 통해 보호도장의 성능이나 상태가 관리되는지를 입증하여야 한

다. 허용기준은 도장의 감시 및 보수유지 절차가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안전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도장 파손이 없어 이물질 생성원이 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있도록 

검증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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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격납시설 내부에 적용되는 도장계통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54와 ASTM 

D5144-00 및 ASTM D3911-03의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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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건설허가 검토단계에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보호도장계통을 

사용하는 여부를 확인한다.

운영허가 검토단계에서는 격납건물 환경에 노출된 모든 도장재 및 유기재료에서 생

성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과 화학 분해생성물의 종류 및 양을 결정한다. 고려대상이 되

는 도장재 및 유기재료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도장재와 작은 기계류 및 장비

의 도장과 전선절연재의 유기재료같이 기술되지 않은 것도 포함된다. 검토결과의 결정

은 신청자가 제출한 실험자료를 기초로 한다. 실험자료가 없을 경우 보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실험 및 분석의 환경조건은 안전성분석보고서 3.11절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한

다. 특정 도장계통과 유기재료의 실험자료가 없을 경우, 아연 프라이머(primer)와 아연 

프라이머와 표층도장(topcoat)의 결합으로 부터 형성되는 수소량을 평가할 때는 참고문

헌 6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전선 절연재는 방사능분해에 의해 폴리에틸렌에 비교

될 만한 수소를 발생한다고 추측된다.  본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도장재(유기 또는 무기)는 설계기준사고 조건하에서 고체 이물질을 생성한다고 사료된

다. 또한 유기재료만으로 이루어지면서 본 안전심사지침을 만족하지 않는 도장재는 방

사능분해에 의하여 유기폴리머(polymer) 정도의 수소를 발생한다고 추측된다.

수소, 메탄같은 가연성기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그 발생원이 안전성분석보고서 

6.2.5절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검토자는 이 절의 검토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가

연성기체를 조절할 계통이 없으면 유기요드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휘발성 앨케인

(Alkane)을 따로 방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설계기준사고 이후 방출된 전체 요드

에 대한 유기 요드화물의 생성은 참고문헌 8의 자료와 신청자가 제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평가한다.

고체 이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 경우,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와 계통성능분야 담당부

서는 부적절한 재료의  분해로 생길 수 있는 이물질의 양을 확인해야 한다.  안전해석

분야 담당부서는 고체 이물질의 격납건물 재순환수 집수조(sump)에 도달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고체 이물질이 사고후 유체계통의 운전에 미칠 영

향을 평가한다.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요구조건이 포함된 RG 1.54의 예외사항은 어떠한 것이라도 

품질보증분야 주관검토부서에 협조 의뢰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설계기준사고 조건하에서 주로 수소와 고체 이물질인 잠재적 분해생성물과 공학적

안전설비 사이의 상호 역작용에 대하여 안전심사지침 6.2.5 및 6.2.2절에 따라 각각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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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검토자는 보호도장계통 및 이에 대한 적용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

한 품질보증”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7호,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

건에 관한 기준”의 요건을 만족함으로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보호도

장계통 및 이에 대한 적용이 안전규제지침과 ASTM D5144-00 "원자력발전소의 보호도

장기준 사용에 대한 표준지침“ 및 ASTM D3911-03 “유사한 설계기준사고 조건에서 

경수로형 원전에 사용된 도장 평가를 위한 표준시험법”의 품질보증기준을 만족하므

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

에 관한 품질보증”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7호,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격납건물 도장계통은 가상의 설

계기준사고 환경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그 적합성이 평가되었고, 신청자가 선택한 보

호도장계통은 가상의 설계기준사고 조건을 고려한 상황에서도 품질이 보장됨이 평가

되었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

영에 관한 품질보증”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7호,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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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2.1절 격납건물 기능설계

검토주관 : 중대사고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주관부서는 신청자가 제시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6.2.1절에 기술된 원자로 격

납건물의 기능설계분야를 검토한다. 격납건물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외부로부터 보호

할 뿐만 아니라 사고시 방사성 핵분열생성물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최후

의 방벽이므로, 격납건물 구조물은 냉각재 상실사고, 증기관 파열사고, 급수관 파열사

고 등의 가상 사고시의 압력, 온도 조건에서도 그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격납

건물의 구조물은 가상 사고후 장기간동안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즉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에 대한 기밀(소량유출)방벽으로서의 기능을 가상 사고조건에서 요구되는 기간동

안 유지해야 한다.

   격납건물계통의 설계 및 크기는 주로 냉각재상실사고시 냉각재 방출과 같이 격납

건물에 최대부하를 가할 수 있는 설계기준사고시 상승하는 온도와 압력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격납건물 설계기준으로서 냉각재 상실사고가 결정될 경우에는 원자로냉각재

계통에 저장된 에너지와 붕괴에너지, 2차계통에 저장된 에너지, 수소와 산소의 재결합

을 포함한 금속-물 반응 등의 영향이 고려된다. 격납건물 계통은 그 자체로서 냉각재

상실사고에 대응하는 완전하고 독립적인 안전장치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상노

심냉각계통이 원자로 노심을 냉각하는 동안 방출될 수 있는 모든 핵분열 생성물을 격

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격납건물의 기능설계에 대한 평가시에는 1차측 또는 2차측 냉각재 계통배관의 가

상적 파열로 인한 다양한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냉각재의 질량 및 에너지의 방출이 

격납건물에 미치는 열역학적 영향은 공간 및 시간별 에너지, 질량 및 운동량 방정식의 

해로부터 결정된다. 격납건물의 기본 설계요건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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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하 “규칙”) 제15조 및 제23조에 나타나 있다. 규칙 제15조에는 안전에 중요한 

모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환경 및 동적 효과에 관한 기본 설계요건이 제시되

어 있다. 규칙 제23조에는 방사능의 환경 방출에 대해 필수적인 누설밀봉 방벽으로서 

격납건물을 설계하기 위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은 격납건물이 설계기준

사고로 인한 압력 및 온도에서 여유도를 가지고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격납용기 설계기준사고시에 예상되는 격납건물 최대압력에서 기밀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이다. 또한 격납건물 설계기준사고의 해석방법과 관련하여, 원자

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5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

준”에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설계와 해석을 위한 허용기준과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미국의 10 CFR 50.46 및 10 CFR 50 부록 K를 참조한다. 

10 CFR 50 부록 K.I.D.2항에서는 재관수 및 살수 냉각이 진행되는 동안 냉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격납건물 압력을 보수적으로 낮은 값 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10 CFR 50 부록 K.I.A항의 규정은 냉각재상실사고 및 2차 계통 배관 파단

사고로 인하여 방출된 질량 및 에너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에너지원들이 포함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적용될 수 있다.

   미국의 Generic Letter 88-17에서 규정한 지침을 적용 받는 가압경수로형에 대해서

는, 격납건물 해석시에 타당하다면 운전정지 상태를 고려하되, 절차서, 계측기, 운전원 

반응, 기기 상호작용 및 기기 반응에 대해 근거가 제시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해석은 발전소가 정지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정지시 열수력학적 상태와 물리

적 형상 (정지 붕괴열 제거기능의 상실기간동안 노심노출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포괄

해야 하며 충분한 심도를 갖추어야 한다.

   다양한 격납건물 유형 및 설계, 그리고 격납건물 기능설계의 다양한  측면들이 안전

성분석보고서의 6.2.1절에서 다루어진다. 안전심사지침의 본 절에서 검토될 격납건물의 

다양한 유형과 측면은 그 내용에 따라 세분된 다음의 안전심사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1. 부압 격납건물을 포함한 가압경수로 건식 격납건물 (안전심사지침 6.2.1.1절)

  2. 부격실 분석 (안전심사지침 6.2.1.2절)

  3. 가상 냉각재 상실사고시 질량 및 에너지 방출분석 (안전심사지침 6.2.1.3절)

  4. 2차 계통 배관파열 가상사고시 질량 및 에너지 방출분석 (안전심사지침 6.2.1.4절)

  5. 비상노심냉각계통(ECCS) 성능평가를 위한 격납건물 최소압력 분석 (안전심사지침 

6.2.1.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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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납건물 기능의 평가와 관련된 관련계통의 검토영역은 다른 안전심사지침에서 취

급한다. 예를 들면,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격납건물 격리계통, 가연성 기체제어계통, 격

납건물 누설시험에 관한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6.2.2, 6.2.4, 6.2.5, 6.2.6절에 각각 명시

되어 있다.  

   격납건물의 기능설계에 대한 상세한 검토사항은 상기 5개의 안전심사지침의 "검토

분야"에 명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격납건물의 기능설계에 대한 허용기준은 상기 5개의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III. 검토절차

   격납건물의 기능설계에 대한 검토절차는 상기 5개의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절차"에 

명시되어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격납건물 기능설계

   해당 원자력발전소의 격납건물 기능설계의 검토범위에는 발전소의 배치도, 계통도

면, 그리고 격납건물, 부격실 및 격납건물의 기능수행과 건전성에 필수적인 관련계통, 

기기 및 구조물에 대한 기술내용 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였다. 격납건물과 내부 구조

물 및 격납건물 기능을 좌우하는 관련 구조물과 계통에 대한 신청자의 설계근거와 아

울러 그 설계근거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가상사고 및 운전중 사건에 대한 신청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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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검토하였다. 검토자의 허용기준은 격납건물, 내부 구조물, 관련 계통, 기기 및 

구조물에 대한 설계와 설계기준이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이다. (격납건물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나 성능에 대해 검토자가 도출한 특수한 문제나 예외사항

을 논의할 것.)

   격납건물계통에 대한 허용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격납건물계통의 검토자는 필

요하다면 검토자의 안전심사보고서에 상기 5개의 안전심사지침의 검토결과를 수록해

야 한다. 안전심사보고서 기술내용은 규제요건이 만족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검토

자의 결론은 격납건물 기능설계가 타당하고 규칙 제15조, 제20조, 제23조, 제34조, 원

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5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

준”, 그리고 10 CFR 50 부록 K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끝맺는다. 그러한 결론은 다음 

사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검토자는 그 규제요건이나 일련의 관련 규제요건을 각 

항목별로 언급하여 논의해야 한다.]

   가. 신청내용은 각 검토사항에 대해 어떻게 만족하며 논의된 규제요건에 대해 왜 

허용될 수 있는가를 언급함으로써 규제에 관련된 검토범위에 관해서 규제요건 

을 만족한다.

       1) 해당 규제요건을 만족함

       2) 해당 규제요건에 대하여 검토자가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한 대안을 

제시하여 만족함.

       3) 부록의 규제요건을 만족함.

       4) 이미 검토자가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한 계산방법을 사용하였음 (평가사

항을 언급) ; 이 경우 검토자는 영향이 큰 변수들을 검토하여 적절한 보수성

을 확인하거나 독립적인 계산을 수행함으로써 신청자 분석의 타당성을 확인

한다. 

       5) 검토자가 검토한 결과 그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규정(산업기준번호와 

제목)을 만족함.

   나. 냉각재상실사고와 주증기관 파열사고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온도 및 압력자료를 기기 검증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가상사고

시 파열구역을 제외한 특정 환경관리 구역 내 어디에서나 실제 온도와 압력이 

이 자료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타당하게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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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2.1.1절  부압형 격납건물을 포함한 건식형 격납건물

검토주관 : 중대사고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가압경수로 건식형 격납건물에 대해 검토주관부서는 다음의 영역을 검토한다.

  1. 다양한(파열크기와 위치를 포함) 가상 냉각재 상실사고(예: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배관 파열)와 2차 계통 증기 및 급수관 파열로 인한 격납건물 내의 온도와 압력

조건

  2. 격납건물에 가해지는 최대 예상 외부압력

  3.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격납건물 최소압력

  4. 피동 및 능동형 열제거 기구(Mechanism)의 효능

  5. 고에너지배관의 파열로 인한 계통 기기와 지지물에 작용하는 부격실 내의 압력조건

  6. 사고기간중과 사고후 격납건물 상태를 감시하고 기록하는 계측설비의 범위와 정

확도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부압형 격납건물(sub-atmospheric containment)1)을 포함한 

건식형 격납건물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

인․조정한다. 

1) 부압형 격납건물(sub-atmospheric containment)은 정상운전시 격납건물 내부를 부압으로 유

지하며 가상사고 발생시 급속한 감압능력(1시간 이내 부압 유지)을 보유한 설계특성을 가진 격

납건물을 말하며, 대형 건식 격납건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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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심사지침 7.5절의 검토주관부서인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1) 사고시와 사

고후의 격납건물 상태를 감시하고 기록하는 계측설비의 전기적 설계와 (2) 격납건

물 열제거계통이나 계통계열(train)의 오조작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규제 및 계측

제어설비의 효용성을 평가한다. 

 2. 안전심사지침 3.8.3절의 검토주관부서인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격납건물과 그 

내부 구조물의 설계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한다. 

 3. 안전심사지침 3.9.3절의 검토주관부서인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기계적인 기기

와 그 지지물의 설계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한다. 

 4. 부압형 격납건물인 경우, 검토주관부서는 부압형 격납건물과 압력방출 장치들에 

사용되는 스프링이나 중량을 부과한 체크밸브(weight loaded check valves)에 관

한 점검요건을 다루는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한다. 

 5. 안전심사지침 3.11절의 검토주관부서(계측제어분야, 기계재료분야 공동)는 격납계

통의 환경검증에 관해 검토한다. 

 6. 중대사고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9장에 대한 검토주관책임의 일부로서 격

납건물 해석 관련 현안들을 포함한 정지시 위험도 평가에 대한 검토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허용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20조, 

제23조 및 제34조의 규제요건을 만족시키는 데 그 근거를 둔다.

  1. 규칙 제23조 제1항 본문 : 가상사고시 발생하는 조건이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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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격납건물과 관련 계통들의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증하는 요건으로서, 

격납건물을 어떠한 가상사고 기간 중에라도 가장 극심한 사고조건을 견디어 낼 

수 있는 누설밀봉 방벽으로 설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격납건물은 방사성물질이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심층방호개념의 최후 

방벽이므로 냉각재상실사고시 부과되는 동적상태하에서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유

지하는 것은 필수조건이다. 안전심사지침의 본 절에서는 격납건물이 설계되어야 

하는 첨두 압력 및 온도 조건을 평가한다. 격납건물은 방사능의 환경 방출에 대한 

최후 방벽이기 때문에 기밀성이 있어야 하고 사고를 견디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규칙 제23조 제1항을 만족함으로써 냉각재상실사고로 인하여 방사능이 환경으로 

방출되지 않을 것을 보증할 수 있다.

  2. 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이 어떠한 냉각재상실사고 후에

도 신속히 격납건물 온도와 압력을 낮추고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낮게 유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평가하는 요건이다.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은 냉각재상실사고 후에

도 압력과 온도의 증가 기간과 강도를 극소화함으로써 격납건물 건전성에 미치

는 위해를 줄이는 것을 통해 격납건물 기능을 보조한다. 규칙 제23조 제1항 제1

호를 충족함으로써 격납건물이 방사능의 환경 방출에 대한 최종 방벽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규칙 제23조 제1항 제3호 : 격납건물 구조물과 그 내부 격실이 설계 누설량을 초

과하지 않으면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어떠한 냉각재상실사고 경우에도 계산된 

압력과 온도조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격납건물 구조물과 열제거계통이 설계되었

는지 확인하는 요건이다. 냉각재상실사고는 다른 사고에 비해 격납건물 압력의 급

증과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을 가장 높게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 사고는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위해이므로 격납건물은 이를 확고하게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규칙 제23조 제1항 제3호를 만족함으로써, 가장 심각한 사고 조

건에서도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유지되며 따라서 방사능의 환경 방출을 배제할 수 

있음을 보증할 수 있다.

  4. 규칙 제20조 제1항 : 계측제어와 관련된 요건으로서, 정상 및 사고 조건시 그 예

상된 범위에서 변수와 계통들을 감시할 수 있는 계측장비를 적절한 안전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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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할 수 있을 정도로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격납건물은 필수적인 안전 역할

을 담당하기 때문에, 운전원이 격납건물이 그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도록 온도와 압력 등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계측기를 설치해야 한다. 

규제기관이 규칙 제20조를 만족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세 지침

으로서 미국 NRC의 Regulatory Guide(이하 “RG") 1.97을 참조한다. 규칙 제20조

와 RG 1.97의 상세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격납건물이 방사능의 환경 방출을 배제

시키는 임무를 달성하는 것을 보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5. 규칙 제34조 제3호 : 방사능의 방출을 평가하는 요건으로서, 정상운전 및 가상사

고시 격납건물 대기로 방출될 수 있는 방사능을 감시하는 수단을 확보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격납건물이 적절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 운전원

이 적절한 수동 조치를 취하거나 자동 조치를 감시하기 위하여 격납건물 내 방사

능의 방출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제기관이 규칙 제34조 제3호를 만족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세 지침으로서 미국 NRC의 RG 1.97을 참조

한다. 규칙 제34조 제3호와 RG 1.97의 상세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격납건물이 방

사능의 환경 방출을 방지하는 안전 기능을 만족하고 있는지 운전원이 확신을 갖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6. 미국의 10 CFR 50.34(f)에 따른 TMI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다음 요건을 적용한다.

     가. 10 CFR 50.34(f)(3)(v)(A)(1)은 100% 핵연료 피복재 금속-물 반응으로부터 생

성되는 수소가 방출되어 수소가 연소되거나 비활성화 기체 주입에 의해 압력

이 증가하더라도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나. 10 CFR 50.34(f)(3)(v)(B)(1)은 비활성화 기체 주입계통을 설치할 경우 부주의

에 의한 완전(full) 작동 동안에도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

건이다.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부압형 격납건물을 포함한 가압경수로 건식형 

격납건물의 기능 수행과 설계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허가 검토단계에서 충분한 설계 여유도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격납건물 설계압력은 LOCA나 증기 및 급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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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후 계산된 최대압력보다 최소한 10% 이상 커야한다. 운영허가 검토단계에서

LOCA나 증기관 및 급수관 파열후 격납건물의 최대압력 계산치는 격납건물 설계

압력보다 작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LOCA후 격납건물 최대압력 계산치는 건설허

가 검토단계에서와 거의 같은 값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개정되거나 향상된 분석

모델과 발전소 준공설계(as-built design)에 있어서의 미소한 변경은 설계여유를 

감소시킬 수 있다.

  2. 격납건물 압력을 신속히 감소시키기 위한 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

족시키기 위해서, 격납건물 압력은 가상사고후 24시간 이내에 설계기준 LOCA시

에 계산된 최대압력의 50% 미만으로 감소되어야 한다. 만약 분석을 통해 계산된 

격납건물 압력이 24시간 이내에 계산된 최대압력의 50% 미만으로 감소되지 않는

다면 방사선비상대책분야 담당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3. 부압형 격납건물인 경우, 격납건물 압력을 신속히 감소시키기 위한 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격납건물의 압력은 가상사고 후 1시간 

이내에 대기압 이하로 감소되어야 하며 이 부압상태는 최소한 30일간 유지되어야 

한다.

  4. 격납건물의 열제거 성능과 설계여유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LOCA에 대한 분석은 외부전원상실과 동시에 비상전

력계통 (예컨대 디젤발전기의 고장),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즉 팬, 펌프, 혹은 밸

브고장), 또는 비상노심냉각계통 (즉 펌프나 밸브고장) 등의 가장 심각한 단일고

장 가정에 근거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은 계산된 격납건물의 압력이 최대가 되게 

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5. 격납건물의 열제거성능과 설계여유에 관련된 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상적인 2차계통 배관파열에 대한 격납건물의 응

답 분석은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예: 펌프나 밸브고장) 이나 2차계통 격리설비 

(예: 팬, 펌프나 밸브고장, 주증기관 격리밸브 고장 또는 급수관 격리밸브 고장)에

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단일 능동 고장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그 분석은 배관 

파열크기와 원자로 출력준위의 스펙트럼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선정된 사고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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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석 목적별로 격납건물 압력과 온도가 가장 높게 계산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증기관 파열사고에 대한 격납건물 환경의 응답계산을 위한 타당한 방법

은 NUREG-0588에 기술되어 있다.

  6. LOCA 조건에서 격납건물 열제거계통과 격납건물 구조물의 기능에 관한 규칙 제

2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격납건물 구조물을 외

부압력 상태, 예컨대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의 부주의한 운전 등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손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방안들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방안에는 격납건

물 구조물이 예상 최대 외압을 견디어 낼 수 있음을 보증하는 보수적인 구조물 

설계, 발전소 보호계통과의 연동(Interlocks), 부주의한 계통운전을 배제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만약 격납건물이 예상 최대 외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면, 격납건물의 설계 외부압력은 가상사고 분석에서의 불확실성을 고

려하여 예상 최대 외압보다 적절한 여유를 가져야 한다. 

  7. 규칙 제20조 제1항, 제34조 제3호 및 미국 10 CFR 50.34(f)에 따른 TMI 후속조치

와 관련한 10 CFR 50.34(f)(2)(xvii)의 요건에 따라, 사고후 격납건물의 대기압력 

및 온도와 집수조의 수위 및 온도를 감시하기 위해 사고후 환경에서도 작동되는 

계기를 설치해야 한다. 계기는 상기 변수들이 사고경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적, 

기록될 수 있도록 적절한 범위, 정확성 및 응답성을 가져야 한다. NUREG-0737과 

NUREG-0718의 II.F.1 조항과 RG 1.97 "Instrumentation For Light Water Cooled 

Nuclear  Power Plants to Assess Plant Conditions During and Following An 

Accident"를 따라야 한다.

  8. 격납건물 최소압력 계산치는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분석에서 사용한 압력 이상이

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6.2.1.5절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 평가를 위한 격납건

물 최소압력 분석” 참조)

  9. 격납건물 내부 구조물과 계통 내 기기 (예: 원자로 용기, 가압기, 증기발생기) 및 

지지물들은 격납건물 부격실 내의 배관이 파열될 때 부과될 수 있는 차압부하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6.2.1.2절 "부격실 분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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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미국 10 CFR 50.34(f)에 따른 TMI 후속조치와 관련한 10 CFR 50.34(f)(3)(v)(A)(1)

에서는 100% 핵연료 피복재 금속-물 반응으로부터 생성된 수소가 방출되는 기간

동안 수소의 연소나 비활성화 기체 주입계통을 설치했을 경우 그 계통의 작동을 

견디어 내도록 격납건물을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가상사고시 수소가 

방출되거나 생성되면, 수소 연소나 비활성화 기체 주입계통의 작동 (비활성화 기

체 주입계통 설치시) 때문에 초기사고 이상의 격납건물 가압 효과가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유지됨으로써 방사성 물질의 환경 방출을 

배제할 수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이 추가적인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격납건

물을 설계해야 한다. 10 CFR 50.34(f)(3)(v)(A)(1)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해당 항

목에 적용 받는 신청자는 100% 핵연료 피복재 금속-물 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소

를 방출하는 사고를 평가해야 한다. 그 평가를 통해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원

자력기계(MN)의 콘크리트 또는 철제 격납건물 중 성능유지수준 (Service Level) C 

제한치 (압력과 사하중만 고려)에 관한 해당 항목이 만족됨을 입증해야 한다. 이 

사고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격납건물 가압뿐만 아니라 격납건물 내에서의 수소 연

소나 비활성화 기체 주입계통이 설치되었을 경우 그 작동에 따른 압력 증가도 분

석해야 한다. 비활성화 기체 주입계통의 기체는,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산화탄소로 가정해야 한다.  

 11. 미국 10 CFR 50.34(f)에 따른 TMI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10 CFR 50, 

50.34(f)(3)(v)(B)(1)에서는 비활성화 기체 주입계통을 설치할 경우 부주의에 의한 

작동을 견디어 낼 수 있도록 격납건물을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활성화 

기체 주입계통은 수소 방출 사고기간중에 격납건물을 이산화탄소와 같은 비활성 

기체로 채운다. 만약 비활성화 계통이 정상운전중에 부주의하게 작동하면, 격납건

물이 가압될 수 있다.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유지됨으로써 방사성 물질의 환경 방

출을 배제할 수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이 부주의한 가압을 견딜 수 있도록 

격납건물을 설계해야 한다. 10 CFR 50.34(f)(3)(v)(B)(1)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해당 항목에 적용받는 신청자가 비활성화 기체 주입계통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계통의 완전 작동에도 견딜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격납건물 설계상의 성능을 평

가해야 한다. 비활성화 기체 주입계통의 부주의한 작동에 의한 최대압력은 격납

건물 설계압력보다 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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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건식형 격납건물의 검토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검토자는 특정 경우에 대해 본 

검토절차에 기술된 절차 중 적절한 내용을 중점 적용한다. 검토 부분 중 건식형 격납

건물에 공통되는 기능설계의 측면에 대해서는 일반적 기준에 따라 수행하거나 격납건

물 기능설계가 근본적으로 동일한 발전소들에 대한 기존 검토결과를 반영하는 방법으

로 수행할 수 있다.

   검토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지원부서는 본 안전심사지침의 I절에 기술되어 있는 

검토영역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며, 주 검토자는 검토의 완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자료를 활용한다.

   검토주관부서는 계산된 격납건물 설계 압력과 온도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해 격

납건물의 응답분석을 검토하고 아울러 격납건물 감압시간을 검토한다. 만약 격납건물 

감압시간이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방사선비상대책분야 담당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의 계산 압력과 온도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 분석에서 

사용된 가정을 검토한다. 검토주관부서는 분석모델 및 가정을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허용기준과 비교하고 적절한 확인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각 격납건물 응답분석의 보수

성을 평가한다. 모든 발전소에 대해 사고 압력 계산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지

만, 검토주관부서는 신청자가 사용한 계산모델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

다. 검토주관부서는 신청자가 격납건물 최대 압력과 온도를 초래하는 배관 파열을 파

악하였는지 평가한다. 신청자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고온관과 저온관 (펌프 흡입구 및 

펌프 토출구)의 파열 및 2차 계통 증기관 및 급수관 파열을 분석해야 한다. 검토주관

부서는 신청자가 사용한 가정을 검토하여 이러한 분석이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수

적인지 평가한다. 

   검토주관부서는 본 안전심사지침의 II절에 기술되어 있는 것과 같이 100% 핵연료 

피복재 금속-물 반응으로부터 생성된 수소가 방출되는 사고 기간 동안 수소의 연소나 

비활성화 기체 주입계통의 작동 (비활성화 기체 주입계통을 설치했을 경우)을 견디도

록 격납건물을 설계하였는지 확인한다.

  비활성화 기체 주입계통을 사용할 경우,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이 그 계통의 부주

의한 작동을 견디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검토주관부서는 필요하다면 CONTEMPT-LT 등의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확인 목적의 

격납건물 응답분석을 수행한다. 이 확인분석의 목적은 LOCA와 주증기관 및 급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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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에 대해 신청자가 계산한 격납건물 응답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적으로 매우 제한된 배관 파열, 예컨대 격납건물의 설계압력과 격납건물의 감압시간을 

결정하는 배관파열에 대해서만 분석한다. 그러나 만약 검토주관부서가 최악의 파열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다른 배관파열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의 부주의한 조작에 의한 격납건물 내에서의 

압력과 온도 변화에 따라 초래되는 격납건물 구조물의 외부압력에 대한 분석을 검토

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최악의 사고가 규명되었는지 또한 그 해석이 보수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었는지 평가한다. 건설허가 검토 단계의 발전소에 대해서는 설계 외부압력 여유

가 최소 10% 이어야 한다. 운영허가 검토 단계의 발전소에 대해서는 예상 최대 외부

압력이 격납건물 설계 외부압력보다 작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상 최대 외부압력은 

건설허가 검토 단계와 거의 같아야 한다. 그러나 분석 모델의 개정이나 개선 또는 발

전소 준공 설계 (As-built Design)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여유가 줄어 들 수 있다. 만약 

격납건물이 외부압력에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설계되지 못했다면, 검토주관부서는 상기 

가상사고의 결과를 완화하거나 견뎌내도록 발전소 내에 설치된 설비들의 타당성을 평

가하고, 안전심사지침 7.5절의 검토주관부서와 함께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

정 통제 및 계측제어설비를 평가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사고후 환경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계측기의 정확도와 범위를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7.5절의 검토주관부서와 안전심사지침 3.11절의 검토주관부서

는 발전소 보호계통의 감지 및 구동 계측장치와 사고후 감시계측장치 및 기록장비에 

대한 타당성과 아울러 품질검증 시험계획에 관해 검토할 책임이 있다.

  미국 NRC의 Generic Letter 88-17의 적용을 받는 가압경수로에 대해서는, 격납건물 

해석시에 정지 상태를 적절히 고려함으로써 정지운전 기간 중 절차서, 계측 장치, 운

전원 반응, 기기의 상호작용 및 기기의 응답에 대한 체제가 확보되었음을 보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분석에는 정지기간 중 발전소가 겪을 수 있는 정지시 열역학적 상

태와 물리적 형상 (예: 격납건물 닫힘 시간, 온도 및 붕괴열 제거능력 상실 기간 중 

노심노출까지의 소요시간)을 포함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 6.2.1절에 기술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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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V. 참고문헌

     이 안전심사지침의 참고문헌은 안전심사지침 6.2.1절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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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2.1.2절  부격실 분석

검토주관 : 중대사고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주관부서는 신청자가 격납건물 부격실의 설계차압을 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안

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한 자료를 검토한다. 부격실이란 고에너지배관을 격납하여 이 

체적 내에서 가상적인 배관파열이 발생하는 경우 격납건물 주 체적으로 흘러가는 유

체의 흐름을 억제할 수 있는 1차 격납건물 내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쇄된 체적으로 

정의된다.  격납건물 부격실 내부에서 배관이 파열되면 이 체적 내에 단기간동안 압력 

펄스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압력과도상태로 인해 부격실 벽 양단간의 차압은 취출 

(Blowdown)이 시작된 후 대개 1초 이내에 최대값에 도달한다. 차압 최대치의 크기는 

몇 가지 변수, 즉 취출질량 및 에너지 방출률, 부격실 체적, 배기구 면적과 배기구 유

동양식 등의 함수이다.  위 정의에 해당하는 각 부격실이나 부격실의 그룹에 대해서는 

과도상태 차압 응답분석이 제시되어야 한다. 

   검토주관부서는 파단 격실로 방출되는 질량과 에너지의 분포, 부격실들의 노드 구

성 (Nodalization), 부격실 배기 유동 현상, 부격실 설계압력 여유도를 검토한다.  검토

주관부서는 각 부격실 내부의 노드 구성 근거, 각 부격실 내의 초기 열역학적 상태, 

고려한 모든 배기 유로의 특성, 배기 유동 혼합물에 대해 가정한 액체견인 

(Entrainment) 정도 등을 검토한다. 구성 기기, 즉 배기 유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열리

거나 제거되어야 할 문, 파열벽 (Blowout Panel), 모래 마개 (Sand Plug) 등의 동특성 

분석과 분석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된 기기 시험 방법 및 결과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 각 배기 유로에서의 손실계수와 관성항 (L/A, m-1(ft-1))을 결정하고 배기 

질량 유속을 예측하기 위한 분석 절차서를 검토한다. 또한 각 부격실에 대해 선정한 설

계압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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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부격실 분석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6.2절에 따라서 가상적인 배관 파열의 

파단위치 및 동적영향과 격납건물 부격실들 내의 배기 유동 제어를 위한 이동식 

및 고정식 장치의 기계 설계에 관해 검토한다. 

 2.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8.3절에 따라서 격납건물 부격실들 내의 

배기 유동제어를 위한 이동식 및 고정식 장치의 구조 설계에 관해 검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6.3절에 따라서 기기 지지대에 가해지는 

국부적 가압 효과와 부하 등과 같이 배관 파열의 동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제

안된 방안에 관해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15조 및 제23

조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는 데 그 근거를 둔다.

 1. 규칙 제15조제1항은 대기 및 비산물 방호(Missile Protection)에 관련된 요건으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SSC)이 발전소 정상운전 중이나 유지 보

수, 시험 및 가상사고시에 일어날 수 있는 동적 영향 그리고 기기 고장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방출유체 등의 영향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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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는 격납건물 부격실이 부격실 벽 양단간에 발생하는 차압

으로 인한 구조물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여유도를 가지고 설계되었는가

를 평가하는 요건이다. 즉 부격실이 격납건물 설계 누설률을 초과하지 않는 어떠

한 냉각재상실사고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여유도를 가지고 격납건물 구조물과 관

련 열제거계통을 설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허용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

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

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제요건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SSC)이 발

전소 정상운전 중이나 유지 보수, 시험 및 가상사고시에 일어날 수 있는 동적 영

향 (즉 비산물, 배관 휩(Whip) 그리고 기기 고장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방출유

체 등의 영향을 수용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규제기관이 검토, 승인한 분석결과, 

유체계통의 배관파단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이 입증될 경우 가상 배관파단에 관련

된 동적 영향은 설계기준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배관파단 확률

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배관의 가상적인 벽 관통 결함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파괴역학 분석과 그 결함이 불안정한 크기로 성장할 수 있기 전에 결함

을 통해 누설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분석의 기초가 되는 

개념은 “파단전 누설 (LBB)”로 불린다. 신청자가 LBB 기술에 의거하여 SSC 설

계기준에서 가상 배관파열의 국부적 (Local) 동적 영향을 고려하는 사항을 제외하

는 것은 허용하더라도, 가상 배관파열의 총체적 (Global) 영향이 편리하면서도 보

수적인 설계 한계(Envelope)를 제시하기 때문에, 규제기관은 폐쇄된 부격실 설계

에 총체적 영향을 고려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격납건물 부격실은 만약 파열되면 

부격실의 붕괴, 비산물의 발생 및 국부적 환경 악조건을 유발할 수 있는 고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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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배관을 둘러싸고 있다. 규칙 제15조제1항을 만족한다면, 격납건물 부격실의 구

조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격납건물 구조물 및 계통을 고에너지배관 파단의 영향으

로부터 보호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제요건을 만족한다면 격납건물 부격실의 구조적 건전

성을 유지하고 격납건물 구조물 및 계통을 고에너지배관 파단의 영향으로부터 보

호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 격납건물 부격실의 

설계 및 기능수행에 관련된 다음의 상세 기준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가. 부격실 내 초기 대기상태는 결과적으로 차압 계산치가 최대값이 되도록 설정

되어야 한다. 즉, 최대 허용온도, 최소 절대압력 조건에서 상대습도가 0%인 

공기로 가정하는 것은 타당한 모델이다. 만약 초기 대기상태가 이와 다를 때

는 설정치가 타당함을 보여야 한다.

        제한된 종류의 부격실에 대해서는 위에 기술한 공기 모델을 단순화한 모델도 허용

될 수 있다. 이 모델에서는 부격실 내 초기 대기를 건조 공기 모델과 동등한 평균 

밀도를 가지는 균질 물-증기 혼합물로 모사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배기구 내에서 

임계유동(Choked Flow)이 나타나는 부격실에 제한된다. 배기구 통과시 주로 아음

속 유동(Subsonic Flow)이 나타나는 부격실에 대해서는 이러한 단순한 모델의 타

당성이 확증되지 않았다.

     나. 부속물 노드들의 구성은 본질적으로 한 노드 안에서는 압력구배가 나타나지 

않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즉 노드들의 구성은 최대압력 계산치들이 작은 차이

로 수렴할 때까지 노드 수를 증가시키는 민감도분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부속물에 작용하는 과도상태의 힘과 모멘트를 계산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공

간적 압력 변화, 즉 부격실 내에서 원주, 축 및 반경 방향에 대한 압력변화를 

고려하여 노드 구성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노드의 민감도분석

방법에 대한 상세 지침으로서 미국 NRC의 NUREG-0609 3.2절을 참조한다.

     다. 만약 배관파열 시점에서 즉시 이용할 수 없는 배기 유로를 사용할 경우, 다

음 기준을 적용한다.

         1) 배관파열 후 시간의 함수로 표시되는 배기구 면적과 유동저항은 배관파열

에 대한 부격실의 압력 응답에 대한 동적 분석에 근거해야 한다.

        2) 실험자료에 의해 분석의 타당성을 증명하거나 건설허가 단계에서 이러한 

분석을 입증하는 실험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제6.2.1.2절                                                     개정 4 - 2014. 12 - 5 -

        3) 규칙 제15조제1항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과도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물의 영향을 안전성 분석에서 고려해야 한다.

     라. 노드화된 부격실모델 내부의 모든 유로를 통한 배기 유동양식은 액체견인

(Entrainment)을 100%로 가정하고 열역학적 평형상태에 있는 균질 혼합물에 

근거하여 구해야 한다. 아울러 선택한 배기구 임계유동 상관식은 사용할 수 

있는 실험자료들에 비해 보수적이어야 한다. 현재 허용된 배기구 임계유동 

상관식은 "마찰없는 Moody" 상관식에 물-증기 혼합물에 대한 승수 0.6을 적

용하는 것과 공기-증기-물 혼합물의 열역학적 균질 평형모델이다.

     마. 건설허가 단계에서 구조물과 기기 지지대의 설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격

실, 구조물 및 폐쇄 기기에 대해 검토주관부서가 허용한 방법으로 계산한 최

대차압에 1.4를 곱한 값을 적용해야 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 최대차압 계산

치는 이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최대차압 계산치는 

건설허가 단계에서 계산된 값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

만, 분석모델의 개선이나 부격실 준공 상태에서의 변경은 남아 있는 여유도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III. 검토절차

   부격실 분석의 검토는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검토자는 특정 경우에 대해 본 검토

절차에 기술된 내용의 일부를 중점 적용한다. 검토내용 중 일부는 일반적 기준에 따르

거나 혹은 동일한 부격실과 고압 배관설계를 가진 선행 발전소에 대한 검토결과를 반

영하는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검토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지원부서는 본 안전심사지침 I절에 기술된 검토영역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검토주관부서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절차를 완결한다.

   검토자는 부격실 내부의 취출 질량 및 에너지 프로파일(profile)에 대하여 확인분석

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주관부서가 분석 목적에 적합하여 허용할 수 있는 열

수력 전산코드를 사용한다. 이 분석의 목적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질량 및 에

너지 방출률의 예측치를 확인함과 아울러 파단전 누설(LBB)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파열 위치가 타당하게 고려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다.

   검토주관부서는 부격실 체적, 배기구 면적, 배기 유로 저항, 그리고 관성항에 대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술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만약 배기구 면적을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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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기 위해 문, 파열벽이나 동종의 장치에 의존해야 하거나, 혹은 배기 유동을 조절하

기 위해 독특한 유량제한장치에 의존해야 한다면, 그러한 설비의 사용 타당성을 실증

하는 분석 및 시험계획을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3.6.2절, 3.6.3절 및 3.8.3절의 주관검

토부서는 위의 유동조절장치에 대한 기계 및 구조적 설계를 평가하고, 파단전 누설

(LBB)개념이 적용된 부격실에 대해 파단전 누설개념의 적용 타당성을 평가한다.

   검토주관부서는 계산모델의 적절성을 판정하기 위해 각 부격실의 노드 구성을 검

토하며, 필요하다면 이 모델에 노드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

격실 노드의 민감도분석 (노드 구성에 대한 반복적 분석)을 수행한다.

   검토주관부서는 보수적인 조건을 설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격실의 초기 공기

압력, 온도 및 습도조건을 Ⅱ절 허용기준과 비교한다.

   검토주관부서는 근거 및 관계식을 검토하며, 아음속 및 음속 배기 유동 현상을 예

측하기 위해 사용된 전산코드와 압축 및 비압축성 유동을 모사하는 코드의 수행능력

을 평가한다. 그 근거에는 상관식들을 실험자료 또는 기타 허용된 상관식들과 비교한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최대차압 계산치의 적절성을 판정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 부격실의 노드 구성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전산 프로그램들 

중 하나를 사용하여 확인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사용할 전산 프로그램은 유동 영역뿐

만 아니라 검토할 부격실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건설허가 단계에서 검토주관부서는 위 Ⅱ절 허용기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격

실 설계 절차에 계산치 이상으로 적절한 여유도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 6.2.1절에 기술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V. 참고문헌

   이 안전심사지침의 참고문헌은 안전심사지침 6.2.1절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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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2.1.3절 가상 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분석

검토주관 : 중대사고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과 부격실 기능설계를 평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료

가 그 목적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량 및 에너지 방출 분석을 검토한다.  검

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격납건물로 방출될 수 있는 에너지 원 

  2. 사고 초기의 취출기간 동안 질량 및 에너지 방출률 계산 

  3. 가압경수로형 발전소의 경우, 사고후 노심 재관수기간과 재관수 후의 질량 및 에

너지 방출 계산(증기발생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방출될 수 있기 때문)

검토연계분야

   안전심사지침 3.6.2절의 검토주관부서인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부격실 내부에서 

발생하는 가상배관파열에 대해 배관설계기준, 배관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한 설비에 

근거하여 선정한 파열 위치 및 크기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23조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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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0 CFR 50 부록 K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는 데 그 근거를 둔다.

   1.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격납건물과 부격실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는 격납건물 및 그 부속계통들이 설계 누

설률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설계기준사고로부터 예측된 압력과 온도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2. 10 CFR 50 부록 K는 냉각재상실사고 기간 동안의 에너지원과 관련하여 모든 에

너지원이 고려되었는지를 보증하기 위한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허용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

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

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의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질량 및 에너지 분석에 관련

된 다음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적용한다.

   1. 에너지 원

     냉각재상실사고 분석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저장 및 발생 에너지원은 다

음과 같다.

       - 원자로 출력

       - 붕괴열

       - 노심의 저장 에너지

       - 원자로 건물과 건물내부의 설비를 포함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금속에 저장

된 에너지

       - 금속-물 반응 에너지

       - 증기발생기 배관과 2차 냉각수를 포함한 2차 계통에 저장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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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상기 에너지원으로부터 방출된 가용에너지의 계산은 10 CFR 50 

부록 K I.A 조항의 요건에 따른다. 그러나 냉각재상실사고의 감압기간과 재관수

기간 동안 격납건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최대로 하기 위해 보수성을 추가해야 

한다.

        노심으로부터 방출되는 가용 에너지를 최대로 하기 위해, 핵연료피복재의 팽

창 및 파열의 예측에 관련된 10 CFR 50의 부록 K I.B 조항의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2. 파열 크기 및 위치

      가. 신청자가 선정한 파열 위치 및 형태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3.6.2절에 따

라 검토한다.

      나. 상기 가.항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 여러 파단 중에서 부격실 분석의 기준사

고로 선정한 파열은 가장 높은 질량 및 에너지 방출률을 나타내야 하며, 파

열 위치와 크기를 설정하는 기준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다. 격납건물 설계기준 계산은 최악의 사고가 파악되었음을 보증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배관 파열 크기와 위치의 스펙트럼에 대해 수행해야 한다.

   3. 계산

        일반적으로, 냉각재상실사고시 질량 및 에너지 방출률 계산은 격납건물 내부 

설계압력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방법, 즉 사고 후 격납건물 압력과 부격실 반응

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아래 기준은 각 사고 기간동안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보수성을 제시하고 있다.

      가. 부격실 분석

             질량 및 에너지 방출 프로파일(profile)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해석방

법이 전산 프로그램과 배관계통의 체적 노드 형태 모두가 허용된 비상노심 

냉각계통 (ECCS)의 분석시와 유사하다면 허용된다. 현재 허용된 계산코드는 

SATAN-V, CRAFT-2, CE FLASH-4, RELAP4 등이며 허용된 임계 유동 관계

식에 1.0의 유동 승수(multiplier)를 사용한다. 허용할 수 있는 대안은 허용된 

임계유동 관계식과 함께 초기조건을 사용하여, 일정한 양이 취출된다고 가

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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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초기 취출 단계의 격납건물 설계기준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있는 물의 초기 질량은 102% 전출력에서의 온도와 

압력조건에서 계산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체적에 근거해야 한다.

             질량 방출률은 실험자료와 비교하여 보수성이 입증된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1차 냉각재계통에 노출된 표면에서의 열전달은 핵비등 열전

달로, 증기에 노출된 표면에서의 열전달은 강제대류 열전달로 계산해야 한

다. 2차 냉각재로부터 증기발생기 전열관으로의 열전달은 물에 잠겨있는 전

열관표면에 대해서는 자연대류 열전달로, 증기에 노출된 표면에 대해서는 

응축 열전달로 계산해야 한다.

      다. 노심 재관수 단계 (저온관 파열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초기 취출 이후, 원자로 압력용기에 남아있는 물은 

포화상태로 가정해야 한다. 만약, 취출 단계가 끝나는 시점부터 비상노심냉

각계통이 원자로 용기의 하부 플레넘(plenum)을 재충수하는 시간까지를 의

미하는 재충수 단계를 고려할 경우, 이러한 가정은 재충수 단계에서도 적용

되며, 재충수 단계를 고려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허용이 가능한 접근방

법 중 하나는 감압이 끝나는 단계에서 수위가 노심의 바닥에 있음으로써 재

충수 단계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노심 관수율의 계산은 노심의 재관수 기간이나 재관수 이후 단계에서 

격납건물의 압력을 최대로 하는 비상노심냉각계통 운전조건에 근거하여 수

행되어야 한다.

             액체 견인(liquid entrainment)의 계산, 즉 노심에 들어가는 액체에 대해 

노심을 빠져나가는 액체의 질량비로 정의되는 견인율(carryout rate 

fraction)은 PWR FLECHT 실험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액체 견인은 노심의 

수위가 노심의 꼭대기로부터 61cm (2 피트)가 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가정해

야 한다. 타당한 접근 방법은 견인율이 46cm (18-인치) 노심준위에서 0.05의 

값을 가지고, 61cm (24-인치) 노심준위에서의 0.8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한 후 

수위가 노심 꼭대기로 부터 61cm (2 피트)가 될 때까지는 0.8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이 수위 이상에서의 견인율은 0.05를 사용

할 수 있다.

             증기 급냉의 가정은 적용가능한 실험자료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입증해

야 한다. 액체 견인 계산에서는 ECCS 물과의 혼합으로 인한 증기 급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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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된 노심 입구 수온이 견인율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증기발생기 

출구측 증기는 2차 냉각재 온도로 과열되어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라. 재관수후 단계

             1차 및 2차 계통에 남아있는 모든 저장에너지는 재관수후 단계에서 제

거되어야 한다. 증기 급냉은 유용한 실험자료를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 재관

수후 분석모델은 적용 가능한 실험결과와 비교되어야 한다.

      마. 붕괴열 단계

             이 단계에서 노심 붕괴열의 분산을 고려해야 한다. 핵분열생성물 붕괴 

에너지 모델이 안전심사지침 9.2.5절의 붕괴 에너지 모델과 같거나 더 보수

적이면 허용할 수 있다.

             노심에서 붕괴열 비등에 의해 발생된 증기는 ECCS 주입수와의 혼합이 

최소화되는 경로를 통해 격납건물로 방출된다고 가정해야 한다. 

        Westinghouse 모델, B&W 모델, CE 모델, GE 취출 모델 등의 전산 모델은 격

납건물 설계기준 계산시 질량 및 에너지 방출 계산에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의 

방법에 대해서도 계산 방법이 보수적이라고 검토주관부서가 판단하면 허용될 수 

있다.

III. 검토절차

   냉각재상실사고시의 질량 및 에너지 방출분석의 검토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검토자는 특정 경우에 대해 본 검토절차에 기술된 절차의 일부를 중점 적용한다.  

일부 검토는 일반적인 사항에 근거를 두거나 혹은 유사한 발전소에 대한 기존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검토주관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6.2절의 검토주관부서와 함께 고 에너지 유체가 들

어 있는 배관의 경로가 나타나 있는 격납건물 측면도 및 평면도를 이용하여 고 에너지

배관을 둘러싸고 있는 부격실들에 대해 배관파열의 크기, 형태 및 위치에 대한 신청자 

분석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검토주관부서는 부격실 분석을 위한 참조 경우가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를 평가한다. 양단 배관파열이 아닌 배관 파열을 신청자가 선정한 경우 지

원부서는 신청자가 가정한 제한된 변위의 배관 파열의 타당성에 관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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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주관부서는 냉각재상실사고 분석에서 다양한 에너지원들로부터 방출될 수 있

는 가용한 에너지의 계산 방법 및 가정을 상기 허용기준과 비교한다.  검토주관부서는 

냉각재상실사고시, 초기 취출단계, 노심 재관수 및 재관수후 질량과 에너지 방출률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 분석모델과 가정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또한 검토주관부서는 냉

각재상실사고시 다양한 시점에서의 에너지 재고량을 비교하여 다양한 에너지원으로부

터의 에너지가 고려되고 적당한 시점에 격납건물로 이동되었음을 확인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신청자가 실험자료와 비교한 내용을 검토하고 다른 가용한 실험자

료와 비교함으로써 질량 및 에너지 방출모델에 충분한 보수성이 있는지 평가한다.

   검토주관부서는 필요시 냉각재상실사고의 질량 및 에너지 프로파일과 격납건물 압

력 및 온도에 대한 확인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분석의 목적은 안전성분석보고서

에 제시된 질량 및 에너지 방출률의 예측치들을 확인하고 분석시에 파열위치가 적절

히 고려되었는가를 확인하며 최종적으로 계산된 격납건물 압력 및 온도 응답이 적절

한지를 평가하는 데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 6.2.1절에 기술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V. 참고문헌

  이 안전심사지침의 참고문헌은 안전심사지침 6.2.1절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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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2.1.4절 가상 2차계통 배관파열에 대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분석

 

검토주관 : 안전평가실

I. 검토분야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 및 부격실 기능설계의 평가에 사용된 자료가 그 목적에 

합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질량 및 에너지 방출 분석을 검토한다. 검토주관부서는 다

음 분야를 검토한다.

  1. 격납건물로 방출될 수 있는 에너지 원

  2. 질량 및 에너지 방출률의 계산

  또한 검토주관부서는 가정한 배관 파열 부위로 증기유량과 급수 유량방출을 억제할 

수 있는 증기 및 급수관의 격리설비들에 대해 수행한 단일고장 분석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가상 2차계통 배관파열에 대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분석  

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의 검토주관부서인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증기 

및 급수계통으로부터의 질량 및 에너지 방출을 억제하는 증기 및 급수관 격리밸

브들의 내진 등급분류와 계통의 품질 등급분류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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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심사지침 10.4.9절의 검토주관부서인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보조급수계통

의 수동 밸브를 닫는 운전원 조치에 대해 가정한 시간을 검토한다.

3. 안전심사지침 3.6.2절의 검토주관부서인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가상의 배관 

파단이 발생하는 위치 및 크기에 대하여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23조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는 데 그 근거를 둔다.

   1.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격납건물과 부격실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는 격납건물 및 그 부속계통들이 설계 누

설률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설계기준사고로부터 예측된 압력과 온도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허용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

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

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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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너지 원

증기 및 급수관 파열사고 분석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에너지원은 다음과 같다. 

즉 증기발생기 본체, 급수관 및 증기관 등과 영향을 받는 증기발생기의 금속에 

저장된 에너지, 영향을 받는 증기발생기 안에 들어 있는 물의 저장 에너지, 급수

관의 격리밸브가 닫히기 전에 영향받는 증기발생기로 이동한 급수의 저장 에너

지, 증기발생기 교차관 (Crossover)의 격리밸브가 닫히기 전에 영향받지 않은 증

기발생기에서 들어온 증기에 저장된 에너지, 취출기간 중 1차 냉각재로부터 영향

받은 증기발생기 내부의 물에 전달된 에너지 등이다. 

   증기관 파열사고는 배관 파열 크기와 고온대기 상태에서 102% 출력까지의 다

양한 발전소 상태에 대한 스펙트럼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만약 신청자가 급수 

유량과 유체의 재고량이 전출력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102% 

출력 상태에 대하여만 분석할 수도 있다.

  2. 질량 및 에너지 방출률 계산

일반적으로 증기 및 급수관 파열사고 동안 질량 및 에너지 방출률의 계산은 격납

건물 응답 관점에서 보수적인 방법, 즉 사고후 격납건물 압력과 온도를 극대화하

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한다. 다음과 같은 기준은 바람직한 보수성의 정도를 제시

하고 있다.

   질량 방출률은 포화상태에 대한 Moody 모델이나 혹은 동등한 정도로 보수적

인 모델을 사용해서 계산해야 한다.

   영향을 받는 증기발생기내 물로의 열전달 계산은 핵비등 열전달에 근거해야 한다.

질량 방출 계산시에는 영향을 받는 증기발생기와 급수관 내의 물, 급수관 격리밸

브가 닫히기 전에 영향을 받는 증기발생기에 이동한 급수, 영향을 받는 증기발생

기 내 증기, 그리고 증기발생기의 교차관의 격리밸브들이 닫히기 전에 2차 계통

이 감압됨으로써 영향을 받지 않은 증기발생기(들)에서 들어온 증기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증기관 파열시 액체 견인(entrainment)을 고려했다면 실험결과를 통해 액

체 견인 모델의 예측 결과를 입증해야 한다. 파열부의 상류에 위치한 증기분리기

가 견인된 액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최대 방출 경우가 선정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 양단 파열로부터 견인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계산된 파열면적

까지 면적을 줄여 가면서 다양한 증기관 파열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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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액체 견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양단파열로부터 최대방출률을 고려했음

을 입증할 수 있을 때까지 파열 면적을 줄여 가면서 다양한 증기관 파열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증기관 및 급수관 파열 분석시 격납건물 최대 압력과 온도를 가장 크게 하기 

위해, 증기관 및 급수관 격리설비나 급수펌프의 단일능동고장을 가정해야 한다. 

안전등급 증기관 및 급수관 격리밸브의 고장을 가정한 경우 비안전등급 기기의 

운전을 안전등급 기기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주관부서는 

비안전등급 기기의 설계기준의 타당성에 관한 규제입장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

해 안전심사지침 3.2.1절 및 3.2.2절의 검토주관부서와 10.4.9절 검토주관부서의 검

토자들과 협의한다.

   영향을 받는 증기발생기로의 급수 유량은, 다른 증기발생기로부터의 역류 유

량, 급수의 급격한 비등(flashing)과 증기발생기의 감압에 따른 급수펌프의 유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 급수 유량을 계산하는 데 허용된 방법은 모

든 급수가 격리전 펌프 소진율(runout rate)로 영향을 받는 증기발생기에 들어간

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격리후에는 격리되지 않은 급수 질량을 영향을 받는 증기

발생기에 더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10.4.9절의 검토주관부서는 보조급수 유동을 종료시키는 운전원 

조치에 관해 검토한다.

   증기관 파열에서 질량 및 에너지 방출을 계산하는데 허용된 전산코드는 

SGN-III와 TRAP-2이며, 그 밖의 방법들도 이러한 계산에 보수적인 것으로 검토주

관부서가 판단하면 허용될 수 있다. 

III. 검토절차

   2차 냉각재계통의 배관 파열시 질량 및 에너지 방출분석의 검토를 위한 절차를  

다음에 기술하였다. 검토자는 특정 경우에 대해 본 검토절차에 기술된 절차의 일부를 

중점 적용한다. 일부 검토는 일반적인 사항에 근거를 두거나 혹은 유사한 발전소에 대

한 기존의 검토결과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검토주관부서는 신청자가 최악의 배관 파열사고를 확인하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이 격납건물 압력과 온도의 관점에서 보수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판정하

기 위해서 2차계통 배관 파열 분석에서 사용한 가정들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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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검토에는 취출 분석에 적용하기 위해 제안한 방법과 모델을 포함한다.  신청자

가 적용한 분석 방법론의 적절성 여부는 이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준해서 평가

한다. 아울러 검토주관부서는 2차계통의 능동기기의 단일고장이 격납건물의 압력과 온

도를 최대로 하는 방향으로 선정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증기관 및 급수관 격리밸브

와 급수펌프 등 능동기기에 대한 단일고장 분석들을 검토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증기 및 급수계통으로부터의 질량 및 에너지 방출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비안전등급 밸브의 타당성을 안전심사지침 3.2.1절 및 3.2.2절의 검토주관부서

에 검토를 의뢰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운전원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증기발생기로의 

보조급수 유동을 종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 시점을 설정한 근거에 대해 안전심사지

침 10.4.9절의 검토주관부서에 검토를 의뢰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유량이 보수적으로 

극대화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영향을 받는 증기발생기로 들어가는 주급수 유량에 

대한 신청자의 계산을 검토한다.

   만약 신청자가 제시한 증기관 파열 모델에서 액체 견인을 계산했다면, 검토주관부

서는 이러한 계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실험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한 검

토주관부서는 증기관 파열부의 상류에 위치한 증기분리기의 효과를 이 분석에서 고려

했는지 확인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신청자가 실험자료와 비교한 내용을 검토하고 다른 

가용한 실험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질량 및 에너지 방출모델에 포함된 보수성의 정도를 

평가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최대의 격납건물 압력과 온도를 얻게 되는 증기관 파열 크기가 규

명되었음을 확신하기 위해, 양단파열로부터 시작해서 액체 견인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

지 파열 면적을 줄여 가면서 수행한 다양한 증기관 파열 분석 결과를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검토자는 검토주관부서에서 적합성을 확인하여 허용한 열수력 전산 

코드를 사용하여 격납건물 내부의 증기관 및 급수관 파단에 따른 격납건물의 압력 및 

온도를 계산하는 확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 6.2.1절에 기술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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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전심사지침의 참고문헌은 안전심사지침 6.2.1절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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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2.1.5절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평가를 위한 격납건물 최소압력 분석

검토주관 : 중대사고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가압경수로형 발전소에서 냉각재상실사고가 발생하면, 비상노심냉각계통은 원자로

용기에 냉각수를 공급, 재관수시켜 원자로 노심을 냉각시킨다. 노심 재관수율은 노심 

재관수단계에서 원자로용기에서 발생한 증기를 밀어내고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노

심냉각계통의 성능에 좌우된다. 가압경수로형 발전소의 경우 노심 재관수율은 격납건

물 압력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 즉 노심 재관수율은 격납건물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따라서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의 전반적인 평가의 일부로서, 검토주관부서

는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분석에 사용되는 격납건물 압력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냉각재상실사고후 노심이 재관수되는 기간 동안 존재할 수 있는 격납건물 최소압력의  

분석을 검토한다. 검토주관부서는 공학적 안전설비 열제거계통의 운전에 관련된 가정, 

즉 격납건물 대기에서 에너지를 제거하는 격납건물 내부구조물의 효능 그리고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파열 부분에서 방출되는 비상노심냉각수와 혼합되는 증기 등 기타 열제

거 과정의 효능을 검토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평가와 관련해서 수행되는 격납건물 최소압력 분석은 격납

건물의 기능적 성능 분석과는 달리 보수성 및 설계여유가 서로 상반되는 방향으로 취

해진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평가시의 

규제요건은 냉각재상실사고시 격납건물 최대압력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지 못하며, 격납

건물 설계기준을 평가하는 데는 사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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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평가를 위한 격납건물 최소압력분

석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3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격납건물 최소압

력의 분석에서 사용되는 질량 및 에너지 방출자료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책임이 있다. 

관련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과 미국의 10 CFR 50 부록 K에 따라 수행된 신청자의 비상노심냉

각계통 성능 평가 자료에서 얻는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과 미국의 10 CFR 50 부록 K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는 데 

그 근거를 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

의 성능에 관한 기준”은 냉각재상실사고 기간 중 원자로의 거동을 현실적으로 기술

한 최적 평가 모델 혹은 보수성이 입증되어 사용이 허가된  보수적 비상노심냉각계통 

평가 모델 중 어느 것이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냉각재상실사고 후 격

납건물 최소압력에 관련되는 다음 요건 중 어느 것이든지 만족하면 그 분석은 타당하

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호: 냉각재상실사고 기간 중 원자로의 거동을 현실적으로 

기술한 최적 비상노심냉각계통 평가 모델을 적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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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호: 보수성이 입증되어 사용이 허가된 방법으로서 미국의 

10 CFR 50 부록 K에 따라 개발된 보수적 평가 모델을 적용할 경우

   10 CFR 50 부록 K I.D.2 조항에서는 가압경수로형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한 격납건물 압력이 그 목적상 보수적으로 계산된 압력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허용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

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

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

한 기준” 제4조제2호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분석을 위한 

격납건물 최소압력을 평가하는 데 적용하는 모델은 미국 NRC의 Regulatory Guide

(이하 “RG") 1.157과 일치해야 한다. 특히 RG 1.157, C.3.12.1 조항은 비상노심냉

각계통의 성능 분석을 위해 타당한 격납건물 압력 모델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호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아래 상세 기준은 비상노심냉

각계통의 성능 분석을 위한 격납건물 최소압력을 결정하기 위해 냉각재상실사고

시 격납건물 반응 분석에 요구되는 보수성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1) 가상적인 냉각재상실사고 기간 동안 방출된 질량 및 에너지 계산은 10 CFR 

50 부록 K의 요건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2) 부록 6.2.1.5-1,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평가를 위한 격납건물 최소압력 모델

"에는 격납건물 최소압력의 보수적인 예측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수

해야 하는 계산방법이 명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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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격납건물 최소압력 분석의 검토는 아래에 기술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검토자는  

특정 경우에 대해 본 검토절차에 기술된 절차의 일부를 중점 적용한다. 일부 검토는 

일반적인 사항에 근거를 두거나 혹은 유사한 발전소에 대한 기존의 검토결과를 반영

하는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검토주관부서는 냉각재상실사고시 격납건물 최소압력에 대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분석 내용을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6.3절의 검토주관부서는 신청자가 제시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자료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검토주관부서는 부록 6.2.1.5-1에 서술

한 계산 방법이나 RG 1.157, C.3.12.1 조항 중 한가지 방법과 신청자의 계산방법을 비

교하여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의 운전과 구조물의 열제거 효율성에 대해 신청자가 사용

한 가정들의 보수성을 평가한다. 필요한 경우, 검토자는 CONTEMPT-LT 또는 

CONTEMPT4 전산코드를 사용해서 격납건물 압력응답에 대한 확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적인 방향으로 적절한 값을 사용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주관

부서에서 계산한 격납건물 압력을 신청자가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 평가에서 사용한 압

력과 비교한다.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6.3절 검토주관부서에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 

평가에 사용된 격납건물 압력의 타당성을 통보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 6.2.1절에 기술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V. 참고문헌

   이 안전심사지침의 참고문헌은 안전심사지침 6.2.1절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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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2.2절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검토주관 : 중 사고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사고 발생 후 상태에서의 격납건물 열제거와 관련하여 검토주관부서는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23

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제1항제1호 및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제1항의 요건

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격납건물로부터 열을 제거하는 계통에는 팬 냉각기 계

통, 살수계통 및 잔열제거계통들이 포함된다. 이 계통들은 격납건물 기 및 격납건물 

배수조(sump)의 물 또는 격납건물 습정(濕井, wetwell)내의 물로부터 열을 제거한다. 검

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설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검토한다.

1. 단일기기의 오동작으로 발생되는 결과에 한 분석

2.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펌프의 유효흡입수두(Net Positive Suction Head; NPSH)에 

한 분석

3. 살수계통의 열제거 능력에 한 분석

4. 팬 냉각기계통 열교환기의 열제거 능력에 한 분석

5. 팬 냉각기, 재순환 및 잔열제거 열교환기의 잠재적 표면 오염 및 이것이 열교환

기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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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계통이나 기기의 정기적인 가동중 검사 및 작동성 시험에 관한 설계규정과 

제안된 계획

7. 냉각재상실사고(LOCA)로 발생된 이물질에 의한 차단망 막힘(debris screen 

blockage)이나 펌프 밀봉(密封) 손상과 같은 잠재적 장기 냉각능력 상실에 한 

평가를 포함하여, 배수조 설계와 비상노심냉각계통 및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수원

(水源)에 한 설계

8. 단열재와 같은 이물질이 재순환 유체계통에 미치는 영향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격납건물 열제거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

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9.2.2절에 한 주 검토의 일부로서 이차 

냉각계통을 검토하는데, 이 계통은 격납건물 열제거계통내의 열교환기에 냉각수

를 공급한다.

2.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7.3절에 한 주 검토의 일부로서 격납건

물 열제거계통에 한 감지장치 및 작동장치에 해 검토한다.

3.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한 주 검토의 일부로서 팬 냉

각계통의 능동기기 및 격납건물 열제거 계통의 감지장치 및 작동장치에 한 시

험절차를 검토한다.

4.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1.2절에 따른 설계기준 배관 파열사고

에 한 검토로서 비상배수조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품질보증이 되지 않

은 페인트의 양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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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 사고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5.2절에 한 주 검토의 일부로서 격납

건물 살수계통의 핵분열생성물 제어설비를 검토한다.

6.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과 3.2.2절에 한 주 검토의 일부로

서 각 계통의 내진등급 및 품질등급 분류에 해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설계에 한 허용기준은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5

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제24조(전력공급설비) 및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이하 “안전

등급 규정”이라 함) 제4조(일반요건) 및 제6조(안전등급 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제1항제1호에 따라 격납건물 열제거 계통은 설계

기준사고 후 격납건물의 압력과 온도를 급속히 감소시키고, 허용 가능한 낮은 수

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및 안전등급 규정 제6조(안전등급 2)에 따라 격납

건물 열제거 계통은 안전등급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3.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및 안전등급 규정 제4조(일반요건)에 따라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은 단일고장시에도 소내 전력계통의 운전(소내전력 상실을 가정할 때)과 

소외전력계통의 운전(소외전력 상실을 가정할 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계통안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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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성취될 수 있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기 및 설비의 적절한 다중성과 상호연

결, 누설감지, 격리 및 격납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4. 규칙 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에 따라 격납건물 열제거 계통은 각 기기의 

정기검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계통의 건전성과 계통의 운전성 및 능동

기기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시험이 가능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제24조(전력공급설비) 및 제41조(시험·감시·검

사 및 보수)와 안전등급 규정 제4조(일반요건) 및 제6조(안전등급 2)를 만족시키기 위

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신하

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해 제

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

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한 안으로서 제시

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및 안전등급 규정 제4조(일반요건)의 요건에 따라서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은 공학적 안전설비로서의 다중성 및 전원(電源) 요건을 만족

하여야 한다. 즉, 계통은 단일능동고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각 

계통에 한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FMEA) 결과가 기능상실없이 단일고장을 견딜 

수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2. 격납건물계통의 안전성 기능 수행능력에 관한 기준인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

물 등)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살수계통은 펌프 공동(空洞)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입 및 재순환 운전중에 펌프의 유효흡입수두

(NPSHav)는 요구되는 유효흡입수두(NPSHre)보다 커야 한다. 이에 하여 검토자가 

납득할 만큼의 충분한 추가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효흡입수두가 요구되는 유

효흡입수두 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Regulatory Guide(이하 "RG") 1.8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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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가 유효흡입수두의 여유도를 평가하는 허용가능한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재순환단계, 즉 LOCA후 장기 냉각과정(LOCA후 약 1시간 이후)에서 격납건물 내

부의 물을 순환시키기 위해 격납건물 살수계통이 필요하다. 유효흡입수두는 분석

이 (1) RG 1.82에 따라서 수행하였거나, (2) RG 1.1에 따라 펌프에 의해 순환되는 

유체온도의 최  예상값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격납건물의 압력을 기압력으로 

가정하여 수행하였다면 적합하다. 다시 말하자면 격납건물 압력은 배수조 물의 

증기압과 같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과도상태

시 격납건물의 과압에 의한 이점을 고려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부압형 격납건물의 재순환 살수계통은 LOCA가 발생하고 약 5분이 지난 후, 즉 

살수계통 운전이 주입단계인 동안에 작동 개시되도록 설계된다. 부압형 격납건물

에 하여는 주입이 끝난 다음에 위에 기술된 RG 1.1의 지침이 적용된다. 이 시

점은 사고발생후 약 1시간 정도이다. 주입단계가 끝나기 전의 유효흡입수두 분석

에서는 격납건물 기압과 배수조 물 온도의 과도상태를 보수적으로 예측하여야 

한다.

  3. 살수계통의 열제거 능력에 한 평가는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제1항제1

호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서 수행한다.

  가. 내부구조물과 관련한 살수헤더의 위치

  나. 살수헤더 상의 살수 노즐 배치 및 예상되는 살수 형태

  다. 사용되는 살수 노즐의 형식 및 노즐의 분무 능력, 즉 노즐에 작용한 차압의 

함수로서 각 노즐에서 분사되는 살수 방울 크기의 스펙트럼과 방울의 평균 

크기

  라. 방울의 잔류시간 및 크기가 살수 방울의 열 제거 효과에 미치는 영향

  살수계통은 살수헤더와 노즐의 배열이 살수되는 격납건물 체적을 최 로 하며 살

수의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팬 냉각계통의 성능이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제1항제1호를 만족하는지

를 평가할 때, 팬 냉각기의 설계 열제거 능력(즉, 열제거율  격납건물 온도)은 

제조공정의 품질보증시험에 근거하거나, 사고후 예상되는 환경 조건과 격납건물

의 증기-공기 비율, 방열날개(Fin)의 표면에 발생하는 응축수, 냉각수의 온도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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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변화 등과 같은 주요 운전변수의 변화를 고려한 타당한 분석들을 근거로 하

여야 한다. 팬 냉각기에 부속된 기기 하우징(Housing) 이나 덕팅(Ducting)에 하

여는 그 설계가 LOCA에 따르는 격납건물 압력증가를 견디어낼 수 있는 설계인지 

분석되어야 한다(안전심사지침 6.2.5절 참조). 사고후 안전성 기능을 수행하지 않

는 기기를 포함하고 있는 팬 냉각기 설계에 하여는 비안전등급 기기의 기능상

실이 팬 냉각기의 안전성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팬 냉각계통의 성능이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제1항제1호를 만족하는지

를 평가할 때, 발전소 수명동안 냉각수에 의해 팬 냉각기의 2차측과 재순환 및 

잔열제거 열교환기의 표면오염 가능성, 그리고 표면오염이 열교환기의 열제거 능

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하며,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논의되어야 한다. 이 분

석은 만약 폐쇄순환수 계통이 표면오염을 막을 수 있게 되어있거나 열교환기의 

열제거 능력을 평가할 때 표면오염을 고려하였다면 적합한 것이다.

6. 장기 살수계통과 비상노심냉각계통(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ECCS)에 한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제1항제1호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격납건물 

비상배수조는 ECCS 재순환펌프에 신뢰성있고 장기적인 수원(水源)을 제공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격납건물 설계에는 살수 및 비상노심 냉각수가 비상배수조

로 배수되어 이 물이 격납건물 살수나 비상노심냉각계통을 통하여 재순환될 수 있

는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배수조 및 보호망 집합체의 적절한 설계는 장기 재순

환 냉각능력을 보증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그러므로 (1) 배수조의 수력학적 성

능, (2) 잠재적인 이물질 생성 및 이로 인한 막힘을 포함한 영향 평가, (3) LOCA후 

가상조건에서 잔열제거 및 살수펌프의 성능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설계 고려사항은 RG 1.82와 NUREG-0897에 나타나 있다.

7. 검사와 시험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설계는 계통과 펌프, 밸브, 덕트의 압력 방출 기기, 

살수 노즐 등의 계통요소에 한 주기적인 검사와 운전성 시험에 한 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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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의 계통설계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정

상 혹은 사고 조건에서 격납건물 열제거 계통과 계통요소의 성능을 감시하기 위

한 계측기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계측장치는 어떠한 계통이 제 로 작동하는지 

혹은 고장인지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아래에 기술된 절차는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의 검토에 한 절차를 제공한다. 검토자

는 특정 경우에 해 본 검토절차에 기술된 절차의 일부를 선택하여 중점적으로 적용

한다. 검토의 일부분은 해당 유형의 격납건물에 공통되는 열제거계통에 해 일반적인 

근거에 따라 수행되거나, 혹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계통에 한 이전의 검토결과를 적

용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1. 검토주관부서의 요청에 의해 지원부서는 I절에 기술된 검토분야에 한 입력을 

마련한다. 검토주관부서는 검토절차를 완결시키기 위해 필요한 이러한 입력 자료

를 사용한다.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의 설계 및 성능이 규칙 제12

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20조(계측 및 제

어장치),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제24조(전력공급설비) 및 제41조(시험·감

시·검사 및 보수)와 안전등급 규정 제4조(일반요건) 및 제6조(안전등급 2)의 요

건에 합당한 가를 확인한다.

2. 검토주관부서는 계통의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FMEA)을 검토하여 다음을 확인한다.

   가. 가능성이 있는 모든 단일고장이 확인되었으며, 어떤 단일고장도 전체 계통의 

기능상실을 유발하지 않는다.

   나. 공학적 안전설비 설계기준이 적용되었다.

   다. 계통과 기기에 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접근이 가능하며 모든 능동기기에 

한 시험이 보증되도록, 주기적 가동중시험과 운전시험을 위한 계통 설계 설비

가 구비되었다.

   라. 주제어실에서 계통의 성능을 감시하며 능동기기를 제어할 수 있음으로써 운

전원이 계통의 기능을 조정할 수 있거나 오동작하는 계통의 기기를 격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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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주관부서는 살수계통 펌프에 유효한 유효흡입수두 분석을 검토한다. 검토주

관부서는 펌프에 의해 순환되는 유체에 해 최  예측 온도를 가정하고 격납건

물을 기압으로 가정한다는 RG 1.1의 지침에 따라 재순환과정을 분석하였는가

를 확인한다. 다시 말하면, 격납건물 압력이 배수조 물의 증기압과 같다는 가정

에 근거를 두고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과도상태시 격납건물이 가압에 

의한 이점을 고려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가. 검토주관부서는 흡입 수두와 마찰 수두의 과도상태 값에 근거를 두고 유효흡

입수두를 계산하였는지 확인한다.

   나.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 수위와 재순환계통 흡입배관의 마찰손실 결정때 적

용된 보수성을 확인 및 검증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제공한 자료를 검토한다. 

예를 들면 물이 채워져 있을 격납건물 하부의 자유체적 결정시의 불확실성과 

원자로 공동과 재장전 수로에 들어있는 물의 양 등이 흡입수두 계산에 고려

되어야 한다.

4. 검토주관부서는 부압형 격납건물의 경우, 격납건물 압력과 배수조 수온의 과도상

태를 보수적으로 사용하여 유효흡입수두를 계산하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격

납건물 살수 주입단계가 종료되기 전의 기간에 해 적용된 유효흡입수두 분석

을 검토한다.

   가.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 기압력 및 배수조 수온의 과도상태에 한 보수

성을 확인 및 검증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제공한 자료를 검토한다.

   나. 또한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 수위 및 재순환 계통 배관의 마찰손실 산정

에 사용된 보수성을 검토한다.

5. 검토주관부서는 양(+)의 여유도가 유지됨을 보증하기 위해서 격납건물 열제거계

통 펌프의 유효흡입수두 요건과 펌프에 가용한 것으로 계산된 최소 유효흡입수

두를 비교한다. 또한 검토주관부서는 시운전 시험계획, 정기적 가동중 검사와 시

험 계획을 검토하여 발전소 수명기간동안 적절한 유효흡입수두 유지가 가능하며 

지속적인 펌프 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6. 만약 유효흡입수두 분석이 충분히 보수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

면, 적절한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검증계산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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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토주관부서는 열제거 능력과 관련하여 살수되는 격납건물 체적, 살수의 중복 

정도에 한 평가를 검토한다. 살수 범위 및 중복 정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

며, 살수되는 격납건물 체적은 최 로, 중복 정도는 최소로 유지시킨다. 살수 범

위 및 중복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살수형태를 보여주는 격납건물의 정면도(正
面圖) 및 평면도(平面圖)가 사용된다.

8. 일반적으로 살수 방울 크기 스펙트럼, 평균 크기, 격납건물 기에서 살수방울의 

지체시간, 격납건물 살수 범위, 중복 정도 등과 관련한 살수계통의 설계기준은 

열제거 능력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요오드의 제거능력 관점에서 이 계통의 적합성

이 고려되었을 때 더 엄격하다. 따라서 계통의 요오드제거 능력이 만족되면 열제

거 능력은 적합한 것으로 밝혀진다.

   가. 살수의 요오드제거 능력에 한 타당성을 판단한다(안전심사지침 6.5.2절 참조).

   나. 모든 발전소에서 격납건물 살수를 핵분열생성물 제거계통으로 사용하는 것

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주관부서는 이 계통이 열제거계통으로 사용되었을 경

우에 한하여 검토한다.

9. 검토주관부서는 살수계통의 열제거 능력에 한 분석을 검토한다. 이 능력은 분

사되는 물과 살수되는 격납건물 체적에 의해 결정되는 열평형도(熱平衡度)의 함

수이다. 살수 방울의 크기와 격납건물 기의 지체 시간이 분사되는 물에 의한 

열평형도를 결정한다. 검토주관부서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열평형 정도의 타

당성을 결정한다. 

   가. 낙하거리를 포함하여 내부구조물에 한 살수헤더의 상 적 위치를 보여주

는 격납건물 정면도(正面圖)

   나. 살수된 방울의 스펙트럼 및 평균 크기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계획 결과 (스펙

트럼 및 평균 크기는 노즐을 지나면서 생기는 압력강하를 입력변수로 갖는 

함수로 나타난다)

   다. 분석에서 사용된, 살수에 의한 열평형도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물-증기 기에서 살수방울의 가열에 한 자료는 참고문헌 14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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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검토주관부서는 LOCA 발생후 팬 냉각기 덕트의 과압을 방지하는 설비의 타당

성을 검토한다(안전심사지침 6.2.5절 참조).

가. 검토주관부서는 팬 냉각기의 열제거능력을 검토한다.

나. 팬 냉각기의 성능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시험계획과 계산모델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다. 만약 팬 냉각기 열교환기의 2차측이 폐쇄회로가 아니라면 표면오염의 잠재

성을 검토하며, 표면오염이 팬 냉각기의 열제거 능력을 손상시키는지 여부

를 결정한다.

11.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 살수와 비상노심냉각수를 재순환 흡입지점(배수조)으

로 배수시키는 계통을 검토한다.

가. 검토주관부서는 흡입지점 주위의 보호스크린 설계를 검토한다.

1) 검토주관부서는 이물질에 의해 스크린이 막힐 가능성이 최소화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창살이나 격자(Trash bar or grating)의 위치와 방향 그

리고 스크린 단계를 보여주는, 보호스크린의 정면도와 평면도를 검토한다.

2) 검토주관부서는 흡입지점이 동일한 스크린 구역을 공유하지 않음을 판단

하기 위해 도면을 검토한다. 구비된 스크린의 최소 그물눈 크기와 펌프, 

열교환기, 밸브, 살수 노즐 등이 막힐 가능성을 비교함으로써 보호스크린 

집합체의 효용성을 판단한다.

3) 창살이나 격자, 그리고 스크린을 보호망 구조물에 부착시키는 방법이 안

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하며 도면으로 보여져야 한다.

4) 물 속의 이물질이 스크린을 통과하여 흡수될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스

크린에 닿는 물의 속도가 낮음을 보증한다는 관점에서 스크린 표면의 적

합성에 해 기술되어야 한다.

5) 스크린 흡입구 스크린구역(Suction inlet screen area) 크기가 RG 1.82에 

규정된 것보다 3배의 크기 여유도를 가져야 한다.

나. RG 1.82에 배수조 설계에 한 허용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NUREG-0897, 

Rev. 1, "Containment Emergency Sump Performance"에 이것과 관련한 기

술적 고려 사항들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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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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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격납건물의 열제거계통은 ○○○○ (특정 운전모드의 잔열제거 계통, 비상노심냉각

계통, 팬 냉각기 계통, 살수계통, 격납건물 배수조, 습정(濕井) 등의 해당 계통을 명시)

을 포함한다.

   ○○○○ (발전소 명)발전소의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에 한 검토 범위에는 계통도

와 서술적 자료가 포함되었다.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에 해 신청자가 제시한 설계기준 

및 계통성능에 한 분석 등이 검토되었다.

   검토자는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의 설계가 적합하고,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제23조(원자로격납건

물 등), 제24조(전력공급설비) 및 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와 안전등급 규정 제4

조(일반요건) 및 제6조(안전등급 2)의 요건이 만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론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1. 검토 결과, 신청자는 ○○○○ (계통을 명시)로 구성되어 있는 격납건물 열제거 계

통을 구비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청자는 격납건물 열

제거계통을 RG 1.1 및 1.82에 주어진 지침에 따라 설계하였다. 검토결과 계통은 

LOCA후 격납건물의 압력과 온도를 허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급속히 감소시키고 

이를 유지시키는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일고장 가정하

에서 소외전원(소내전원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혹은 소내전원(소외전원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으로 계통의 안전기능이 수행되도록 부품 및 설비가 적절히 다중성

을 가지며, 적절히 서로 연계되며, 적절한 누설 탐지 및 격리 기능과 격납건물의 

능력이 구비되었다.

2. 검토 결과,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은 배수조, 살수 노즐, 배관 등과 같은 주요 기기

들에 해 적절한 주기적 검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됨으로써 규칙 제41조(시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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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검사 및 보수)를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3. 검토 결과,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의 구성 기기들에 해서 적절한 주기적 압력 및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1) 구조적 건전성 및 누설밀봉 건전성, 2) 

팬, 여과기, 댐퍼, 펌프, 밸브 등의 능동기기의 운전성 및 기능수행, 3) 계통 전체

로서의 운전성을 보증하여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를 만족함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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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2.3절  이차 격납건물 기능설계

 검토주관 : 안전평가실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주관부서는 신청자가 이중 격납건물을 갖도록 설계한 경우, 안전성분석보고서

에서 이차 격납건물 계통의 성능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 이차 격납건물 계통에는 이

중 격납건물을 갖고 있는 발전소의 바깥쪽 격납건물 구조물과 가상 사고에 의한 방사

선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구비된 계통이 포함된다. 사고의 결과로 일차 격납건물로

부터 누설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을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이차 격납건물 구조물

과 보조계통이 구비된다. 이 보조계통은 이차 격납건물 내부를 부압으로 유지하며 누

설된 방사성물질을 처리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이차 격납건물과 공간적으로 접속하며, 

사고에 의하여 일차 격납건물로부터 누설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을 수집하고 처리하

는 구역과 계통을 이차 격납건물과 동일하게 검토한다.

   이차 격납건물 성능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일차 격납건물내의 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한 이차 격납건물의 압력과 온도 응답

(response) 분석

2. 규정된 시간동안 부압을 유지한다는 설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감압 및 여과 

계통의 성능에 대하여 이차 격납건물 개구부가 미치는 영향의 분석

3. 이차 격납건물 내부의 고 에너지 배관의 파단이 발생하였을 때, 일차 격납건물과 

이차 격납건물 사이 환형 공간의 압력과 온도 응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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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차 격납건물 내부의 고 에너지 배관 주변에 위치하는 배관들을 보호하기 위하

여 적용되는 기능적 설계 기준

5. 이차 격납건물을 우회하는 모든 일차 격납건물 누설 경로에 대한 분석

6. 이차 격납건물을 우회하는 누설 경로에 대한 주기적 누설 시험이 가능하도록 하

는 설계 방안

7. 이차 격납건물의 진공도 완화를 수반하는 일차 격납건물의 부적절한 감압에 대

한 이차 격납건물 압력 응답 분석

8. 가상의 고 에너지 배관 파단에 따른 이차 격납건물 압력 응답 분석에 사용된 질

량 및 에너지 방출 자료의 적합성

검토연계분야

   이 절과 관련된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심사지침 3.6.1절 : 일차 격납건물 바깥쪽에 위치하여 이차 격납건물로서 기

능을 수행하는 보조구역 내부에서 발생하는 가상의 배관 파단에 대응하는 발전

소 보호 설계의 평가

2. 안전심사지침 3.6.2절 : 일차 격납건물 바깥에서 발생하는 가상의 배관 파단과 관

련하여 파단 위치와 동적효과 평가

3. 안전심사지침 6.2.6절 : 감압 및 여과 계통에 대한 설계 요건, 주기적 검사 및 운

전가능성 시험 계획에 대한 평가

4. 안전심사지침 6.4절 : 사고가 진행되는 동안 주제어실 요원이 방사선 피폭으로부

터 적절히 보호되도록 설계되었는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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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심사지침 6.5.1절 및 6.5.3절 : 감압 및 여과 계통에 대한 설계 요건과 주기

적 검사 및 운전가능성 시험 계획 평가 및 이차 격납건물 보조계통의 핵분열 생

성물 제거 능력 평가

6. 안전심사지침 7.1절 내지 7.5절 : 이차 격납건물을 작동시키거나 그 기능을 제어

하기 위해 필요한 계기들에 대한 검토 및 평가

7. 안전심사지침 부록 15.6.5-1 및 15.6.5-2 : 이차 격납건물과 관련한 가정을 포함

하여 냉각재상실사고에 의한 방사선 영향 분석에 대한 평가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아래의 규제요건 중 해당 규정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근거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정상운전, 보수, 시험 및 가상사고의 영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부품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동적 영향

(예를 들어 비산물, 배관 휩, 방출 유체 등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 격납건물 및 관련 계통에는 환경으로 제어되지 

않는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누설밀봉 방호벽 기능이 구비되어야 한다.

  3.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우회 누설 경로 및 누설률이 확인될 수 있도록 운영기

술지침서 또는 그 기술배경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이차 격납건물의 누설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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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가능하여야 한다.

  4. 규칙 제41조제1항 및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기준(이하 “규제기준”) 7.2.7의 

요건에 따라 주기적인 압력 및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격납건물 대기정화계통을 

설계함으로써 구조적 건전성 및 운전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에서 기술한 관련 규제 요건을 만족하는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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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이차 격납건물의 성능에 대한 규칙 제23조 제1항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과 관련

하여, 일차 격납건물 내에서 발생한 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한 이차 격납건물의 압

력 및 온도 응답 분석은 다음의 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가. 일차 격납건물로부터 이차 격납건물로의 열전달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일차 격납건물의 대기로부터 일차 격납건물의 구조물로의 열전달을 계산할 

때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6.2.1.5-1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평가를 위한 격

납건물 최소압력 모델”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보수적인 열전달계수를 사

용하여야 한다.

        2) 일차 격납건물 구조물을 통한 열전도와 이차 격납건물 대기로의 대류 열전

달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이차 격납건물로의 복사열전달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외부 대기에 노출되는 이차 격납건물의 구조물 표면에 대해서는 단열 경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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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가정하여야 한다.

     다. 일차 격납건물이 팽창함으로서 이차 격납건물 대기가 압축되는 효과를 고려

하여야 한다.

     라. 이차 격납건물로의 누설유입(in-leakage)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이차 격납건물로부터 외부로 누설되는 것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바. 이차 격납건물 응답 분석에서, 소외전원 상실 및 비상 전원계통 (예를 들면 

디젤발전기 고장), 일차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노심냉각 계통, 또는 이차 격납

건물 감압 및 여과 계통의 가장 심각한 단일 능동고장을 가정하여야 한다. 

이차 격납건물 감압 및 여과 설비 작동계통의 설계 특성으로 인한 모든 지연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 이차 격납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부하(예를 들면 설비 열부하)를 고려하여야 

한다.

     아. 이차 격납건물의 감압을 평가할 때 팬의 성능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규칙 제15조제1항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

통 및 설비를 동적 효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차 격납건물을 통과하는 고 에

너지 배관에 보호배관(guard pipes)이 구비되어야 한다. 보호배관에 대한 설계 기

준은 안전심사지침 3.6.2절에 제시되어 있다. 보호배관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에

는 이차 격납건물 내에서 고 에너지 배관이 파단되더라도 일차 및 이차 격납건물

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3. 규칙 제23조제1항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이차 격납건물의 성능에 

대해서 다음의 기준이 적용된다.

  가. 이차 격납건물의 감압 및 여과 계통은 규제기준 7.2.7, “격납건물 대기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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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Regulatory Guide(이하 "RG") 1.52,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Atmosphere Cleanup System Air Filtration and Adsorption Units 

of Light Water Cooled Nuclear Power Plants”의 지침을 만족해야 하며, 이

차 격납건물은 물론 이 계통이 담당하고 있는 다른 구역에 대해서도 일정하

게 부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이차 격납건물 및 이차 격납건물과 공간적으로 접속하는 기타 구역이 이들 

구역의 바로 옆에 위치한 다른 구역과 비교하여 유지되어야 하는 부압차는 

0.063 kPa (수압 0.25 inch)보다 커야 한다. 여과누설(exfiltration)이 발생하더

라도 부지 경계 방사선 피폭이 바람에 의한 확산을 통하여 설계기준사고에 

대하여 계산된 값보다 낮도록 만들 수 있는 바람 속도까지 이러한 부압차가 

유지되어야 한다. 하루 누설량이 100% 체적을 넘을 경우 특별히 여과누설 분

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인원출입문이나 기기출입구와 같은 모든 개구부가 행정관리수단에 의해 관리

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하여 판독이 가능한 개폐 지시계와 주제어실 경보가 

설치되어야 한다. 개구부를 개방함으로써 감압 및 여과계통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평가되어야 하며 가동전 확인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라. 일부 발전소의 경우, 일차 격납건물을 이차 격납건물이나 차폐 건물이 완전히 

에워싸고 있지 않고, 일차 격납건물의 일부만이 둘러싸여 있을 수 있다. 이 

때 둘러싸고 있는 구역이 일차 격납건물에서 누설이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

는 구역이며, 이 구역에 공기 여과계통이 설치될 수 있다. 처리되지 않는 누

설량을 적절히 제시하지 않는다면, 일차 격납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구역이 

방사성 물질을 저장하거나 또는 대기 여과 계통이 동작함으로써 가상 사고에 

따른 방사선 영향을 완화한다는 것에 대하여 정량적인 신뢰를 할 수 없다. 

부분 이중 격납건물에 있어서 누설 수집에 대한 정량적 신뢰성은 인허가 신

청건별로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 이차 격납건물 구조물의 외부 설계 압력은 예상되는 최대 외부 압력 이상의 

적절한 여유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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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규칙 제41조제1항과 규칙 제23조제2항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이차 

격납건물의 시험에 대해서 다음의 기준이 적용된다.

  가. 일차 격납건물의 누설 중에서 이차 격납건물을 우회하여 환경으로 직접 누설

되는 비율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차 격납건물을 우회하여 환경으로 누설되는 

경로를 확인하는 방법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6.2.3-1 "이중격납건물로 설계된 

원전의 우회누설경로 설정"에 기술되어 있다. 일차 격납건물의 누설 중에서 

환기 또는 여과 계통을 통하여 이차 격납건물 및 이차 격납건물과 공간적으

로 접속하는 기타 구역을 우회하는 비율을 측정하기 위한 주기적 누설률 측

정시험 프로그램이 기술되어야 한다. 개별 시험은 운영기술지침서 또는 그 

기술배경서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차 격납건물 설계에서 그 성능을 검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여야 한다. 가동전 및 주기적 시험 프로그램에는 감압 시기, 이차 격납건물로

의 누설률, 이차 격납건물 및 이차 격납건물과 공간적으로 접속하는 기타 구

역 전체에 걸친 부압의 균일성, 잠재적 여과누설 등에 대한 측정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차 격납건물의 기능 설계에 있어서 적용된 허용기준들에 대한 기술적 근거는 다음

과 같다.

  1. 규칙 제15조제1항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설비를 정상운전, 보수, 

시험, 그리고 냉각재상실사고를 포함한 가상사고의 영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

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동적 효과로부터 보호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차 격납건물의 기능은 냉각재상실사고 발생 후 일차 격납

건물로부터 누설되는 양의 상당부분을 격납함으로써 외부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이차 격납건물에 규칙 제15조제1항을 적용함으로써 사고를 포함한 

모든 운전조건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을 억제하는 이차 격납건물의 기능이 환경조

건과 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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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규칙 제23조제1항에서는 환경으로 방사능이 통제되지 않고 누설되는 것에 대비한 

누설밀봉 방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로 격납건물과 관련 계통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차 격납건물은 냉각재상실사고에 따른 일차 격납건물의 누설을 

제한함으로서 방사능의 누출을 최소화한다. 이차 격납건물에 규칙 제23조제1항 

을 적용함으로써 방사능 누출로 인한 주제어실 운전원 및 일반 대중의 피폭 정도

와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3. 규칙 제41조제1항 및 규제기준 7.2.7에서는 격납건물 대기정화계통에 대해서 적절

한 주기적 압력 및 기능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

하여 기기의 건전성, 능동 기기의 운전가능성, 전체 계통으로서의 운전가능성, 그

리고 계통을 동작하게 하는 운전 절차의 적합성 등을 확인한다. 이차 격납건물의 

감압 및 여과계통은 일차 격납건물에서 누설이 있을 경우 방사성 물질을 격납한

다. 이들 계통에 규칙 제41조제1항을 적용함으로써, 위의 기능을 주기적으로 수행

하고 결함을 탐지하여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며, 기동 및 운전중의 계통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또한 그 결과 일차 격납건물의 누설 중에서 상당한 

양을 격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4. 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격납건물 및 이에 접속하는 용기들에 대하여 기밀시험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차 격납건물의 기능은 냉각재상실사고에 따른 일

차 격납건물의 누설 중 상당한 부분을 격납함으로서 방사능의 누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운영기술지침서에서는 일차 격납건물의 누설 중에서 이차 격납건물을 우

회할 수 있는 전체 비율에 대하여 보수적인 제한치를 설정한다. 또한, 운영기술지

침서에서는 우회 누설 경로를 탐지하고, 누설률을 측정하며, 이차 격납건물의 감

압 및 여과 계통의 운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시험을 규정한다. 규칙 

제23조제2항을 적용함으로써 이차 격납건물 계통에 대해 주기적으로 격납 기능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결함을 탐지 및 시정하며, 과도한 우회 누설의 발생 가능

성을 최소화하여 일차 격납건물 누설의 상당 부분을 격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

아진다.

III.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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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는 아래에 기술된 절차에서 검토 목적에 맞게 적절한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

여 적용한다.

   일부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유형의 발전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차 격

납건물 기능 설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유사한 다른 발전소의 기존 

검토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다.

  1. 검토주관부서의 요청에 의해 지원부서는 I절에 기술된 연계검토분야에 대한 입력 

자료를 마련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이러한 입력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검토절차를 

완료한다. 

  2. 검토주관부서는 냉각재상실사고에 따른 이차 격납건물 내의 압력과 온도 거동 분

석에 사용된 가정 및 분석 모델을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검토자는 신청자의 분석

방법을 III절의 지침에서 제시하는 방법과 비교함으로써 이차 격납건물의 압력 응

답이 보수적으로 예측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신규 인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격

리신호를 받지 않는 모든 배관이 개방되어 있고 이차 격납건물 격리밸브 중에서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는 밸브의 차단이 실패한 것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냉각재

상실사고에 따른 이차 격납건물 구역 내부를 부압으로 만드는 능력에 대한 분석 

결과를 확인한다.

  3. 필요한 경우 검토자는 일차 격납건물 내부에서 냉각재상실사고가 발생하거나 이

차 격납건물에 의해서 형성되는 환형구역 내부에서 고 에너지 배관(예를 들어 증

기관이나 급수관)이 파단되었을 때 이차 격납건물의 압력과 온도 응답에 대해서 

확인분석을 수행한다.

  4. 이러한 확인분석은 II절 '허용기준‘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안전성분석보고서로부

터 얻어진 코드 입력자료에 근거하여 수행된다. 검토자는 이차 격납건물의 설계

압력이 초과되지 않는지, 감압 시간이 사고에 따른 방사선 영향 분석 시 가정한 

시간과 일치하는지, 또한 일차 격납건물의 외부 설계 압력이 초과되지 않는지 여

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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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검토자는 모든 직접 누설 경로가 식별되었는지를 결정하며, 제시된 누설시험 프

로그램을 검토하여 일차 격납건물 전체 누설 중에서 이차 격납건물을 우회하는 

비율을 측정하기 위한 설비가 발전소 설계에 반영되었는지를 결정한다. 검토자는 

방사선 분석에 사용된 직접 누설경로에 대한 가정에 부적합한 점이 있는지 유의

하여야 한다. 운영허가 심사 단계에서 운영기술지침서에 규정되어 있는 이차 격

납건물 우회 누설 경로에 대한 누설 시험과 관련한 점검요구사항을 검토한다.

  6. 검토자는 사고 후 조건에서 이차 격납건물이 여과누설을 얼마나 저지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검토한다. 이차 격납건물의 누설률이 하루에 100% 체

적(volume)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special) 여과누설 분석이 수행된다. 검토자는 여

과누설의 양을 확인하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사용전시험 및 주기적 가동중시험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7. 이차 격납건물 전체에 걸쳐 규정된 부압이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주기

적인 시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이차 격납건물 계통 

시험 프로그램 및 관련 점검요구사항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시험 프로그램과 점

검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이차 격납건물의 설계 누설유입률과 감압 분석을 확인하

기 위한 시험이 주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8. 인원출입문이나 기기출입구와 같은 이차 격납건물의 개구부에 대해서 적절한 행

정관리가 보장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제시한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한

다.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하여 모든 문과 출입구에 판독 가능한 위

치지시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제어실에 경보 기능이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검

토자는 이차 격납건물 계통의 성능 분석에서 평소에 열려있는 문들이 고려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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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

서를 작성한다.

   이차 격납건물 계통의 기능에 대한 설계 검토범위에는 발전소 배치도, 계통도 및 

서술적 자료들이 포함되었다. 이 계통은 이차 격납건물 및 이차 격납건물과 공간적으

로 접속하는 구역의 대기를 제어한다. 신청자가 제시한 설계기준(design basis)과 이차 

격납건물의 성능 분석결과를 포함하여 검토를 수행하였다.

   검토자는 격납건물 기능 설계가 허용가능하며 규칙 제15조, 제23조 및 제41조의 해

당 요건을 만족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근거를 두고 있

다. [검토자는 아래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각각의 규제 항목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1. 규제 요건을 언급하고 검토의 범위를 밝히면서 논의된 규제 요건의 관점에서 각

각의 항목이 어떻게 만족되었으며 왜 허용가능한지를 언급하는 방식으로 신청자

가 규제 요건을 만족시켰다고 기술한다.

     가.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제기준 XXX 및 RG XXX의 규제

입장을 만족한다.

     나.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제기준 XXX 및 RG XXX의 규제

입장에 대해서 대안이 제공되었으며 검토자가 검토한 결과 허용가능한 것으

로 확인하였다.

     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의 규제입장을 만족한다.

     라. 신청자는 이전에 규제기관이 검토하여 허용한 계산방법을 (평가대상을 언급)

에 사용하였다. 이 계산방법에 대해 주요 인자들의 영향과 적절한 보수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거나, 독립적인 계산을 통하여 신청자의 분석방법이 

허용가능한지 입증하였다. 또는,

     마.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허용된 (산업 기준과 제목)의 규정을 만족하며, 관련 

설계는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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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2.4절 격납건물 격리계통

 검토주관 : 안전평가실

I. 검토분야

   격납건물 격리계통의 설계목적은 격납건물의 경계를 통해 정상 또는 비상시 유체

의 유통은 허용하되 가상사고시 방사성 물질의 환경누출을 제한하거나 방지하는 데 

있다. 본 절에서는 격리계통에 대한 설계 및 시험요건을 포함하여 격납건물 경계를 관

통하는 유체계통의 격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하고 있다.

   검토자는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격납건물 격리계통에 관한 기술이 

관련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검토한다.

 1. 격납건물 격리계통의 설계

가. 격리밸브의 수 및 위치, 즉 격리밸브의 배치 및 설치위치

나. 격리밸브의 작동 및 제어

다. 정상운전, 운전정지, 사고후, 밸브구동전원 상실시 격리밸브의 개폐상태 

라. 밸브작동 신호

마. 격리밸브 닫힘시간 설정의 근거

바. 격리장치의 기계적인 다중성

사. 격리 경계로서 격납건물 내부의 폐쇄회로계통의 허용

  2. 비산물, 배관 휩, 지진에 대한 격납건물 격리계통의 보호

  3. 격리경계의 설계시 고려되는 격납건물 내 · 외부의 환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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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격리경계 및 배관에 적용되는 설계기준

  5. 공학적 안전설비 계통 배관의 원격 수동격리밸브에 요구되는 계측 요건

  6. 격리경계의 작동 시험 및 누설률 시험에 대한 설계 조항 및 기술지침

  7. 격납건물 외부 대기로 직접 연결된 배관에서 격리밸브가 닫히기 전까지 방출되는 

유량의 계산

  8. 운영허가 단계에서 격리 경계부의 동작 및 누설률 시험 그리고 격납건물 격리밸

브의 닫힘시간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 검토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격납건물 격리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

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및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절, 3.2.2절, 

3.8절 및 3.9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의 내진등급 및 품질등급 분류를 검토하

고, 또한 격납건물 격리계통의 기계적 및 구조적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2.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7.5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격리밸브의 작

동성 및 제어설비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구조부지분야 및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10절 및 

3.11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격납건물 내․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발전소보호계통의 

감지 및 구동계기, 그리고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작동확인계획을 평가한다.

 4.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5.6.5절 및 부록 15.6.5-1의 검토주관부서

로서 환경으로 직접 누출이 가능한 배관에 설치된 격리밸브가 닫히기 전까지 격납

건물로부터 외부로 누출된 유량에 대한 방사능 결말분석을 검토한다. 또한 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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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의 손상 시작 시점 관점에서 환경으로 직접누출이 가능한 배관의 격리밸브

의 닫힘시간을 검토한다. 

 5.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8.3.1 및 8.3.2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발전

소 소내정전사고시에도 격납건물 격리 및 밸브 지시계가 작동할 수 있는지 검토한

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격납건물 격리계통의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 

및 제12조, 제13조, 제15조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하며 General Design Criteria(이하 

"GDC") 54, 55, 56, 57 및 10 CFR 50 Appendix K의 관련요건, 10 CFR 

50.34(f)(2)(xiv)~(xv)의 요건, 10 CFR 50.63(a)(2)의 발전소 소내정전사고(SBO)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격납건물 격리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

조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시험되어야 하며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자연현상 하

에서도 안전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고 비산물, 배관 휩 등과 같은 동적인 영

향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2. 격납건물 격리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환경

으로 방사성 물질이 통제됨이 없이 방출되지 않도록 필수적인 누설 밀봉 방벽이 

되어야 한다.

 3. 격납건물을 관통한 배관들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GDC 54에 따라 다중성 및 신뢰성을 가진 누설 감지, 격리 및 격납 능력을 보유하

여야 하며, 격리밸브 및 관련 장치들의 운전성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밸브의 누

설이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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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GDC 55, 56에 따라 격납건물의 

경계를 관통하는 배관들 중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일부이거나 격납건물 대기와 

직접 연결되는 배관에는 다음과 같이 격리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역류방지밸브

는 격납건물 외부의 자동밸브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 격납건물 내부 및 외부에 각각 한 개의 자물쇠 닫힘 밸브

나. 격납건물 내부에 한 개의 자동밸브와 외부에 한 개의 자물쇠 닫힘 밸브

다. 격납건물 내부에 한 개의 자물쇠 닫힘 밸브와 격납건물 외부에 한 개의 자동

밸브

라. 격납건물 외부 및 내부에 각각 한 개의 자동밸브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GDC 57에 따라 격납건물 경계

를 관통하지만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일부도 아니고 격납건물 대기에 직접 연

결되지 않는 배관에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격납건물 격리밸브가 격납건물 외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설치될 밸브는 자동 또는 자물쇠 닫힘이거나 원격수동작동이 가

능해야 한다. 역류방지밸브는 자동격리밸브로서 사용될 수 없다.

   상기 요건들은 격납건물 관통부 배관의 격리에 대한 설계, 시험 및 기능에 대한 요

건들로써 일반적으로 격리설비에 있어서 단일능동고장을 가정하더라도 격리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2대의 격리밸브가 직렬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

러나 GDC 55, 56의 내용과 다른 격리방법이라도 그 차이점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

된다면 허용 가능하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본 심사지침에서 제시하는 허용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

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

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



제6.2.4절                                                     개정 4 – 2014.12- 5 -

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계측용 배관은 미국 Regulatory Guide(이하 "RG") 1.11에 제

시된 요건들을 만족시켜야 하며, 격납건물 내, 외부 모두가 폐회로이고 냉각재상실

사고시의 압력 및 온도 조건과 동적 영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계측용 배관은 

격리밸브 없이도 허용가능하다.

 2. 공학적안전설비 및 관련 계통의 배관에는 원격 수동 격리밸브가 사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 격납건물 외부에서 그 배관의 누설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발전소 안전 정지에 관련된 배관에는 원격 수동격리밸브가 사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 격납건물 외부에서 그 배관의 누설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상기 2번 및 3번 항에 기술된 배관들에는 통상 격납건물 내, 외부에 각각 1개의 

격리밸브가 설치되지만 격납건물 내부에 격리밸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예를 

들어, 사고시 격납건물 내부의 밸브가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격납건물 

외부에 2개의 격리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납건물과 인접한 밸브와 격

납건물로부터 그 밸브 사이의 배관에 대해서는 누설밀봉이나 누설제어를 위한 설

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설비를 갖추는 대신 좀 더 보수적으로 배관과 밸브를 

설계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심사지침 3.6.2절의 설계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밸브의 

축 및 본넷 밀봉으로부터의 누설을 감지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공학적 안전설비 관련 배관에는 통상 격납건물 내, 외부에 각각 한 개씩의 격리밸

브가 설치된다. 그러나 계통의 신뢰도가 충분하고 격납건물 외부에서 폐회로이며 

단일능동고장기준을 만족한다면 한 개의 격리밸브가 허용될 수 있다. 격납건물 외

부의 폐회로계통은 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내진범주 I급, 안전등급 2로 분

류되고 최소한 격납건물과 동일한 설계온도 및 압력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폐

회로 계통에 대해서는 정상운전 중에 계통의 건전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누설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격납건물과 인접한 밸브와 격납건물로

부터 그 밸브 사이의 배관에 대해서는 누설밀봉이나 누설제어를 위한 설비를 갖추

어야 한다. 이러한 설비를 갖추는 대신 좀 더 보수적으로 배관과 밸브를 설계하고

자 하는 경우 안전심사지침 3.6.2절의 설계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밸브의 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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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넷 밀봉으로부터의 누설을 감지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블라인드플렌지 및 냉각재상실사고 후 닫힘 상태를 유지하는 자동밸브, 닫혀진 원

격 수동밸브, 닫혀진 수동밸브 등의 격리밸브를 밀봉된 차단경계(Sealed-closed 

barrier)로 정의하며, 밀봉된 차단경계는 자동격리밸브 대신 사용될 수 있다. 밀봉

된 차단 경계로 사용되는 격리밸브들은 부주의한 개방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관

리 하에 두어야 한다. 행정관리에는 닫혀진 밸브를 잠그거나 봉인하는, 또는 밸브

구동장치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는 기계적인 장치가 포함된다.

 7. 방출밸브는 방출설정압력이 격납건물 설계압력의 1.5배 이상이면 격리밸브로 사용

할 수 있다. 

 8. 10 CFR 50.34(f)(2)(xiv)는 격납건물 관통부가 필수(안전) 혹은 비필수(안전)계통중의 

하나로 분류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NUREG-0737 및 0718에서는 이들의 분류 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 필수계통은 원격 수동 격리밸브를 포함할 수 있으나 격납건물 

외부에서 그 배관의 누설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비필수 계통은 격납건물 격리

신호에 의해 자동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9. 격납건물 외부의 격리밸브는 가능한 한 격납건물에 근접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10. GDC 55, 56에 따라 자동 격리밸브는 구동전원 상실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한다.  정상운전 및 운전 정지조건과 사고후 조건에서의 격리밸브

의 위치는 유체계통의 기능에 따라 좌우된다. 만일 어떤 유체계통이 사고후 기능

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배관의 격리밸브는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 공학적 안전설

비 관련 배관의 격리밸브들은 개방되거나 개방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밸브 구

동부의 전원이 상실되는 경우 격리밸브의 위치는 안전한 위치, 통상 ‘사고후’ 

위치가 되어야 한다. 모터구동밸브의 경우 구동전원 상실시 전원상실 시점의 위치

를 유지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배관의 격리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다중의 격리 

방안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전원구동격리밸브들은 주제어실에 그 밸브의 

위치 지시기가 있어야 한다.

11. 10 CFR 50.34 (f)(2)(xiv)에 따라 비필수 계통의 관통부에 대한 격납건물 격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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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은 정상운전조건과 비슷한 최소한의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12. GDC 54에 따라 신뢰성 있는 격리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격납건물 격리신호를 발

생시키는 감시변수는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

13. GDC 56에 따라 격납건물 대기로부터 외부 대기로의 직접적인 누설경로가 될 수 

있는 배관(예를들어, 격납건물 정화 및 배기 계통의 배관)에는 고방사선 신호에 의

해 격리될 수 있도록 방사선 감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고방사선 신호는 격

납건물 격리 변수의 다양성의 하나로 볼 수 없다.

14. GDC 54에 따라 격리밸브의 닫힘시간은 가상사고시 격납건물의 신속한 격리를 보

장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개방된 밸브의 구동장치에 밸브구동전원이 공급된 후

부터 밸브가 완전히 닫히는 시점까지를 밸브닫힘시간이라고 간주한다. 밸브작동신

호 설정치 도달시간이나, 계측지연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나 이 시간들은 밸브가 닫

히는 전반적인 시간의 결정에는 고려된다. 

   주변 환경으로 개방된 배관의 밸브 닫힘 시간은 5초 이내 이어야 한다. 격납건물 

내부공기의 대기방출을 최소화하고, 소외 방사선결말을 완화하며 격납건물 배압의 

감소로 인해 비상노심냉각계통의 효용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관점에

서 이들 밸브의 닫힘 시간이 산정되어야 하며 격납건물 내부공기의 누출로 인한 

방사능학적 영향 및 격납건물 배압영향의 분석을 통해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

다. 발전소 정상운전모드에서 사용되는 격납건물 정화 및 배기 계통의 설계 및 이

용에 대한 규제사항은 부록 6.2.4-1에 기술되어 있다. 부록 6.2.4-1을 만족하지 못하

는 격납건물 정화 및 배기 계통은 운전모드 1, 2, 3, 4 동안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6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밀봉차단되어야 하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닫힘상태

를 확인해야 한다.  이 요건은 운영기술지침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15.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격납건물 내부의 폐쇄회로계통은 격리경계로 사용될 수 

있다.

가. 격납건물 대기나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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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산물 및 배관 휩으로부터 보호되는 계통

다. 내진범주 I급으로 설계된 계통 

라. 안전등급 2로 분류된 계통 

마. 적어도 격납건물 설계온도와 동등한 온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된 계통

바. 격납건물 구조물 허용시험시의 외압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된 계통

사. 냉각재상실사고시의 과도상태 및 주변환경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된 계통

격납건물 내부구조물 및 배관계통의 구조물설계와 관련하여 격리경계가 비산물 장

벽뒤에 위치하고, 배관 휩이 배관지지대(restraints) 및 격납건물 관통 배관의 위치 

설계시 고려되고, 격리밸브사이의 배관을 포함한 격리경계가 내진범주 I 급으로 설

계된다면 (RG 1.29로 권고된 것과 같이 안전정지지진의 영향을 견딜 수 있게 설계

된 계통) 비산물, 배관 휩, 지진 등으로부터 격리경계 기능상실에 대한 보호방법은 

허용된다.

1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3조에 따라 사

고시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격리 방벽의 신뢰성 및 성능이 보장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격리밸브 및 밸브 사이의 배관 등을 포함하여 격납건물 

격리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에 적용되는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안전등급 2

나. 미국 RG 1.29에 따른 내진범주 I급

17. GDC 54에 따라 신뢰성 있는 격리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원격 수동 격리밸브의 격

리 시점을 주제어실의 운전원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

기에는 유량계, 배수조 수위지시계, 온도, 압력, 방사능 준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8. GDC 54의 누설률 시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작동시

험 및 격리경계의 누설률 시험이 격납건물 격리계통의 설계시 고려되어야 한다. 

격리밸브 시험계획은 다른 공학적 안전설비의 시험계획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격납건물 격리경계의 누설률 시험계획의 허용기준은 안전심사지침 6.2.6절에 기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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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GDC 54에 따라 신뢰성 있는 격리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격리 후 우발적인 격리밸

브의 재개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조치가 격납건물 격리계통의 설계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10 CFR 50.34(f)(2)(xiv)는 격납건물 자동격리밸브의 설계시 

격리신호의 리셋(resetting)이 격리밸브의 자동적인 재개방을 유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재개방은 운전원의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며 격리

밸브들의 동시 재개방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격리밸브의 재개방은 전원의 독립성 

및 단일고장기준이 만족되는 조건하에서 매 밸브 또는 매 배관 단위로 수행되어야 

한다. 격리신호가 리셋팅되기 전에 수동으로 모든 격리밸브를 닫는 행정절차는 상

기 설계요건에 위배된다.

20. 10 CFR 50.34(f)(2)(xv)를 만족하기 위하여 부록 6.2.4-1 "정상운전중 격납건물 정화 

및 배기“에 기술되어 있는 규제입장이 적용된다. 

21. RG 1.155 “Station Blackout”의 규제입장 C.3.2.7은 발전소 정전에 대한 규정인 

10 CFR 50.63(a)(2)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격리밸브 및 격리 위치 지

시기에 대해 적용된다.

22. 10 CFR 50 Appendix K는 방사능 영향계산에 사용될 핵연료 손상범위(방사선원 항)

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된다.

III. 검토절차

   아래에 격납건물 격리계통의 검토지침을 제시한다. 검토자는 본 검토절차에 기술된 

절차의 일부를 선정하여 중점 검토할 수 있다. 검토는 격납건물 유형에 의존하지 않는 

공통적인 격리설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근거에 따라 수행되거나 동일한 격리밸브 격

리설비를 보유한 발전소의 검토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 검토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지원부서는 본 안전심사지침의 I 절 검토분야에 기술된 해당 검토분야의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검토주관부서는 제시된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최종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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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토주관부서는 공학적 안전설비의 설계요건에 대한 계통설계기준을 비교하여 격

납건물 격리계통의 타당성을 결정한다. 격납건물 관통배관을 포함하여 격납건물 

격리설비의 안전등급 및 내진범주 분류는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RG 1.29에 기술되어있

다. 

   검토주관부서는 단일고장이 격납건물의 격리를 방해하지 않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

다. 이것은 격납건물 격리설비를 검토할 때 격리밸브의 구동전원의 검토와 함께 격

납건물 관통부의 각 배관에 직렬로 2개의 격리설비가 설치되어있는 지를 검토함으

로써 확인된다.

   검토주관부서는 GDC 55, 56, 57 요건과 다른 격리설비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

되어 있는 지를 검토하고 본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 비교하여 이 격리설비의 타

당성을 판단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정상운전, 운전정지상태, 사고후 조건, 

그리고 밸브 구동전원 상실조건의 경우에 대해 격리밸브의 위치를 검토한다. 각 경

우에 격리밸브의 위치는 계통의 기능에 따라 좌우되며 일반적으로 사고후 안전성 

기능이 없는 유체계통의 전기구동밸브들은 자동적으로 닫혀져야 한다. 밸브구동 전

원상실사고시 밸브의 위치는 통상 사고후 조건의 밸브위치와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하나 상기 밸브위치에 대한 타당성은 각 밸브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주제어실에 모든 전기구동 격리밸브의 위치지시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지원부서는 비산물, 배관휩, 지진 등에 대해 격납건물 격리설비가 적절히 보호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격납건물 내부구조물과 배관계통의 구조물 설계에 대한 검

토책임을 진다. 검토주관부서는 모든 격납건물 격리설비에 대해 비산물에 대한 보

호, 배관 휩과 지진으로 인한 기능상실에 대한 대비책이 설계시 고려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산물에 대한 보호는 계통도면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며 배관 

휩, 지진 등과 같은 동적인 영향에 대한 보호방안이 설계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격리설비에 적용된 설계기준을 검토한다. 누설밀봉설비 대신 계통 건전

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배제시킨 보수적인 설계가 적용된 배관 및 밸브의 설계타당

성 검토는 지원부서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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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토주관부서는 발전소 보호계통으로부터 격납건물 격리를 유발하는 신호를 검토

한다. 일반적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 이차 냉각재계통, 격납건물 등으로 부터 발생

되는 격납건물 격리신호들의 변수들은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

전소 설계가 상이하고 발전소 보호계통으로부터 서로 다른 신호들의 많은 조합이 

격납건물 격리에 사용되기 때문에 격납건물 격리신호 타당성의 결정은 각 발전소

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비필수 관통부의 격납건물 격리신호 설정압력에 대한 

검토는 10 CFR 50.34(f)(2)(xiv)(D)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압력설정치는 정상운전 

조건과 비슷한 최소한의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4. 검토주관부서는 격리신호의 리셋팅이 격리밸브의 자동적인 재개방을 유발하지 않

으며 모든 격리밸브가 동시에 재개방되지 않도록 자동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제어

계통이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한다. 

 5. 사고후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의 격납건물 관통 배관에는 원격 수동 격리밸브

를 사용할 수 있다.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 외부에서 이들 배관의 누설을 탐지

할 수 있는지와 누설 발생 시 주제어실의 운전원이 해당 배관을 격리할 수 있는지

를 검토해야 한다. 누설감지설비에는 계통의 유량, 압력, 온도, 방사능 준위 및 격

납건물 외부 밸브실의 수위 등이 포함된다.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 격리설비가 각각 누출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검토하며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관련 사항들이 표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6. 검토주관부서는 전기구동 격리밸브와 격납건물 격리계통의 주기적인 작동시험이 

격납건물 격리계통의 설계시 고려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운영허가단계에서는 격납건

물 격리장치의 작동 및 누설률 시험에 관련된 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이 주어진 요

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다음 사항들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가 완비되

어 있어야 한다.

부록 6.2.4-1에 제시되어 있는 운전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격납건물 정화 및 

배기계통의 밸브에 대하여 위의 항목 허용기준 6항에 명시된 것과 같이 밀봉하여 

닫은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핵연료 재장전기간 및 저온정지기간을 제외한 시기에 

최소한 31일에 한 번씩 밀봉하여 닫은 상태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직업상의 방사능 피폭에 대한 ALARA 개념과 일관성 있게 정화 또는 배기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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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탄성재로 밀봉된 격납건물 정화 및 배기밸브의 경우 누

설시험이 수행되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밀봉을 교환해주어야 한다.

 7. 검토주관부서는 본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 계통설계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격리 경계로서 격납건물 내부의 폐쇄회로 계통 사용의 타당성을 결정한다.

 8. 검토주관부서는 격리밸브 닫힘시간을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밸브 닫힘시간은 밸브

의 크기에 무관하며 1분 이내이다. 대기로 직접 누출이 가능한 배관의 밸브들에 

대해서는 보다 짧은 닫힘시간이 요구되며 방사선량 분석이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진다. 검토주관부서는 이들 밸브의 닫힘시간에 대한 타

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부서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9.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 정화 및 배기밸브가 환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한 

이들 밸브가 사고후 조건에서 신뢰성 있게 격리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10. 검토주관부서는 발전소 소내정전사고(SBO)시 적절히 격납건물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한다. 이것은 발전소 소내정전사고시 개방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 밸브들의 닫힘 및 밸브 위치지시에 대한 전원이 발전소내의 교류전원 상실시

에도 작동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RG 1.155에 언급한 것과 같이 특정한 

격리밸브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관 부서는 가압경수형 원자로에 대하여 부분 충수운전시(Generic Letter 88-17)에

도 격납건물 격리기능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절차서 

및 제어수단이 구비되어야 한다.  격납건물 격리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잔열제거가 

실패되고 동시에 대체 잔열제거 수단 또는 일차냉각재계통에 냉각수 주입이 실패

되면서 노심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출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

며, 이러한 제어는 부분충수 운전이 시작되기 전에 가용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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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

서를 작성한다.

   격납건물 격리계통의 기능설계가 타당하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12조, 제13조, 제15조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하며 GDC 54, 55, 56, 

57, 그리고 10 CFR 50 Appendix K의 관련요건 및 10 CFR 50.34(f)(2)(xiv)~(xv)의 요건, 

10 CFR 50.63(a)(2)의 발전소 소내정전사고(SBO)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근거로 한다.

 1.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격납건물 격리계통 관련 규제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가. 관련 RG 또는 NUREG 보고서 등에 기술된 규제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나. 관련 RG에 제시된 규제방침의 2차적인 대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안

전성이 확인되었다.

다. 관련된 안전심사지침 부록의 규제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라. 제시된 평가내용에 대해 검토, 승인된 바 있는 계산방법이 사용되었다. 검토자

는 계산의 주요변수들을 검토하였고 그 변수들이 적절히 보수적임을 확인하였

다. 또는 신청자의 분석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적인 계산을 수행하였다.

마. 신청건에 대해 적용 가능한 산업 기술기준을 만족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12조, 제13조, 제15조의 

요건과 GDC 54, 55, 56, 57항이 만족되었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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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2.5절 격납건물내 가연성기체제어

 검토주관 : 안전평가실

I. 검토분야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에 따른 격납건물내 가연성기체 제어와 관련된 안전성분

석보고서 내용을 검토한다. 냉각재상실사고가 발생하면 가연성기체 (즉, 수소와 산소)

가 격납건물 내부에 축적되며, 가연성기체(수소와 산소)의 주요 발생원은 다음과 같다. 

 1. 핵연료 피복재와 수증기의 화학반응

 2. 알카리성 살수액에 의한 알루미늄 및 기타 재료의 부식

 3. 원자로심 및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의 냉각수 방사화 분해

 4.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용존수소 방출

 5. 유기물의 방사화분해

과도한 수소가 발생된다면 격납건물 대기에서 수소가 산소와 결합할 수 있고, 불활성

화된 격납건물의 경우에도 사고에서 비롯된 산소가 수소와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검

토주관부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검토한다. 

 1.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에 따른 수소의 생성 및 격납건물 내의 축적

 2. 격납건물 대기와 가연성기체들을 혼합시켜 가연성기체의 국부적 고농도화를 예방

하는 능력

 3. 격납건물 내의 가연성기체 농도를 감시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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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결합, 희석 또는 배기와 같은 적절한 수단을 이용한 격납건물내 가연성기체 농

도를 감소시키는 능력

 5. 운영허가 단계에서 계통 및 기기의 작동성 및 누설율 시험에 관해 제시한 운영기

술지침서를 검토한다.

   다음과 같은 분석 및 가연성기체제어계통의 설계 관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

한다.

1. 냉각재상실사고후 격납건물내 수소와 산소의 생성 및 축적에 대한 분석

2. 격납건물내 가연성기체 혼합을 위한 계통의 성능 및 관련 분석

3. 격납건물내 가연성기체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계통의 성능 및 관련 분석

4. 냉각재상실사고시 방출 초기단계에 발생하는 과도적 차압과 같은 동적 영향에 대한 

계통 및 계통기기들의 성능 분석

5. 단일 능동기기의 오동작에 따른 영향 분석

6. 각 계통의 품질등급 분류

7. 각 계통의 내진등급 분류

8. 계통기기의 성능 및 작동성을 증명하는 성능시험 결과

9. 각 계통이나 기기에 대한 주기적 가동중 검사, 운전성 시험 및 누설율 시험을 위한 

설계 및 운영계획안 (운영허가 검토단계에서는 운영기술지침서 포함)

10. 계통 및 기기의 성능을 감시하는 계측설비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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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타 부지의 발전소 또는 부지내 발전소간의 기기 공유 정도

건설허가 심사단계에서 격납건물내 수소의 감시 및 감소를 위한 계통 설계가 완전하

게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신청자의 예비설계 및 관련 문서가 해당 

계통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한다. 운영허가 심사단계에서는 계통 최종설계를 

검토하여 본 안전심사지침의 II절에 있는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가연성기체 제어와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

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구조부지분야와 안전심사지침 3.2.1절 (내진분류) 및 3.2.2절 (계통 품질등급 분류)  

의 검토주관부서인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내진 및 품질등급 분류 각각에 대해 

검토한다. 

 2. 안전심사지침 7.5절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의 검토주관부서인 계측제어분야 담

당부서는 작동기기의 작동성과 제어특징을 평가한다. 

 3. 안전심사지침 3.11절 (기계 및 전기기기의 환경검증)의 검토주관부서인 기계재료분

야,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 격납건물 내부 및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전기

식 밸브 구동부, 송풍기, 수소 또는 산소 시료채취 및 분석기, 그리고 발전소 보호

계통의 감지 및 작동을 위한 계측장비 등에 대한 성능검증 시험계획을 평가한다. 

 4. 안전심사지침 6.1.1절 (공학적 안전설비 재료)의 검토주관부서인 기계재료분야 담당

부서는 격납건물 살수액에 노출된 (아연도금 강판 및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물질의 

부식율을 평가한다. 

 5. 안전심사지침 6.1.2절 (보호피복재(도장) 유기재료)의 검토주관부서인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초벌 도장재 및 도장 재료와 전선 피복재와 같은) 유기물 재료의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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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분해로 인한 수소 생성율과 격납건물 살수액에 노출된 (아연 성분의 초벌 도장

재와 같은) 물질의 부식율을 평가한다.

 6. 원자로냉각재 및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 냉각수의 방사화분해에 의한 수소 발생량 

분석이 부록 6.2.5-1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분석내용 평가에 안전심

사지침 3.11절 (기계 및 전기기기의 환경검증)의 검토주관부서의 협조를 요청한다.

 7. 안전심사지침 12.3절 (방사선 방호설계)의 검토주관부서인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가상사고 조건하에서 가연성기체제어계통에의 접근성을 평가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 발생 후 격납건물 내부로 방출되는 가연성기체 제어를 

위한 계통의 설계에 대한 허용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 (설비의 공유), 제

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및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제24조(전력공급설비),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의 제7조이다. 이들 요

건들은 다음과 같다.

 1. 노심을 계속하여 냉각하여 핵연료 피복재의 산화 및 수소 발생을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일차 냉각계통 관련 시설의 고장 또는 손괴시 발생되어 격납건물 내부로 유

출되는 가연성기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여 사고완화에 필요한 안전관

련 기기들 및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확보되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0조, 제23조,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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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다수 호기간 공유가 해당 안전기능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조).

 3.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은 안전등급 요건에 따라 설계되어 기기 및 설비에 대한 적절

한 다중성이 있고, 단일고장 가정하의 소내 또는 소외 전원상실의 경우에도 안전

기능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

조, 제24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

별 규격에 관한 규정”의 제7조). 

 4. 계통의 기능수행 능력 및 작동성을 수명기간 동안 보장하기 위하여 시험·감시·

검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41조).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3조, 제

24조, 제30조, 제41조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

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의 제7조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

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

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격납건물 대기 내의 가연성기체를 제어할 수 있는 계통의 구비를 요구하는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와 제12조, 제20조 및 제24조의 요건을 만

족시키기 위하여, 수소 및 산소 생성량 해석은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의 설계기준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Regulatory Guide (이하 "RG") 1.7의 표 1에 제시된 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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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격납건물 대기 내의 가연성기체를 제어할 수 있는 계통의 설치를 요구하는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와 제12조, 제20조, 제24조의 요건을 만족

시키기 위해, 비상노심 냉각수와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 냉각수의 방사화분해로 

인한 수소와 산소의 생성량 계산에 사용되는 핵분열생성물의 붕괴에너지가 안전심

사지침 9.2.5절 (최종 열제거원)의 붕괴에너지 모델과 동등하거나 보수적인 경우에

는 참고하여 허용될 수 있다. 

 3. 격납건물 내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을 설치하여 격납건물의 건전성과 사고완화에 필

요한 안전관련 기기들의 건전성이 확보되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제23조의 요건을 만족시키

기 위해, 격납건물 내 가연성기체를 혼합시키는 계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계통

의 기능설계는 격납건물 형식에 의해 좌우된다. 이 계통은 송풍기, 송풍냉각기 또

는 격납건물 살수로 구성될 수 있다. 격납건물 내 또는 격납건물 격실 내에서 가

연성기체의 과도한 성층 현상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분석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가연성기체 혼합을 위한 계통운전으로 대류혼합을 야기하는 격납건물에서는 

격납건물 내부구조가 대기의 자연순환을 증진하는 설계 특징을 가져야 한다. 대류

혼합에 대한 이들 설계특징의 효과를 보이는 분석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런 해석

은 가연성기체가 격실 또는 소구역 내에 축적되어 가연성 혼합기체를 형성하지 않

음을 보이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 

 4.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의 기능적 성능과 관련된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제23조를 만족시키기 위해, 수소 또

는 산소농도 제어계통이 기능측면에서 단일 계통계열 만으로 RG 1.7의 표 1에 제

시된 농도 제한치 이하로 수소 또는 산소의 농도를 유지시킬 수 있음을 해석으로 

보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계통은 승인될 수 있다. 계통의 기능적 성능의 허용 여

부는 부록 6.2.5-1 (냉각재상실사고시 격납건물내의 수소농도 계산방법)를 사용한 

검토주관부서의 검증해석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는 계통운전 변수들을 근거로 

한다. 격납건물 대기희석계통이 아닌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의 작동설정 수소농도치

와 수소농도 제한치 사이에 적절한 여유 (예를 들면 0.5 체적기준 수소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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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 v/o) 정도)가 있다면 제안된 계통의 운전은 허용될 수 있다. 격납건물 

대기희석계통의 경우에는 제어되는 기체인 수소 또는 산소의 농도제한치가 해당 

계통의 작동 농도치 사이에 1 v/o의 여유가 있다면 허용될 수 있다. 격납건물 대기

희석계통에 대한 부가적인 여유도는 해당 계통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걸리는 시간

을 고려한 것이며, 이때의 격납건물 재가압 허용치는 설계압력의 50% 이하로 제한

하여야 한다. 

 5.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의 기능적 성능과 관련된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제23조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송풍기, 송풍냉각기, 여과기, 수소재결합기 등의 덕트 및 장비덮개와 같은 계통기

기들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과도차압이나 내부에 가해진 압력급증을 포함해서 대처

할 모든 환경조건에서 기능상실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설계의 보수성을 보장

하기 위해 압력 완화장치 또는 보수적인 구조설계, 보조분석, 시험결과와 같은 설

계제안이 기술되어야 한다.  

 6.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의 기능적 성능과 관련된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3조 및 제24조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의 요건

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은 전원요건과 안전등급 3 (격납건물 경

계 확장부 제외)에 따른 다중성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단일 능동기기 고장을 견

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각 계통에 대한 보조적인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FMEA)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0조, 제24조, 제41조와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

정”의 7조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음 사항들이 요구된다.

   가)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인 수소재결합기와 수소농도 감시기는 안전등급 3 (격납건

물 경계 확장부 제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 품질보증, 다중성, 전원 및 계

측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설계, 제작, 조립 및 시험되어야 한다.

   나) 기초 및 지지물을 포함한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은 RG 1.29의 요건에 따라 내진

범주 I로서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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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소재결합기 및 수소농도 감시기와 같은 계통기기에 대해 성능시험이 수행되

어야 한다. 이 시험은 장비의 기능적 성능해석을 보조하여야 한다.

   라) 가연성기체 제어계통 설계에는 사고조건에서 계통 및 기기의 성능을 감시하는 

계측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계측기는 계통이 의도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 또는 어떠한 계통계열 또는 기기가 오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격리시켜야 하

는지를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계측기는 주제어실에서의 지시 및 경보 

능력을 가져야 한다. 수소농도 감시기는 RG 1.97의 부록에 있는 요건을 만족시

켜야 한다.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의 검사 및 시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연성기체제어계통은 계통이나 기기에 대한 주기적 가동중 검사, 작동성 시

험이나 필요한 경우 누설율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해당 검사 

및 시험 계획이 다른 안전등급 3의 설비와 일관성을 갖는다고 판정되면 허용될 수 

있다.

 9. 설비의 공유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을 만족

시키기 위해, 다수 호기 부지에 있는 발전소간 또는 부지간에 이동식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인 수소열재결합기의 공유와 관련하여, (가) 공유기기의 작동이 요구되는 

시간의 1/2 보다 같거나 작은 기간 동안에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용케 

하고, (나) 적합한 이동시험 및 점검 계획에 의해 다중장치의 동시고장이 불가함을 

보증한다면 해당 공유는 허용될 수 있다.  RG 1.7은 장치공유에 대한 추가적인 지

침을 제공한다.

10. 사고후 대기정화를 위해 격납건물의 대기와 수소를 환경으로 제어된 배기를 하는 

격납건물 배기는 RG 1.7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11.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의 설계와 기능적 능력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6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41조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

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의 7조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예비 계통설계 및 설명 내용이 RG 

1.7의 지침을 따른다면 건설허가 심사단계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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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다음은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에 대한 상세 검토를 위한 절차를 제공한다.

   검토자는 특정 경우에 대해 본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된 내용을 선정하여 중점 적용

하고 같은 종류의 발전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의 일반적인 사

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수행하던지 유사한 발전소의 검토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 

검토주관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지원연계부서는 상기 I절에 기술된 검토분야에 대한 검

토결과를 제공한다.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은 가연성기체 혼합, 가연성기체인 수소농도에 대한 감시 및 

감소를 위한 계통들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가연성기체 제어계통 전체는 II절에 기술

된 안전등급 3 (격납건물 경계 확장부 제외)의 설계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안전성분

석보고서 내의 계통 설명 및 계통 개략도는 계통의 타당성을 판단할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1.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에 따른 격납건물내 산소와 수소의 생성 및 축적에 대한 

신청자의 해석이 RG 1.7의 권고 및 지침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부록 6.2.5-1 (냉각재상실사고시 격납건물내의 수소농도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가

연성기체의 생성 및 축적에 대한 검증해석을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부록 

6.2.5-1에서 요구하는 입력자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 해석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는 수소 및 산소 생성 예측치를 확인한다.

   나.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이 RG 1.7의 표 1에 명시된 농도제한치 미만으로 수소와 

산소의 농도를 유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검증한다.

 2. 모든 능동기기 고장 및 피동적 전기고장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어떠한 단일고장도 

계통 전체 기능을 상실토록 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비산물 충격에 의한 기기고장

을 초월하는 피동적 기기고장은 계통의 설계 및 건설기준 관점에서 반드시 고려될 

필요는 없다.

 3. 계통의 내진등급 분류를 RG 1.29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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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비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계통 및 기기의 성능시험 결과를 검토한다.  

 5. 계통 설계에 고려된 예비설비와 주기적 검사계획 및 계통 또는 기기의 작동성 시

험계획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각 검사의 목적을 검토한다. 수행될 작동성 시험에 

대한 검토는 각 시험 대상별로 이루어진다. 과거의 검토 이력 및 결과를 이용하여 

검사 및 시험계획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6.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제시된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하여 격납건물내 가연성기체인 

수소농도 제어에 사용될 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30조 및 제41조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

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의 제7조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7. 계통 성능을 감지하고 능동기기를 제어하는 능력을 검토하여 계통 전체가 제어되

고 오작동 계통계열 및 기기가 격리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제

공된 계측기는 다중설계되고 조작자가 오작동하는 계통계열 또는 기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8. 다수 호기 부지의 발전소간 또는 부지간의 이동식 수소열재결합기의 공유정도를 

검토하여 계통 다중성 요건이 만족됨과 적시에 공유장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입증

하는 충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가연성기체 생성 및 축적에 대

한 검토주관부서의 평가결과는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시 공유장비를 해당 발전

소로 이동하고 운전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9. 격납건물내 가연성기체를 혼합하는 계통의 성능 해석을 검토하고, 덕트 배열을 보

여주는 격납건물의 도면 및 송풍기, 살수 또는 열대류에 의한 대기순환 양상에 대

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보조정보를 검토한다. 가연성기체가 다량의 격납건물 대기

와 혼합되지 않아 격실내부에 축적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내

부격실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갖는다. 내부격실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하고 이들 안에서의 대기순환이 설명되었는지 확인한다. 격납건물내 가연성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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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을 위한 계통은 송풍냉각기나 살수계통과 같이 격납건물 열제거에 이용되어도 

된다. 이들 계통의 설계 타당성은 6.2.2절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의 검토과정에서 

확인한다.

10. 가연성기체 농도감소를 위한 계통의 작동방식을 검토한다. 계통이 작동될 농도는 

안전성분석보고서로부터 확인한다. 계통 작동농도와 RG 1.7의 표 1에 제시된 수소 

또는 산소 농도제한치 사이의 여유도를 조사한다. 가연성기체 농도 측정치의 불확

실성과 작동농도 도달 후 계통작동까지의 시간지연이 허용기준에 명시된 최소허용

여유 내에 있는지를 결정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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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가연성기체 제어계통 설계는 해당규정, 지침, 규제입장, 공업규격 및 표준에 모두 

일치하므로 승인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검토결과,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의 설계와 

성능이 적절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0

조, 제23조, 제24조, 제30조, 제41조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

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의 제7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이 결론은 

다음 사항에 기초를 둔다.

1. 신청자는

  가. Regulatory Guide     의 규제요건을 만족한다.

  나. Regulatory Guide     의 규제요건에 대한 대체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를 만족하

므로 검토결과 허용 가능하다.

  다. 부록     의 규제요건을 만족한다.

  라. 계산 방법을 검토한 결과 허용 가능하며, 이 경우의 영향변수를 검토하였고 적절

히 보수적이며 혹은 해석에 대한 허용성을 입증하는 독립적 계산을 수행하였다.



제6.2.5절                                                     개정 4 – 2014.12- 12 -

  마. 검토결과 제공된 (산업기술기준 번호와 제목)의 적용이 적절하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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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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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9.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

한 규정”의 제7조 (안전등급 3)

 10. IAEA Safety Requirement No. NS-R-1,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Design", 2000

 11. IAEA Safety Guide No. NS-G-1.10, "Design of Reactor Containment Systems for 

Nuclear Power Plants", 2004

 12. Regulatory Guide 1.7, "Control of Combustible Gas Concentrations in Containment 

Following a Loss-of-Coolant Accident", U.S. NRC, 1978 

 13. Regulatory Guide 1.26, "Quality Group Classification and Standards", NRC, 2007

 14. Regulatory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U.S. NRC, 2007

 15. Regulatory Guide 1.89, "Environmental Qualification of certain electric equipment 

important to safety in nuclear power plants," rev. 1, U.S. NRC, 1984

 16. Regulatory Guide 1.97, "Criteria for Accident Monitoring Instrumentation for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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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2.6절 격납건물 누설시험

 검토주관 : 중대사고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 격납건물 누설시험계획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1

항4호 및 2항,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6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그리고 10 CFR 50 Appendix J와 General Design Criteria(이하 “GDC”) 52, 

53 및 54의 요건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자로 격납건물 누설시험계

획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검토한다.

  1. 시험전 요건, 일반 시험방법, 사용전 및 주기적 누설률 시험에 대한 적용기준, 적

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추가시험에 대한 준비, 그리고 시험계획을 포함

한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2. 격납건물 관통부의 확인, 일반 시험방법, 시험압력, 적용기준 및 시험계획을 포함

한 격납건물 관통부 누설률 시험 

  3. 격리밸브의 확인, 일반 시험방법, 시험압력, 적용기준 및 시험계획을 포함한 격납

건물 격리밸브 누설률 시험

  4. 격납건물 누설률 시험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는 운영허가 단계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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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원자로 격납건물 누설률 시험계획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 4호 및 2항,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6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그리고 10 CFR 50, Appendix J에 기술된 

요건에 적합하다면 허용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6호 “원자로격납건물 기

밀시험에 관한 기준”은 시험요건 및 원자로 격납건물과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계통 

및 부품의 사용전 및 주기 누설시험에 대한 적용기준을 제공한다. 

    

   격납건물 누설시험과 관련하여 격납건물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4호 : 격납용기 설계기준사고시

에 예상되는 격납건물 최대압력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6호 “원자로격

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격납건물 기밀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 : 원자로격납용기 및 이에 접

속한 용기와 이들 용기 안의 기기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용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6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

시험에 관한 기준”에 제시된 누설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 GDC 52 : 격납건물 및 격납건물 누설시험 조건에 노출되는 부속 기기는 격납건물 

설계압력에서 주기적 종합누설률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종합누

설률시험 요건은 격납건물계통이 사고시에도 설계된 기능을 수행함을 보증하기 위

해 적용된다. 이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4호의 요건

에 포함된다.

4. GDC 53 : 격납건물 관통부는 가동중검사 및 적절한 점검계획과 주요 누설경로가 

될 수 있는 탄성 밀봉 또는 팽창 벨로우즈를 갖는 관통부에 대한 주기적 기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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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관통부가 설계된 바와 같이 기밀

성능을 유지함을 보증하기 위해 적용된다. 이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4호 요건에 포함된다.

 

5. GDC 54 :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배관계통은 누설감지, 격리, 성능시험능력을 갖추어

야 한다. 이 요건은 냉각재상실사고 회복단계에 이들 계통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누

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증하고 이를 통한 핵분열생성물의 방출로 10 CFR 100에 

규정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보증하기 위해 적용된다. 이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 요건에 포함된다.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6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 격

납건물 기밀시험 (종합누설률시험과 국부누설률시험)에 대한 시험주기, 시험조건, 

시험방법, 허용기준, 기록 및 보고에 대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7. 10 CFR 100, 100.11절에 의하면, 제안된 원자력발전소 부지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자는 격납건물의 예상 누설률을 가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의 경험에 의하면 0.1 weight %/day의 설계 누설률은 대표적으로 측정된 격납건물 

누설률로서 적절한 여유를 가지며, 현재 누설시험방법 및 시험 적용기준과 일치하

는 것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최소허용설계 격납건물 누설률은 0.1 weight %/day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8. 10 CFR 50, Appendix J, III.A.1(a)절에 따라 격납건물이 실제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조건과 가까운 상태에서 시험될 수 있도록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의 수행이전에 

어떠한 조정도 격납건물에 취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계기

의 통로는 때때로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을 위해 격리된다. 그것들이 시험에 포

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이 행해져야 한다.

   -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계기의 통로에 대한 누설시험은 국부누설률 시험이나 격납

건물 종합누설률시험과 병행하여 수행될 수 있다. 국부적으로 누설시험을 하지 

않는 계기통로는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의 수행중 격납건물 대기로부터 격리

되어서는 안 된다.

   - 국부적으로 누설시험된 계기통로의 측정된 누설률은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제6.2.6절                                                     개정 4 – 2014.12- 4 -

에 합산되어야 한다.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동안 격리된 계기통로를 시험후 

운전가능한 상태로 원상 복귀시키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 Appendix J. Sec. III.A.1.(d)에 따라 공기압 또는 수압적인 방법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누설시험은 직접적인 방법 또는 Appendix J에서의 시험 허용기준을 만족하

는 보수적 경계(bounding) 방법에 의하여 누설률을 정량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

져야 한다.

9. 10 CFR 50, Appendix J, III.C.1절은 격납건물 격리밸브 누설률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건설허가 단계에서 신청자는 국부적으로 사고조건하에서 일

어날 수 있는 것과 반대방향으로 시험압력을 적용하여 누설시험(Type C)을 수행할 

모든 격납건물 격리밸브를 정의하여야 하며,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이러한 시험이 

기존 방법과 동등하거나 보다 보수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수압시험은 밸브의 통로가 격납건물 대기 누설경로가 될 가

능성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며, Appendix J, III.C절의 요건에 따라 액체 재고량이 물

밀봉 (어떤 능동적 부품의 단일고장을 가정하더라도)을 사고후 기간동안 유지하기

에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허용된다. 밸브에서 액체 누설에 대한 제한

치는 분석에 근거하여야 하며, 발전소의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부누설시험과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배기, 배수연결 

부분들은 시험 종료후 원상복귀되어야 한다. 격납건물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누

설시험은 운영절차에 따라야 하며, 주기검사를 수행하여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보장

하고 운영절차의 유효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

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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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

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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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시험방법과 관련하여 상기 요건에서 명시하지 않은 것은 ANSI/ANS-56.8과 

같은 산업기준의 내용을 적용한다.

III. 검토절차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예비설계에 격납건물 누설시험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16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의 요건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

록 반영되었는가를 검토한다. 그러나 몇몇 경우에는 신청자가 불완전한 설계 때문에 

누설시험계획의 상세내용을 제출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당 요건에 부

합됨을 확증하는 설계기준 및 기타 수행계획을 검토한다. 더불어 해당 요건에 적합하

다는 신청자 결론의 이론적 근거를 검토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격납건물의 최종 설계를 검토하고 격납건물 누설시험계획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6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의 요건

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더불어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가 해당요건에 부합되고 완결

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의 원자로 격납건물 누설률 시험 계획에 특별히 다음의 것들을 

포함하는지 검토한다.

  1.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배수나 배기가 되지 않는 계통이 확인되어야 하며 배수나 배기가 되지 않은 이

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배관 및 계기의 도면과 공정 유통도를 사용하여 

배기나 배수조건에서 격리밸브가 시험공기 압력과의 차압에 노출되는지, 즉 계통

이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전.후단에서 배기되고 배수되는지 확인한다.

  2. 격납건물 관통부 누설률 시험

     모든 격납건물 관통부는 시험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배관 및 계기의 도면을 참

고하여 검토자는 모든 관통부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한다. 계획상에는 누설시험이 

필요 없는 관통부가 명시되어야 하며 시험이 필요 없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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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시험이 필요 없는 관통부가 정상운전 또는 원자로냉각재상실사고시 대

기로 누설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격납건물 관통부의 시험압력은 시험계획과 (운영)기술지침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시험압력은 사고시 계산된 격납건물 최대압력이어야 한다.

  3. 격납건물 격리밸브 누설률 시험

     Type C 시험이 필요한 모든 격납건물 격리밸브는 시험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배

관 및 계기의 도면을 참고하여 검토자는 모든 격리밸브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한다. 

격납건물 관통부의 시험압력은 시험계획과 (운영)기술지침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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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격납건물 누설시험계획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4호 

및 2항,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6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을 만족하고 GDC 52, 53, 54 및 10 CFR 50 Appendix J, 10 CFR 100의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와 같은 결론은 다음을 근거로 한다.

  1. 격납건물 및 이에 접속한 용기, 격납건물 관통부, 격납건물누설시험 조건에 노출

되는 부속기기에 대한 설계가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GDC 52, 53, 54 및 

10 CFR 100을 만족하였다.

  2. 격납건물 누설시험의 방법 및 기준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6호 “원자

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10 CFR 50 Appendix J를 만족하였다.    

 

   상기의 기준과 더불어 격납건물 누설시험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기 승인된 발전소

의 설계와 유사성 정도에 근거하여 결정될 수 있다. 다른 형태의 격납건물에 대해서는 

상기 기준으로부터의 상이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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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2.7절  격납건물 압력경계 파단방지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격납건물 압력경계는 원자로 격납건물계통과 관련이 있다. 격납건물 설계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둘러싸는 기능적 능력과 가상 사고에 따른 방사성 핵분열 생성물의 방

출을 방지하는 최후의 방벽이 되는 기능적 능력을 가져야 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은 격

납건물 압력경계 재료의 파단 방지에 대한 검토에 사용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은 격납건물 및 관

련계통은 설계에 고려되는 모든 사고조건에 대하여 격납건물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누출이 

최소화되도록 누설밀봉 방호벽기능을 갖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격납건물 압력경계에 사용

되는 재료는 격납건물의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안전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특성을 가져야 하며, 파열이 급속히 진전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유도를 가지

도록 규정하고 있다. 

  격납건물 압력경계는 격납건물계통의 페라이트계강 부분이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제시된 운전, 보수, 시험, 가상사고 조건에서 압력경계로서

의 하중을 지지하며, 격납건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안전심사지

침에서는, 독립 격납건물과 같은 기기의 페라이트계 재료, 격납건물 기기 출입구, 직원 

출입문, 주 격납건물 건정 상단(heads of primary containment drywell), 원환체(tori), 

격납건물 관통부 슬리브(sleeve), 프로세스 배관(process pipe), 끝단 폐쇄 뚜껑(end 

closure cap), 플루드 헤드(flued head), 계통 격리밸브까지의 관통부 프로세스 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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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관통부 배관 계통의 페라이트계 재료를 주로 검토한다.

검토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격납건물과 격납건물에 부착된 모든 관통부 조립체 및 부속물, 격납건물계통을 격

리하고 또한 격납건물 기능수행을 위한 압력경계를 만드는데 필요한 밸브의 압력

경계 재료까지의 관통부 조립체나 격납건물에 부착된 모든 배관과 펌프 및 밸브

검토연계분야

   격납건물 압력경계 파단방지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설계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8.1절, 강재 격납건물의 

설계는 3.8.2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2. 볼트 및 나사고정구의 건전성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3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 및 교육과학기술부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은 안전에 중요

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

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하며, 안전등급 및 등급별 규격은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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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은 격납건물 및 

관련계통은 설계에 고려되는 모든 사고조건에 대하여 격납건물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누출이 최소화되도록 누설밀봉 방호벽기능을 갖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격납건물 압력

경계에 사용되는 재료는 격납건물의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안전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특성을 가져야 하며, 파열이 급속히 진전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유도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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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페라이트계 격납건물 압력경계 재료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 및 제23조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KEPIC 코드 MN, MNE-2300 또는 

ASME Code Div. 2의 Sec. III CC-2520에 규정된 파괴인성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동 안전심사지침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파괴인성시험이 수행되지 않은 재질의 경

우에는 ASME 코드 1977년 여름 추록판  2등급 기기에 대한 파괴인성 기준을 만

족해야 한다. 

  2. 2등급 재료의 의무사항으로 제시된 파괴인성 시험요건은 ASME 코드 1977년 여름 

추록판 등급 2 규정에서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따라서, 기기를 주문했을 당시의 

ASME 코드 년도와 추록판에서는 격납건물 압력경계 2등급 페라이트계 재료에 대

한 파괴인성시험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괴인성시험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가 있다. 검토자는 파괴인성 시험을 수행하지 않은 재료의 파괴인성을 

NUREG-0577, "Potential for Low Fracture Toughness and Lamellar Tearing on 

PWR Steam Generator and Reactor Coolant  Pump Supports"과 ASME Sec. III, 

1977년도 여름 추록판 NC요건에 주어진 재료의 금속학적 특성과 파괴인성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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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평가한다.  재료들이 어떻게 제작되었으며 제작하는 동안의 열적 이력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파괴인성과 관련하여 재료의 금속적 특성을 조사한다.  

NUREG-0577 및 ASME Sec. III 1977년도 여름 추록에서의 재료에 대한 금속학적 

특성은 파괴인성 시험이 수행되지 않은 재료가 ASME Code 2 등급요건을 따르는

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술적인 근거가 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본 안전심사지침 I.항에 명시된 격납건물 압력경계 기기의 재료의 파괴인성에 대해 

KEPIC 코드 MN, MNE-2300 또는 ASME Code Div. 2의 Sec. III CC-2520에 규정된 파괴

인성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동 안전심사지침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파괴인성시험이 

수행되지 않은 재질의 경우에는 ASME 코드 1977년 여름 추록판 2등급 기기에 대한 

파괴인성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검토자는 관련된 기기의 재료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다. 이 자료에는 건설 및 제작도

면, 배관 계통도면 및 관련 보충자료, KEPIC/ASME 코드 자료 보고서(Data Reports) 및 

인증된 재료시험 보고서(CMTR)가 포함되어야 한다.

   파괴인성 데이터가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재료에 대해서는, 재료의 

제작 과정과 제작하는 동안의 열적 이력에 대하여 조사하여 제시된 재료의 금속학적 

특성에 근거를 둔 파괴인성을 검토한다.  사업자가 작성한 NUREG-0577 및 ASME Sec. 

III 1977년도 여름 추록 NC 요건에 제시된 파괴인성 데이터와 위의 자료와의 관계를 

검토한다.  ASME Sec. III 1977년도 여름 추록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2등급 재료에 대

한 기준에 따라 재료의 허용여부에 대해 사업자의 타당성 평가자료를 검토한다. ASME 

Sec. III 1977년도 여름 추록의 2등급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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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검토자는 운전, 보수, 시험, 가상 사고 조건하에 있는 격납건물 압력경계 재료는 취

성파괴가 일어나지 않음과, 급속히 전파되는 파괴의 가능성이 최소화됨을 입증함으로

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23조의 요건을 만족한다는 결

론을 다음과 같은 사항에 근거를 두고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검토결과, 격납건물 압력경계의 페라이트계 재료는 적절히 시험되어 KEPIC 코드 

MN, MNE-2300 또는 ASME Code Div. 2의 Sec. III CC-2520에 규정된 파괴인성 기

준을 만족한다.

또는, 

신청자가 제시한 타당한 파괴인성 데이터, 관련 재료의 제작과정 및 열적 이력의 

조사에 의한 재료의 금속학적 특성, NUREG-0577 및 ASME Section III 1977년도 

여름 추록 NC요건에 제시된 파괴인성 데이터와 금속학적 이력과의 상관 관계 등

에 근거하여, 격납건물 압력경계의 페라이트계 재료의 파괴인성은 ASME Sec. III 

1977년도 여름 추록에서 규정되거나 또는, KEPIC MN, 2등급 재료에 대한 파괴 인

성 요건을 만족한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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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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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3절 비상노심냉각계통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주관부서는 신청자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내용을 

검토한다. 검토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1. 비상노심냉각계통에 대한 설계기준들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며, 비상노심냉각계통의 허용기준인 원

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의 요건들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2.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설계가 설계기준에 요구된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3. 비상노심냉각계통이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상노심냉

각계통의 사용전 및 초기 시운전시험 프로그램들을 검토한다. 적절한 시험 프로그

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설비가 설계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한다.

  4. 제안된 운영기술지침서가 운전 제한조건 및 주기적 점검을 위한 시험 측면에서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비상노심냉각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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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심사지침 15.6.5절에 따라 모든 형태의 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해 비상노심냉각

계통이 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2.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비상노심냉각계통 중에서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배관의 파단 영향을 검토한다. 이 검토에는 배관 휩(whip)의 영향, 제트의 충격력, 

그리고 환경 조건 등이 포함된다.

  3.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따라 비상노심냉각계통의 허용성과 환경 검증 시험 프로

그램을 검토한다. 이 검토에는 TMI 조치사항인 NUREG-0737 II.B.2 항에서 기술한 

사고 후 환경에 대한 설계 고려와 방사선원항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다.

  4. 안전심사지침 9.2.1, 9.2.2, 9.2.5 그리고 9.2.6절에 따라 비상노심냉각계통 운전에 

필요한 보조계통(냉각수공급계통, 기기냉각계통, 열제거계통, 응축수저장시설) 등

을 검토하여 이 계통들의 성능이 비상노심냉각계통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필요시 원자로 냉각재 계통과 연계되어 특정 발전

소의 냉각재 상실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력변환 계통(즉, 증기공급 배관, 증

기발생기, 급수계통)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공한다.

  5. 안전심사지침 7.3절에 따라 자동 작동, 원격 감지 및 인지 그리고 제어기능에 관

해서 비상노심냉각계통과 관련된 제어 및 계측 장치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이 검

토에는 TMI 조치사항인 NUREG-0737 II.D.3 항 및 II.F.2.에서 기술한 계측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다.

  6. 안전심사지침 6.2.2절에 따라 격납건물 재순환 집수조의 비상노심냉각계통 흡입구 

설계를 검토하고 격납건물 재순환 집수조가 냉각재 상실사고 후의 조건에서도 나

쁜 영향을 받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장기 재순환 냉각수원의 역할을 할 수 있

음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를 수행한다. 

  7. 안전심사지침 6.2.4절에 따라 비상노심냉각계통의 격납건물 관통부가 사고를 포함

한 모든 운전조건에 대해 격납건물 건전성을 유지하여 격납건물 격리가 적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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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안전심사지침 8.1, 8.2, 8.3.1 그리고 8.3.2절에 따라 비상노심냉각계통에 공급되는 

전원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안전심사지침 8.4절에 따라 발전소 전원완전상

실사고(SBO)에 견디거나 대처하는, 그리고 회복하는데 필요한 발전소의 전반적인 

능력을 검토하며, 만약 10 CFR 50.63과 Regulatory Guide(이하 “RG") 1.155 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노심 냉각을 확보하는데 비상노심냉각계통이 사용된다면 비상노

심냉각계통의 검토주관부서와 협조한다.

  9. 안전심사지침 3.2.1과 3.2.2절에 따라 비상노심냉각계통의 계통과 기기가 적절한 

지진 및 품질등급 분류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10. 안전심사지침 3.6.2절에 따라 격납건물 내외부에서 배관 파단이 비상노심냉각계통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사용한 기준들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에는 배관 

휩, 유속 충격력, 그리고 관련된 환경조건의 영향을 고려하는데 사용된 기준들이 

포함된다.

 11. 안전심사지침 3.9.3절에 따라 하중조합 (운전, 냉각재상실사고(LOCA) 및 지진, 그

리고 열성층 하중)과 관련 응력 한계를 검토한다.

 12. 안전심사지침 3.9.6절에 따라 펌프와 밸브들에 대한 가동중 시험 프로그램의 적절

성을 검토한다. 안전관련 펌프와 역지 밸브의 전유량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관과 기기가 배열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기술된 내용을 통해 계통 성능을 감

시하고 질 저하를 감지하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13. 안전심사지침 3.8.1, 3.8.2 그리고 3.8.3절에 따라 비상노심냉각계통 지지물의 내진 

분류가 적절한지 검토한다.

 14. 안전심사지침 6.6절에 따라 적용 가능한 가동중 검사 요건을 검토한다.

 15. 안전심사지침 5.3.2와 5.3.3절에 따라 비상노심냉각계통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주입되는 냉각수의 열충격(thermal shock) 영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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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안전심사지침 14.2절에 따라 제안한 가동전 및 초기 시운전 시험프로그램이 RG 

1.68의 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검토한다.

 17. 안전심사지침 13.5.1절에 따라 계통의 운전 상태가 인지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절

차에 관한 NUREG-0737의 I.C.2와 I.C.6 조치사항들을 검토한다.

 

 18. 안전심사지침 12.1에서 12.5절에 따라 NUREG-0737의 II.B.2 조치사항을 근거로, 

주요 구역의 적절한 출입과 안전기기의 보호를 위해 방사능 및 차폐설계를 검토

한다.

 19. 안전심사지침 16.0에 따라 제안된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한다. 

 20. 안전심사지침 17.1과 17.2절에 따라 품질보증계획을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허용기준은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들을 만족하는지에 근거한다. 규제요건들은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28조, 제30조, 

제41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지침 KINS/GT-N007-1, 2와 RG 1.1 (1970), 1.29 

Rev. 4 (2007), 1.47 (1973), 1.52 Rev.3 (2001), 1.68 Rev. 3 (2001) 등이며 TMI 후속조치

와 관련된 NUREG-0737 요건들이다. 관련 요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은 고장이 발생하면 비상노

심냉각계통의 안전기능 수행능력이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감소하게 되는 구조

물, 계통 및 기기는 내진설계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은 유동 불안정에 의한 동

적 영향과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요구한다(예: 수격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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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발전소간에 공유될 때, 공유가 그들의 안전기능 수행기능의 감

소를 초래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발전소간에 공유할 수 없도록 요구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요건은 예상운전과도상태 동안 

허용연료손상한계 및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으며, 사고

조건에서 노심 냉각을 위한 충분한 용량과 능력을 가지도록 비상노심냉각계통이 

설계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요건은 가상사고 조건에서 고착 

제어봉에 대한 적절한 여유도와 노심 냉각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41조의 요건은 비상노심냉각계

통이 핵연료와 피복재의 손상시에도 충분한 노심냉각을 확보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중요한 기기들에 대한 적절한 주기 검사와 주기적인 압력과 기능시험이 수

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7.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

한 기준"의 요건은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평가가 KINS/GT-N007-2에 따라 해석 

방법 및 입력변수들의 불확실도들을 확인하고 평가한 허용 가능한 평가모델 혹은 

KINS/GT-N007-1의 평가모델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규제요건의 이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허용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에 제시된 비상노심냉각계통 허용기준으로서 다섯 가지 주요 성능기

준은 다음과 같다.



제6.3절                                                     개정 4 - 2014. 12- 6 -

가. 최대 피복재 온도

   나. 최대 피복재 산화도 계산치

   다. 최대 수소 생성

   라. 냉각가능 노심형상 유지

   마. 장기냉각 기능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실제적인 혹은 최적평가모델에 관한 요건을 만족하는 허용 

가능한 지침, 절차 그리고 방법은 KINS/GT-N007-2에 제시되어 있다. 이는 해석 

방법 및 입력변수들의 불확실도들을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계산된 비상노심

냉각계통의 냉각성능을 위의 허용기준과 비교하여, 냉각성능이 허용 기준을 초과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KINS/GT-N007-1은 보수적인 비상노심냉각계통의 평가모델에 관한 지침을 제시

하고 있다. 이 분야는 냉각재상실사고 해석(안전심사지침 15.6.5절)과 관련하여 

검토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가상 단일고장이 비상노심냉각계통 운전성에 미치는 

영향, 비상노심냉각계통 반응시간, 파단 위치(비상노심냉각계통의 파단을 포함), 

그리고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파단 크기 등은 본 절에 근거하

여 평가한다.

  2. 비상노심냉각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의 요건을 만

족해야 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의 요건에 따라 별도의 전원 공급원이 있어야 하며, 단일고장을 극복할 수 있어

야 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은 사고후 단시간 동안은 단일 능동고장에, 그리고 사

고 후 장기 재순환 냉각기간에는 단일 능동고장 혹은 단일 수동고장에 대해서 

노심을 냉각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상노심냉각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의 요건에 따

라 주입수 노즐, 배관, 펌프 그리고 밸브와 같은 중요 기기의 주기적인 가동중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발전소 수명기간동안 계통의 

운전성 시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운전성 시험에는 계통을 운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운전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비상노심냉각계통과 관련된 복합적 반응도 제어계통 능력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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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RG 1.47의 권고 사항에 따

라야 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 일차 작동 모드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작

동신호는 적절한 다양성 및 다중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원자로 제어실에서 비상

노심냉각계통을 제어, 감시, 수동작동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5.  비상노심냉각계통 설계는 RG 1.1의 권고사항들을 따라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에 따라 방출 배관이 물로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수격현상과 증기 배관으로 물이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수격현상 등을 방지하는 설비와 운전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7.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계통의 기기 설계에 대하여 그 기기의 고장이 비상노심냉

각계통에 나쁜 영향을 준다면 그 계통의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허용기준은 RG 1.29의 C2에 근거해

야 한다.

  8. 비상노심냉각계통과 기기 또는 용수계통간의 연계는 한 계통의 운전이 다른 계

통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적절히 서로 지원할 수 있

어야 한다. 용수계통 및 다른 공유계통 즉 잔열제거계통과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등과 연계해서 비상노심냉각계통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따라야 한다.

   위의 기준들 외에도, 비상노심냉각계통의 타당성 평가기준은 이미 승인된 원전과의 

설계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

비상노심냉각계통에 대해 상기 허용기준들을 적용하는 기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그들의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자연 현상의 영

향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은 냉각재상실사고 

등을 포함한 가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로 노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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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비상노심냉각유량을 제공해야 한다.  RG 1.29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안전정지지진(SSE)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를 결정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Position C.2는 지속적인 운전은 필요하지 않지만 고장이 발생하면 비상노심냉각

계통의 기능을 허용될 수 없는 정도까지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들은 SSE에 견디도록 설계되고 시공되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와 RG 1.29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비상노심냉

각계통의 지진범주 I 부분의 건전성과 이에 따라 지진이 발생했을 때 노심냉각을 

수행하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정상운전, 보수, 시험 그리고 가상사고 등에서 초래되는 여러 환경조건

들의 영향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이러한 환경조건들에는 유동 

불안정의 동적 영향, 수격현상으로 초래되는 하중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비

상노심냉각계통은 정상적인 냉각방법이 가용하지 않거나 혹은 불충분한 경우에 

비상으로 노심을 냉각하기 위해 제공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15조를 만족시키는 것은 유동 불안정과 수격현상과 같은 동적 영향이 사고

조건에서 비상노심냉각계통이 노심냉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건전성과 

능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원전간에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등을 공유하는 것이 한 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나머지 호기에서는 계획된 원

자로 정지 및 냉각이 수행되는 상황에서, 안전기능 수행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

지 않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호기간 공유할 수 없음

을 요구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은 가상사고 후 비상으로 노심을 냉각하고 원자로 

정지 능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안전기능을 수행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

은 이 안전기능 및 이외의 다른 안전기능들을 수행하는 능력이, 다른 호기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원자기기의 고장이나 사고와 관계없이, 각 호기별로 확보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만족시키는 

것은 다수 호기를 가진 부지의 경우 한 호기에서 발생한 기기고장이나 사고의 나

쁜 영향이 다른 호기로 전파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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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기능을 위해 소내 및 소외전원이 제공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비상노심냉각계통에 전력을 공급하

는 각각의 전력공급계통은 가상사고시 노심냉각과 예상운전과도시 허용연료 손상

한계와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과 성능

을 가져야 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은 Class 1E 비상전원 부스로부터 공급되는 전

력의 가용성에 의존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으로 공급되는 전력은 전기 기기의 전

압이 설계 제한치 범위내에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전압이 설계 제한치보

다 작으면 설계기준사고 시 전기 기기의 용량과 성능은 주어진 안전기능을 수행

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를 만족시키는 것은 예상운전과도시 허용연료 손상한계와 원자로 냉각재 

압력계통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사고시 노심이 냉각되도록 함으로써 원전의 안전

성을 강화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복합적인 반응도 제어계통의 성

능에 관한 요건이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이 작동하면 붕산수가 주입되어, 원자로 정

지를 확실히 하고, 고착된 제어봉가에 대한 적절한 여유를 가지며 노심냉각이 수

행된다. 붕산수가 주입되면 부반응도 삽입으로 원자로 출력이 붕괴열 수준으로 

감소하며, 노심에 충분한 냉각유량을 보장하게 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를 만족시키는 것은 가상사고 시 노심이 안전하게 정지되고 냉

각 가능한 형상을 유지시킬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방사능 물질의 

누출에 대한 제 1차 방호벽의 방호를 강화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은 냉각재상실

사고시 노심이 냉각 가능한 형상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핵연료 피복재의 금속-

물 반응이 무시할 정도로 작게 발생할 수 있도록 원자로에서 생성된 열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경계가 파손되면, 원자로 냉각재

가 상실되며 그 정도는 파단면적, 원자로냉각계통 압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 비상

노심냉각계통은 냉각재상실사고 후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적절한 냉각수를 보충하

여, 원자로 계통 내에서 순환시킴으로써 노심을 냉각시킨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은 

노심이 냉각 가능한 형상을 유지하고, 계산된 핵연료 피복재 산화와 수소 생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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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성능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냉각수를 주입해야 한다.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를 만족시키는 것은 단일고장을 가정한 

비상노심냉각계통이 사고조건에서 노심을 냉각 가능한 형상으로 유지시키고, 핵

연료 피복재와 냉각수와의 반응에 의한 수소생성을 최소화시킨다는 확신을 제공

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이 계통의 건

전성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부품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

계될 것을 요구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배치는 주요 부품에 대해 주기적인 점

검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주기적인 점검을 수행하는 것은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주요 부품들이 설계기준사양으로 유지되고, 현저한 성능저하

가 계통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를 만족시키는 것은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주요 부품

들이 점검을 받을 수 있고 사고조건에서 설계된 바에 따라 운전되어 노심을 냉각

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이 종합적이며 

주기적인 압력과 기능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것을 요구한다. 비상노심냉각계

통은 주요 부품의 구조적 건전성과 기밀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압력시험을 

받아야 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주기적 기능시험은, 비상노심냉각계통을 작동시

키는데 필요한 모든 운전과정을 포함하여, 계통이 설계된 바에 따라 운전됨을 입

증하기 위함이다. 비상노심냉각계통 펌프와 밸브 시험에서와 같은 주기 성능시험 

프로그램에서는 설계사양을 근거로 해서 변수들에 대한 기준값이 설정되어야 하

며, 계통의 현저한 성능저하를 감지해내는 일관된 시험방법이 설정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를 만족시키는 것은 비상노심냉각

계통의 주요 부품들이 시험될 수 있고, 설계된 바에 따라 운전되어 가상사고시 

노심냉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9.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

한 기준"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냉각 성능은 허용된 평가모델이나 10 CFR 50의 

Appendix K 모델에 따라 계산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주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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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파단에서 비롯한 냉각재상실사고시 비상노심 냉각을 수

행하고, 부반응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주된 안전기능은 종합

적으로 모사되며, 원자로냉각재 배관의 양단파단을 포함한 모든 파단에 대해 비

상노심냉각계통이 핵연료피복재 온도를 1204℃(2200℉)이하로 제한하며 노심이 

필수적인 열전달 형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9호 "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에 따라 비상노심냉각계통은 

냉각재상실사고 후의 노심 냉각 능력에 대한 계산을 통하여 노심이 냉각 가능한 

형태로 유지되며 장기 붕괴열을 제거할 수 있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용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 및 평가될 때 원전의 안전성 증진에 기여한다.

III. 검토절차

   다음의 절차는 건설허가 검토시에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 요건, 기

준 및 예비 설계가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

용된다. 운영허가 검토시에는 초기 설계기준과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설정되

어 있는 대로 최종설계에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지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운영허

가 검토에서는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하여 운전제한조건과 주기적 감시시험 관점에서 

타당하게 작성되었는가를 확인한다.  

   아래 설명된 검토의 대부분은 일반적이며 개개의 발전소에 대해 모두 수행되지는 

않는다. 즉, 검토 주관부서의 검토자는 비상노심냉각계통 설계와 변수들을 이전에 검

토된 발전소의 설계내용과 비교하여, 이전 발전소에서는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에 대

해 검토의 대부분을 할애한다. 검토 주관 부서의 검토자는 다음 단계의 절차에 따라, 

II절에 제시된 허용기준이 만족되는가를 결정한다.  건설허가, 운영허가 검토시 아래의 

단계들을 적절히 선택한다.

  1. 검토중인 계통과 이미 승인된 발전소와의 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미 승인된 

발전소와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설명한 계통이나 설비들이 동일하거나 동등한지

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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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관도면을 검토하여 단일고장이 발생했을 때 계통의 신뢰도를 평가한다. 배관과 

계기도면을 참고하여 기준에서 요구하는 다중성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주요 설계변수(즉, 펌프 유효흡입수두(NPSH), 펌프 수두 대 유량, 축압기 체적과 

압력, 용수저장 체적, 계통 유량 및 압력 등)들을 검토하여, 각각의 부품과 관련된 

설계변수가 운전 요건과 RG 1.1의 권고내용을 만족시키는지를 평가한다.

  

  4. 기계재료분야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배관과 계기 도면을 검토하여, 비상노심냉각

계통의 필수 부품들이 지진범주 I과 안전등급 II(열교환기의 냉각수 쪽은 안전등급 

III로 설계될 수 있다)로 설계되었는가를 확인한다.

  

  5. 냉각재상실사고로 초래되는, 예상되는 기계적 영향, 비산물, 압력, 온도, 습도, 방

사능, 화학적 조건 등을 검토하여, 비상노심냉각계통이 사고 후 조건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밸브 모터의 침수 방지책을 확인해야 한다. 압력, 온

도 등의 영향에 대해서, 비상노심냉각계통 부품의 환경검증을 위한 시험의 근거

가 되는 사고조건이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6. 냉각재상실사고 후 장기냉각단계에서 노심내의 붕산 농도가 석출 농도이하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기준, 해석, 발전소 설비, 운전원 조치 등을 검토한다. 

  

  7. 비상노심냉각계통 설계를 검토하여 냉각재상실사고 후 (방사능을 고려하여) 장기

냉각 순환 및 잔열제거를 위한 계통의 보수, 즉 펌프나 밸브의 분해 조립 등을 

위한 설비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 설계를 검토하여 격납건물 재

순환 집수조로 펌프 흡입구가 너무 일찍 전환되어 사고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를 확인한다. 

  

  8. 비상노심냉각계통에 물을 공급하는 수원의 유효성을 확인하며, 수원의 용량, 위

치, 고장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한다. 수원으로부터 비상노심냉각계통의 펌프까지

의 배관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6.3-1에 따라 평가한다.

  

  9. 비상노심냉각계통 유로를 검토하여 보조기능으로서 비상노심냉각계통 펌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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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안전기기 (즉, 잔열제거계통, 격납건물 살수)로 가는 유량을 결정한다.  검토

자는 잔여유량이, 비상노심냉각계통 유동에 영향을 주는 최악 단일고장에도 불구

하고, 충분한 노심 냉각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10. 비상노심냉각계통 주입배관의 설계를 검토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연결되는 부

위의 격리장치가 타당한가를 확인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저압부분과 원자로 

냉각재 계통사이의 연결부위에 사용된 밸브의 수와 종류를 검토하여 비상노심냉

각계통이 설계압력 이상으로 가압되지 않는가를 평가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이 

설계압력이상으로 가압되지 않음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 정상시 닫혀있는 모터구동밸브와 직렬로 연결된 하나 이상의 역류 방지밸브.  

이 모터구동밸브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비상노심냉각계통 설계압력 미

만으로 줄어들 때 안전주입신호에 따라 열리게 된다.

   나. 직렬로 연결된 세 개의 역류 방지 밸브

   다. 역류방지밸브가 주기적인 누설율 시험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지며, 그 시험

이 최소한 매년 실시될 경우, 직렬 연결된 두개의 역류방지밸브

 

 11. 검토자는 비상노심냉각계통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안전관련 계통을 발견했

을 경우,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가 설계에 반영되었는가를 확인한다.

 

 12. 축압기와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연결하는 배관에 설치된 모터구동 격리밸브들이 고

장으로 격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안전관

련 모터구동 격리밸브들은 최대차압 및 유동조건에서 밸브 개폐, 시트에 대한 성

능평가를 위한 검증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13. 비상노심냉각계통에 설치된 압력방출밸브들의 용량과 설정치를 검토하여, 계통의 

과압방지요건이 만족되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원자로냉각재 계통으로부터의 냉

각재 누설이 축압기 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축압기 방출밸브 용량이 적절한

가를 평가한다.

 

 14. 비상노심냉각계통을 검토하여, 토출관의 기포 형성, 증기로 차 있는 관으로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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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증기기포의 붕괴 등과 같은 이유로, 수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설

비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토출관 상부로 물을 공급하는 계통의 경우, 적절

한 배기 위치와 충수 및 배기 절차를 통해 배관에 기포가 생기지 않는지 확인한

다.

 15. 한 부지에 여러 원전이 있는 경우,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어떤 부품이나 설비도 다

른 원전의 비상노심냉각계통과 공유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하고 만일 공유설비가 

있다면, 공유설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을 명

확히 만족함을 확인한다.

 16. 검토자는 각 발전 시설 안에 비상노심냉각계통이 타 계통 (냉각재 보충계통, 잔열

제거 계통, 격납건물 냉각계통)과 공유할 때, 그 공유 내용이 공학적 안전설비 요

건을 만족하는지 그리고 그 공유로 말미암아 기기들의 기능이 감소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17. 원자로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부품들이, 비상노심냉각계통

으로부터 누설이 발생했을 때,  RG 1.52에 따라 설계된 요오드 필터를 통해 배기

되는 구조물내에 위치하는지 확인한다.

 18. 사고 발생에서부터 장기 냉각에 이르는 비상노심냉각계통 운전의 전체 과정을 검

토하여, 수동작동이 최소한으로 요구되고, 수동작동이 필요한 경우 운전원이 조치

하기에 충분한 시간(30분 이상)이 가용함을 확인한다.

 

 19.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단일 능동 혹은 수동부품의 고장시에 장기냉각 용량이 적절

한지 확인한다. 만약 기기냉각수계통과 같은 중간 열전달 계통이 장기 냉각에 사

용될 경우, 그 계통은 내진범주 I과 적절한 안전등급으로 설계 및 건설되어야 하

며, 단일 능동 및 수동고장이 발생해도 그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20. 검토자는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와 함께 다음 사항들을 검토한다.

   가. 전력부하의 공급시기를 포함하여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전원 요건들이 직류 및 

교류 모두 소내 비상전원계통 설계와 일관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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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운전원이 냉각재 유량, 온도, 격납건물 압력 등, 냉각재상실사고 후의 조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제어실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충분한 계기와 제어

설비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유량의 일부가 

다른 공학적 안전설비계통을 지원(Backup)하기 위해 전환될 경우, 운전원이 

주제어실에서 노심 냉각에 적절한 유량이 공급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계측 및 제어 설비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자동작동 그리고 원격작동 밸브가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함을 확인하며, 전력 

트레인의 분리에 손상을 주지 않거나, 요구되는 밸브작동을 방해하지 않는 

적절한 연동장치가 제공되고, 계측과 제어설비가 충분한 다중성을 가지고 있

어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21. 안전성분석보고서의 15장에는 필요한 기능을 만족하는지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능

력을 평가하기 위한 신청자의 해석이 제공된다. 이러한 해석은 검토주관부서에 

의해 안전심사지침 15.6.5절에 기술된 바에 따라, 비상노심냉각계통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검토된다.  그러나, 다음 부분은 비상노심냉각계통 검토자에 의해 검토

된다.

   가.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운전이 요구되는 최소의 파단크기가 명시되어야 한다. 

즉, 정상 원자로냉각재 보충계통이 유지할 수 있는 원자로냉각재압력과 수위

에 대한 최대의 파단 크기가 결정되어야 한다.  최소의 파단 크기에 대해 비

상노심냉각계통이 작동하고 수행하는 능력이 확인되어야 한다.

   나. 냉각재상실사고 해석에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주입 배관 파단을 포함하여, 가

능한 모든 배관 파단이 고려되었음을 확인한다.

   다. 냉각재상실사고 해석에 가능한 모든 단일능동고장이 고려되었음을 확인한다. 

파단위치와 파단면적에 따라 가장 보수적인 결과를 주는 단일능동고장이 다

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라. 비상노심냉각계통 부품들(즉, 밸브, 펌프, 전원 공급)의 반응시간이 사고해석

에서 가정한 지연시간보다 짧은지 확인한다.

   마. 비상노심냉각계통이 모든 원자로 운전모드(즉, 전출력, 저출력, 고온대기, 저

온정지, 부분유로격리)에 대해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22. 제안된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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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리와 보수로 인해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운전이 불가능한 기간동안 원자로 

운전제한과 제한시간 등과 같은 운전제한조건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안전계

통이 우회되거나, 운전 불가함을 나타내는 방법은 RG 1.47에 따라야 한다.

   나. 운전제한조건으로 설정된 운전변수(최소 독물질 농도, 저장된 최소 냉각재량 

등) 값들이 사고해석에서 사용된 값의 범위내에 있음을 확인한다. 설정된 운

전 변수(최소 독물질 농도, 저장된 최소 냉각재량 등)가 해석된 조건의 운전 

제한치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다. 주기적인 감시시험의 주기와 내용이 타당한가를 확인한다.

 

 23. 비상노심냉각계통이 다음에 제시된 바와 같이 종합적인 주기적 가동점검, 압력과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인한다.  

   가. 검토자는 사고 신호를 받았을 때 계통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능력이 설계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즉, 설계되어진 대로 펌

프와 밸브가 정상 및 비상 전력에서 운전되는지 그리고 발전소 가동중 수압

과 유량이 신청자가 설계한 대로인지 증명해야 한다(주기검사시).  핵연료재

장전을 위해 발전소가 멈추었을 경우, 냉각수를 원자로압력용기로 주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상노심냉각계통을 시험하여야 한다. 비상노심냉

각계통은 주요 부품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압력시험을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

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배관설계에는 펌프와 역류방지밸브의 전유량 시험(최대 

설계 유량)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설계유량과 압력에서 가동

중 펌프 시험을 수행하기가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 최대설계유량에서 전유량

시험을 한 후 해석적으로 이를 설계압력까지 외삽시킬 수 있다.

   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은 설계기준차압에서 동 계통의 모터구동밸브를 시험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 설계기준 차압으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밸브 시험을 하기가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설치 전에 설계기준차압으로 품질을 입증하고, 가동중에는 현실적

으로 가능한 최대차압으로 시험할 수 있다. 

 24. 검토자는 시운전 시험의 검토 주관부서와 협력하여, 특별한 시험 요건에 대해 논

의하고, 비상노심냉각계통에 대해 제안된 시운전 시험 프로그램이 RG 1.68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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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25. NUREG-0737의 III.D.1.1에 따라,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하면서 사고 후 방사능 물

질을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관은 누설 제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누설 제어 프로그램에는 주기적인 누설 시험과 비상노심냉각 

계통으로부터의 누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NUREG-0737

의 II.K.3.16에 따라 원자로냉각재계통 방출밸브의 고장을 줄이기 위한 평가방법

이 포함되어야 한다. 

 26. 비상노심냉각계통의 펌프 손상 방지를 위해,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우회유량 설계

에 있어 다음의 지침을 반영했는지를 확인한다.

   가. 비상노심냉각계통 펌프에 제공되는 최소 냉각유량이 모든 조건에서 적절한지

를 확인한다. 이 때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펌프에 체절 수두(dead-heading)가 

초래될 수 있는 우회유량 운전 동안, 발전소 운전이 펌프간의 상호작용을 방

지하도록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나. 우회계통의 설계는 단일고장이 우회유량의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단일고장으로 인해 비상노심냉각계통의 펌프에 냉각수 흐름이 중

지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 펌프 시험을 위해 한 개의 우회회귀배관(miniflow return line)만이 가용한 경

우, 계측기는 우회회귀배관에 설치되어야 한다. 계측기는 펌프 시험기간에 유

량측정을 위해 필수적이며, 펌프의 수력성능 저하를 감시하기 위해 측정된 

펌프 차압과 함께 이 자료를 평가한다.

 27. 비상노심냉각계통이 부분충수운전 중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재고량을 보충할 수 

있는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평가한다.

   가. 정지냉각계통(잔열제거계통)외에,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재고량을 보충할 수 있

는 최소한 두 개의 가용하고 운전 가능한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방법

에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최소 한 개의 고압펌프에 의한 보충수 주입이 포

함되어야 한다.

   나. 각각의 방법에 의해 공급되는 보충수량은 노심 노출을 방지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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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붕괴열 제거 수단이 상실되는 사고에 이들 계통을 이용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야 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어떤 개방이 있기 전에는 냉각수가 원자로 용

기를 우회하지 않도록 공급 유로가 결정되어야 한다. 

 28. 검토자는 기계재료분야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연결된 비격

리 배관에 예기치 않은 열응력이 발생할 수 있는 온도 구배가 없도록 설계되었

는가를 확인한다. 이 때 비상노심냉각계통 배관 배열에 잠재적인 열성층, 열교반

(thermal cycling), 열피로 등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있는 배

관이 발견된다면, 이런 문제가 예기치 않은 열응력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가를 검토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는 비상노심냉각

계통의 배열을 중점 검토한다. 응력해석과 응력계산결과가 ASME 코드를 만족시

키는가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3.9.3절의 검토 주관부서인 기계재료분야 담당

부서가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와 계산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은 배관, 밸브, 펌프, 열 교환기, 계측 제어 등 냉각재상실사고 후 

노심으로부터 열제거에 사용되는 부품들로 구성된다. (발전소 이름)발전소에 대한 비상

노심냉각계통 검토 범위는 배관 및 계측기 도면, 기기 도면, 고장형태 및 영향 분석, 

기본 부품에 대한 설계사양 등을 포함한다. 검토에는 신청자가 비상노심냉각계통에 대

해 설정한 설계 요건과 설계 기준, 그리고 설계가 그런 요건과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

음을 확인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검토자는 비상노심냉각계통 설계가 허용될 수 있으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28조, 제30조, 제41조와 원자력안전위원

회 고시 제2013-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의 요건을 

만족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 결론은 다음 사항에 근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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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자는 비안전계통의 내진설계에 관해서 혹은 RG 1.29 C.2에 의해 비상노심냉

각계통에 악영향을 끼칠 부분에 관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2. 신청자는 유동 불안정과 부하(즉, 수격현상)와 관련된 동적 효과에 대해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3. 신청자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간의 공유에 관해서, 이러한 공유가 한 발전소에

서 사고가 발생하고 나머지 발전소는 순차적으로 정지되고 냉각되는 상황에서도, 

비상노심냉각계통이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4. 신청자는 예상운전과도에서 정해진 허용연료손상한계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설

계조건이 초과되지 않고, 가상사고 시 노심이 냉각되고 중요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과 성능이 있음을 보임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5. 신청자는 가상사고시 고착 제어봉에 대해 적절한 여유도를 가지며 노심 냉각기

능을 유지하는 복합 반응도 제어능력을 보임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요건을 만족시켰으며, RG 1.47의 지침을 만족시켰다.

  6. 신청자는 RG 1.1의 권고사항에 따라 다중의 안전등급 계통을 설치하여 비상노심

냉각계통에 충분한 냉각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7. 신청자는 계통의 중요 부품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비상노심냉

각계통을 설계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8. 신청자는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계통운전에 필요한 전체 운전 경위를 포함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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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운전성을 시험할 수 있게 비상노심냉각계통을 설계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9. 신청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와 KINS/GT-N007-2에서 규정하는 평가모델 또는 KINS/ 

GT-N007-1의 평가 모델과 관련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신청자는 승인된 평가모델을 이용하여,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설계가 최대 피복재 

온도, 최대 피복재 산화, 최대 수소 생성량, 냉각 가능한 형상, 그리고 장기냉각 

요건을 만족시켰다.

 10. 신청자는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하며, 사고 후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거나 또는 포

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누설 감시와 제어가 가능하도록 비상노심냉각계통을 

설계함으로써 NUREG-0737의 III.D.1.1항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NUREG-0737 

III.D.1.1항의 요건은 10 CFR 50.34(f)에 영향받는 신청자의 경우 따라야 할 10 

CFR 50.34(f)(2)(xxvi)의 요건과 동등하다. 

 11. 신청자는 원자로냉각재계통 방출밸브의 고장을 줄이기 위한 평가방법을 제공함으

로써 NUREG-0737의 Task Action Plan Item II.K.3.16항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NUREG-0737의 Task Action Plan Item II.K.3.16항의 요건은 10 CFR 50.34(f)에 영

향받는 신청자의 경우 따라야 할 10 CFR 50.34(f)(1)(vi)의 요건과 동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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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4절  주제어실 상주보장 설비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주제어실 환기계통, 제어건물의 배치 및 구조

가 사고시 방출되는 독성물질과 방사성 기체로부터 발전소 운전원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또 다른 목적은 사고시 주제어실이 기술지원본부의 요원이 안전

하게 운전할 수 있는 대용설비(Backup)로서 유지될 수 있는가를 보증하는 것이다. 이

러한 목적들의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한다.

  1. 주제어실 비상환기계통 작동(영향을 미치는)구역 내에 사고시 접근이 요구되는 모

든 필수지역(주제어실, 주방, 위생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접근이 요구되지 

않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제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비치된(Self-contained) 호흡장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CO2 농도가 초과되기 전까

지 주제어실이 격리될 수 있는 시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용가능한 사람의 수로 

주제어실의 용적을 검토한다.

  3. 설계기준 방출을 가정하여 주제어실에 축적되는 방사성 또는 독성 기체 분석을 

위한 입력자료로 이용되는 유량률 및 여과기 효율을 결정하기 위해 주제어실 환

기계통 배치와 기능 설계를 검토한다. 계통의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기본적 

결함을 조사한다. 또한 계통 운전 및 절차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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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기중 유해물질의 유출 지점에 대하여 주제어실의 물리적 위치를 검토한다. 복

도나 환기덕트로부터 공기중 물질이 주제어실로 유입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건물의 배치를 검토한다.

  5. 주제어실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과 차폐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콘크리트 구

조물에 의한 방사선 차폐를 분석한다. 문이나 설비의 틈새로부터 흘러나오는 방

사선이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어 건물의 배치를 점검한다.

  6. 방사선 피폭선량과 독성 기체의 축적을 결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계산을 수행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주제어실 상주설비와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

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5.1절에 대한 검토 주관의 일부로서 비

상예비환기계통 및 주제어실 환기계통의 요오드 제거 효율을 검토한다. 또한 안

전심사지침 15.6.5.1절에 대한 검토 주관의 일부로서 설계기준사고시 주제어실 외

부의 방사선 준위를 결정한다.

  2.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9.4.1절에 대한 검토 주관의 일부로서 주

제어실 환기계통의 설계를 검토하고,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대한 검토 주관의 

일부로서 CO2 또는 화재 진압 물질(Firefighting Material)의 저장 및 보관위치를 

검토한다.

  3.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2.2.1과 2.2.2절에 대한 검토 주관의 일부

로서 잠재적인 유독성 기체에 대해 평가하며, 유독성 기체의 생성 및 위치, 주제

어실 건물 근처에서 예상되는 농도, 운송 사고시 누출 확률 평가 등을 주관부서

에 제공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2.3.4 및 2.3.5절에 대한 검토 주관의 일부로서 

공기로 인한 오염의 확산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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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2.1~12.5절에 대한 검토 주관의 일부로서 

방사선 방호 및 피폭에 대해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주제어실 상주성 보장설비의 설계는 다음의 규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독성 기체방출 효과를 포함하여, 가상사고의 영향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과 관련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2. 두 개 이상의 호기에 대해 하나의 주제어실을 갖춘 설비에 대해서 이런 공유가 

어느 하나의 호기에서 발생한 사고시 나머지 호기들에 대한 순차적인 원자로 정

지와 냉각을 포함한 안전기능 수행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관련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3. 사고시 방사선과 유독성 기체에 대해 적절한 방호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주제어실

이 안전하고 상주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한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4. 10 CFR 50.34(f)에 따른 신청자의 경우 특정한 주제어실 상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가 및 설계 규정과 관련된 10 CFR 50.34(f)(2)(xxviii).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 규제요건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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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

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주제어실 비상구역

   주제어실 비상구역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가. 발전소 안전정지를 위해 필요한 계측 및 제어(필수 참고문서를 구비해야 함)

   나. 전산실(비상대응계획의 구성요소로 사용될 경우)

   다. 교대감독자 사무실

   라. 운전원 세면실 및 주방

   마. 주제어실 비상구역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196과 RG 1.197의 지침을 

따라야 함

 2. 환기계통 기준

   환기계통에는 다음의 설비들을 포함해야 한다.

   가. 인접구역이나 외부로부터 제어 구역을 격리시키는데 사용되는 격리댐퍼는 누설

방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낮은 누설을 갖는 댐퍼나 밸브를 사용함으로써 달

성될 수 있다. 누설방지의 정도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나. 능동기기(Active component)의 단일고장이 계통의 기능상실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주제어실 비상여과 트레인의 모든 기기를 능동기기로 고려한다. 밸브나 

댐퍼의 보수와 관련한 기준은 부록 6.4-1을 참조한다.

 3. 가압계통

   방사선 비상시 주제어실의 압력을 유지시키는 환기계통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시간당 0.5 이상의 체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압률을 가진 계통에 대해서

는 보충압력이 설계치의 ±10% 이내임을 주기적(18개월)으로 확인해야 한다. 발

전소 건설중 또는 주제어실을 정(+)압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변경 후에 설계값으로 주제어실에 공기를 보충하는 동안 모든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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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비해 주제어실 비상구역이 적어도 사고해석에서 사용된 값으로 가압됨

을 증명하는 측정을 수행해야 한다.

   나. 시간당 0.5 미만 0.25이상의 체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압률을 가진 계통에 

대해서는 위의 “가”에서 제시된 것과 동일한 시험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건

설허가심사시 설계값으로 주제어실에 공기를 보충하는 동안 시험된 차압이 유

지 가능함을 입증하는 분석(계획중인 누설방지 설계 특성에 근거하여)이 제공되

어야 한다.

   다. 시간당 0.25 미만의 체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압률을 가진 계통에 대해서

는 위의 “나”에서 제시된 것과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다만 주제어실에 대

한 주기적 압력 확인은 제외된다.

 4. 비상예비환기계통

   이 계통의 요오드 제거와 관련해서는 RG 1.52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계통은 ASME 

Code AG-1, "Code on Nuclear Air and Gas Treatment"와 AG-1a-92 Addenda를 따

라야 한다. 염소(Chlorine) 또는 기타 독성 기체의 방출로부터 주제어실 요원을 보

호하기 위한 지침은 아래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RG 1.78에 기술되어 있다.

 5. 선원 및 주제어실의 상대적 위치

   주제어실의 입구는 방사성 물질 및 유독성 기체의 가상방출지점을 고려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 방사선원 및 유독성 기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방사선원

일반적으로 주제어실 환기입구는 주요 방출 가능지점으로부터 수평으로 31m 

(100ft), 수직으로 16m(50ft)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최소 거리는 선

량분석에 따른다.

   나. 유독성 기체

유독성 기체와 주제어실 사이의 최소거리는 문제가 되는 기체의 형태와 양, 용기

의 크기, 이용 가능한 주제어실 보호설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주제어실 상주설비 

계통의 허용기준은 일반적인 유독성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RG 1.78을 적용한다.

 6. 방사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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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어떠한 가상 설계기준사고

시에도 주제어실 근무자 개인의 피폭선량은 전신 5rem 또는 신체의 일부는 이와 동

등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전신에 대한 감마 선량은 모든 방사선원으로 인한 

피부 직접 피폭과 주제어실 내외부의 공기중 방사선에 의한 피폭으로 구성된다. 

   가동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비상구역 방사선 방호 설비 평가를 위한 선량지침은 다

음과 같다.

전신 감마     

갑상선        

베타피부선량  

  ＊1 전신 감마선량, 갑상선 선량, 피부 베타선량들은 10 CFR 20의 개정판 (1991. 5. 

21)에서 사용된 ICRP 26의 권고치와 일치한다.

   RG 1.196과 함께 RG 1.195를 따르는 가동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비상구역 방사선 

방호 설비 평가를 위한 선량지침은 다음과 같이 완화된다.

                       

전신 감마     

갑상선        

베타피부선량  

  ＊2 신청자가 중대한 방사선 방출시에만 사용을 약속한다면, 특별한 보호의복과 눈 

보호 장구에 의한 베타 방사선 차폐를 허용한다. 그러나, 보호의복을 사용하더

라도 보호되지 못하는 피부의 피폭선량 계산값이 750mSv (75re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피부와 갑상선에 대한 선량 수준은 가상 설계기준사고 조건에서 

주제어실 운전원 보호를 위한 설계 조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용도로만 사용

되어야 하며, 비상시 허용피폭량으로 잘못 이해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인용

된 선량 수준은 제어가능한 발전소 환경하에서 사용되기 위해 유도된 것이며, 

10 CFR 100의 기준값과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 대중에 대한 피폭 평가에 

사용되는 계산상의 보수적인 가정값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7. 유독성 기체 위험

   보호조치피폭(2분 이내), 단기피폭(2분에서 1시간 사이), 장기피폭(1시간 이상)의 세 

가지 피폭범주로 구분된다. 심리학적 영향은 유독성 기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음

의 일반적인 제한이 지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피폭으로 인한 만성적인 영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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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급성 영향은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보유한 호흡장비의 사용을 제외한 다

른 수단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단시간 내에(수 분 이내) 회복되어야 한다.

   기체와 후속 보호조치에 의한 방해가 최소화되면서 운전원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 근거하여 허용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 세 가지 범주

에 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가. 보호조치 제한치(2분 미만)

운전원이 호흡장비를 착용한 후 금방 회복되는 것을 보증하는 제한치를 사용

한다. 이 제한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0분에서 2분까지, 농도는 선

형적으로 증가하여 2분만에 제한치에 도달한다는 가정을 적용한다.

   나. 단기 제한치(2분에서 1시간까지)

운전원이 1시간의 피폭으로 무력화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제한치를 사용한다.

   다. 장기 제한치(1시간 이상)

직업상 피폭(주 40시간 근무) 제한치를 사용한다.

   보호조치 제한치는 운전원이 자체보유 호흡장비를 착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대

해서 비상구역 보호조항들의 허용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사용된다. 다른 제한치들은 

농도가 현장의 호흡장비로 대처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며, 또한 비

상구역을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충분히 격리할 수 있을 정도의 유독성 수준

일 경우에도 사용된다. 주제어실 요원(최소한 5명)을 위한 자체보유 호흡장비는 바

로 곁에 있어야 한다. 소외 가까운 곳으로부터 무제한으로 보충될 수 있는 것을 포

함하여 소내에 저장된 공기(6시간 지탱)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제한치의 

예로서 염소 가스에 대한 3단계의 준위는 다음과 같으며, RG 1.78에 다른 유독성 

기체에 대한 보호조치 준위가 부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보호조치  

단    기  

장    기  

체적으로 

체적으로  

체적으로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특정 경우에 대해 본 검토절차에 기술된 절차의 일부를 선정하여 중점검

토를 수행한다. 이러한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하며, 허용기준을 

벗어난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앞서의 II에서 규정한 규제요건에 따라 



제6.4절                                                     개정 4 - 2014. 12- 8 -

허용가능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1. 주제어실 비상구역

   검토자는 주제어실 비상구역으로 허용기준 II.1절에서 밝힌 구역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비상구역은 운전원이 거주하는데 필요한 공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축전지실, 전선 포설(Cable spreading)실, 또는 설계기준사고이후 연속적이거나 빈번

한 출입이 요구되지 않는 공간들은 비상구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들

을 비상구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비상구역으로 연기나 유독성 기체가 유입될 가

능성을 높인다. 또한 비상구역으로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을 높여서 오염 배제를 위

한 환기계통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비상구역은 이 구역에 포함되는 지역들이 

서로 인접한 상태에서 같은 층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주제어실 요원 수용 용량

   방사선 및 유독성 기체로부터의 방호를 위해 외부공기로부터 완전히 격리될 수 있

도록 설계된 주제어실에 대해 이산화탄소의 축적이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는지 

검토한다. 2,830m3(100,000ft3)의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는 주제어실에 5명의 인원을 

최소한 6일간 생존시킬 수 있다. 따라서 격리된 비상구역에 이산화탄소가 축적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환기계통 배치 및 기능설계

   검토자는 주제어실 선량계산에 사용되는 적절한 변수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주제어

실 환기계통을 검토한다. 주제어실 환기계통설계와 성능은 안전심사지침 9.4.1절에 

따라 평가된다. 검토자는 RG 1.52와 ASME Code AG-1 및 AG-1a-92를 이용하여 계

통을 평가한다. 검토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된 계통의 형태가 결정되며 다음의 방호 조항들이 적용된다.

      1) 환기계통 송풍기에 의해 유입되는 공기가 여과되면서 정(+)압이 유지되는 구

역격리

 이러한 설비는 높은 굴뚝을 가진 발전소에 주로 해당된다. 공기 흐름률은 

190~1,900 l/s (400~4,000 ft3/min)이다.

      2) 재순환되는 공기가 여과되는 구역격리

 이런 설비는 천장 환기가 있는 발전소에 해당된다. 재순환률은 950~14,200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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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30,000 ft3/min)이다.

      3) 재순환 공기가 여과되면서 정압이 유지되는 구역격리

  이러한 설비는 위의 2)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정압 조항이 추가된다.

      4) 비상구역에 대한 이중 공기 흡입구

  이런 설비는 유독성 및 방사성 기체의 잠재적 원천(Source)의 반대쪽 바깥에 

두 개의 흡입구가 멀리 떨어져서 위치한다. 이런 배열은 극단적으로 바람이 

없는 조건을 제외하고는 최소한 하나의 흡입구가 오염되지 않음을 보증한

다. 오염되지 않은 흡입구로부터 보충되는 공기는 비상구역내를 정압으로 

유지하며 동시에 오염된 공기의 유입을 최소화한다.

      5) 저장된 공기를 일정 기간 동안 공급

  이러한 설비에서는 압축된 공기 저장고로부터 약 1시간동안 190~290 l/s 

(400~600 ft3/min)로 공기가 공급되어 다른 공기의 유입을 막는다. 이것은 설

계기준사고 발생후 1시간 이내에 대기압보다 내부압력이 낮아지는 격납건

물을 가진 계통에서 사용된다.

   나. 방사선학적 선량모델을 위한 입력변수가 결정된다.

변수는 비상구역 체적, 여과기 효율, 여과된 보충공기의 유량률, 여과되지 않은 

공기의 유입, 여과된 재순환 공기의 유량률 등이다.

   다. 환기계통 기기와 계통의 배치도가 검토된다. 검토자는 환기계통이 안전심사지

침 9.4.1절의 다른 안전요건들 뿐만 아니라 단일고장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한

다. 댐퍼나 송풍기의 기능상실은 매우 중요하다. 송풍기의 상단 흐름쪽의 격리

댐퍼 기능이 상실되더라도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주제어실로 너무 많이 유입되

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얼마나 유입되어도 견

딜만한지는 방사선량 및 유독성 기체 분석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라. 다음의 내용들이 특정한 계통의 형태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12 참조).

      1) 여과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정압이 유지되는 구역격리

  이러한 계통은 요오드를 방호하는데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검토

자는 RG 1.52에 따라서 설치, 유지, 운전되는 여과기의 요오드 방호계수

(Iodine protection factor; IPF, 시간에 따라 적분된 외부의 요오드 농도를 시

간에 따라 적분된 비상구역의 요오드 농도로 나눈 값으로 정의됨)로서 20～

100을 허용한다. IPF가 100이 되기 위해서는 두터운 층을 갖는 여과기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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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 이러한 계통은 선원이 흡입구와 같은 층에 위치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충분히 요오드 농도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높은 굴

뚝(약 100m)을 갖는 발전소가 이런 계통을 설치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를 만족시킬 것이다.

      2) 재순환 공기가 여과되는 구역격리

  이러한 계통은 관류형 여과기를 가진 계통보다 요오드 제거에 있어서 유리

하다. 20~150의 IPF값을 가질 수 있다. 격납건물 천정 부위에 통풍구가 있는 

발전소의 경우 일반적인 설계이다. 재순환률이 2,400 l/s (5,000 ft3/min)이고 

여과기 효율이 95%인 계통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여과되지 않은 유입률  

** 표시된 구간 내에서 IPF는 재순환 유입률과 효율의 곱에 비례한다.

         여과되지 않은 공기 유입률은 보수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계산 또는 측정

된 총 누설량이 유입률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며, 이 유입률은 가상사고의 방

사선학적 영향을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유입률은 RG 1.197의 지침에 따라 결

정된다.

         발전소 비상계획이나 절차서에서 요구하는 출입구 개폐에 따른 영향을 추가

함으로써 비여과 공기 유입률은 증가된다. 일반적으로 5 l/s (10 ft3/min)를 추

가한다.

      3) 재순환 공기가 여과되며 정압이 유지되는 구역격리

  이 계통은 본질적으로 위의 2) 계통과 동일하다. 그러나 또 하나의 운전모드

가 가능하다. 가압을 위한 공기보충이 허용된다. 보충되는 공기는 비상구역

에 유입되기 전에 여과된다. 비상구역이 가압되지 않을 때 발생할 것으로 가

정하는 여과되지 않은 공기의 유입이 가압함으로써 감소된다. 여과기 송풍기

의 용량으로 2,400 l/s (5,000 ft3/min), 여과기 효율을 95%로 가정할 때 IPF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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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공기 재순환공기 비여과 공기 
유입이 없는 경우

비여과 공기 
유입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수성을 위해 의 유입을 가정한다 이 유량은 신청자가 

역류 주로 유입이나 유출로 인해 발생 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증한다면 감소 또는 고

려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두 개의 문이 달린 전실 또는 이에 상

응하는 설비가 구비되었음을 의미한다

         운전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다.

         가) 순차적인 수동 가압 조정에 의한 자동격리

         나) 즉각적인 자동 가압에 의한 자동격리

         첫 번째 경우는 외부의 퍼프 방출에 대해 유리하다. 단순히 격리만 하는 것

은 여과되지 않는 불활성 기체의 축적을 지속시키며, 염소가 방출되었을 경

우 여과기에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을 막아준다. 반면에, 두 번째 경우는 사

고가 감지되는 즉시 여과되지 않은 유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이 방법은 비상구역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경로가 주로 건물 내부일 경

우에 유리하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를 만족한다는 

조건하에서, 유독성 기체 방출 시에는 가)의 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며 방사능 

누출의 경우는 가)와 나)의 방법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수동격리의 경우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연시간 (예를 들면 선량계산의 경우 

20분)을 가정해야 한다.

      4) 비상구역에 공기 흡입구 이중 설치

  몇몇 발전소에서 이 개념을 적용하였다. 이중 흡입구 개념은 하나의 흡입구

가 항상 오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흡입구가 위치하는가에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 흡입구의 오염여부는 건물에 의한 공기흐름의 변화 효과, 지형, 바람의 

정체 또는 역류 등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예를 들면, 흡입구가 발전소 구

조물의 정반대 지역에 위치할 경우 (즉, 하나는 북쪽 끝에 있고, 나머지 하

나는 남쪽 끝에 있는 경우) 낮은 확률이지만 동일한 지점의 오염원에 의해 

양쪽이 모두 오염될 수 있다. 안전심사지침 2.3.4절에 이중 흡입구 계통에 대

한 대기확산인자(χ/Q) 평가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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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통로의 손상은 계통의 운전원 보호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으

므로 내진범주 I급이어야 하며 토네이도나 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댐퍼의 수나 위치도 단일기기 고장을 가정할 때 각각의 흡입구의 유량

과 격리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댐퍼의 보수에 대한 

대안은 부록 6.4-1 참조). 흡입구의 위치에 대한 검토시 발전소 보안을 위한 

울타리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5) 저장된 공기가 제한된 시간동안 공급

  어떤 발전소의 설계는 설계기준사고가 발생한 후 한 시간 이내에 격납건물

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진다. 이는 일반적으로 한 시간 이후에는 격납건

물로부터 심각한 방사성 물질 방출이 없다는 것을 보증한다. 이러한 설계에 

있어서는 저장된 공기를 공급함으로써 주제어실을 대기압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150～300 l/s (300～600 ft3/min) 정도의 정격 유량이 주제어실

을 최소한 수압 3.2mm(1/8인치)로 가압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주기적 시험

이 요구된다. 단일고장에 의한 한 부분의 기능상실을 고려하여 이 계통은 

여러 개의 독립된 회로로 구성되어야 한다. 장기간의 사고시를 대비하여 다

중성이 아닌 최소한 하나의 관류형 여과계통이 대기(Standby) 상태로 마련되

어야 한다.

         압축공기용기는 토네이도 비산물이나 내부에서 발생한 비산물로부터 보호되

어야 하며, 고장이 나더라도 필수계통에 손상을 주거나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4. 공기여과계통

   검토주관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5.1절에 따라 공기여과계통의 요오드 제거 효율을 

평가하고, 얼마나 믿을만한지 결정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여과계통에 대해 제안된 

시험 방법을 평가하며, RG 1.52에서 적합한 지침을 적용한다.

 5. 선원과 주제어실의 상대적 위치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2.2.1~2.2.2절에 따라 모든 유독성 및 위험

한 기체의 잠재적 선원을 확인하며, 주제어실 상주성 분석에 사용되는 유독성 기체 

평가결과를 검토주관부서에 제공한다. 방사선원, 염소와 같은 유독성 기체, 그리고 

주제어실 인접구역의 제한된 구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기체의 세 가지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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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원을 구분할 수 있다.

   가. 방사선원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에서 안전심사지침 15.6.5.1절에 따라 검토하여 결정한 

LOCA시 선원이 주제어실 외부의 방사선 준위 평가에 사용된다. 주제어실 상주

성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발전소 내부 오염경로를 조사한다. 기타 

설계기준사고를 검토하여 LOCA보다 위험한지를 판단한다. 필요하다면 의심되는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추가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나. 유독성 기체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가상사고로 인한 방출시 발전소 운전원을 위협할 수 

있는, 부지 주변에 저장되어 있는 유독성 물질을 확인하고 검토한다. 이들 유독

성 물질의 양이나 위치에 대해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한 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은 RG 1.78에 기술되어 있다. 또한, 여기에는 위험도와 상태를 분

석하는 방법과 위험이 너무 크다고 밝혀졌을 때 수립되는 다양한 보호조치가 

기술되어 있다. 염소의 경우 RG 1.78에 허용 가능한 보호조치가 제시되어 있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비상구역 환기계통에 대해서 다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설비

가 요구된다.

      1) 신속히 작동하는 유독성 기체 감지기

      2) 자동 비상구역 격리

      3) 비상구역 누설 차단

      4) 제한적인 깨끗한 공기 보충률

      5) 호흡장비 및 이와 관련한 저장공기 공급

      개별 경우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은 문제가 되는 유독성 기체와 특정 환기계통

의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

   다. 제한구역(Confined area) 방출

      제어건물 내부나 인접하여 연결되어 있는 건물에서의 방사선원 또는 유독성 기

체와 관련하여 제어건물의 배치도를 조사한다. 이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CO2나 여타의 화재 진압 물질의 저장 장소는 비상구역으로 상당한 양의 기

체가 유입될 가능성이 없는 곳이라야 한다. 이 검토는 기계재료분야 담당부

서와 협조하에 수행된다.

      2) 비상구역과 인접한 환기구역은 비상구역으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구성되

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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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물 내부에서 고장날 경우 심각한 압력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가압된 

기기 및 배관(예를 들면, 주증기관이나 터빈 등)은 다중 출입구를 갖는 전실

(前室)(multiple door vestibules) 이나 이에 상응하는 심층방어에 의해서 비상

구역과 분리되어야 한다.

 6. 방사선 차폐

   주제어실 요원뿐만 아니라 다른 발전소 근무자도 정상 운전과 관련한 방사선원으

로부터 차폐와 거리 유지를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 정상운전 조건에서 방사선으로

부터의 보호하는 방법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방사선분야 담당부서에서 검토한다. 이

때의 방사선 차폐(비산물로부터 보호도 포함)는 설계기준사고로 인한 방사선원으로

부터도 상당부분 보호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최소한 46cm (18인치)의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주제어실 벽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경우, 설계기준

사고로 인한 외부 방사선원은 미미한 수준으로 약화된다. 그렇지만 주제어실 방사

선 차폐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방사선분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 주제어실 구조경계

      벽과 천장 및 바닥의 재료와 두께를 검토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46～

61cm (18인치~2피트)의 콘크리트나 이에 상응하면 적합하다.

   나. 방사선 흐름

      주제어실의 구조경계를 통로(예를 들면 문, 덕트, 계단 등)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사고시 선원으로부터 방사선 흐름의 가능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필요하다

고 판단되면 정량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 내부 선원에 대한 방사선 차폐

      주제어실 내부에서 선원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방호 수단이 검토되어야 한

다. 이런 범주에 속하는 전형적인 선원으로는 오염된 여과기 트레인, 주제어실

에 인접한 곳의 공기중 방사능 등이 있다. 위의 항목들과 관련해서는, 점 선원, 

선 선원, 또는 체적 선원에 대해서 참고문헌 15와 16에 제시되어 있는 바처럼 

단순화 분석모델을 사용하여 방사선 차폐의 효과가 평가되어야 한다. 좀더 상세

한 분석이 필요하다면 방사선분야 담당부서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완전성과 분

석방법 및 가정의 관점에서 위의 사항들에 대한 신청자의 적용 정도를 검토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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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독립적 분석 수행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따라 신청자는 주제어실 운전원

에 대한 선량을 계산해야 한다. 또한 주제어실 상주성 계통 설계의 다양성과 평가

시 개입된 공학적 판단 때문에 방사선분야 담당부서에서 독립적 분석을 수행한다. 

RG 1.195에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여 설계기준사고시 선원항과 선량을 계산한다. 선

원항은 방사선분야 담당부서에 의해 각 설계기준사고시 저인구지역에서의 선량에 

대한 독립적 분석으로 결정된다. 계산된 선량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지침과 비교된다. 지침의 값을 초과하면 신청자는 계통을 개선해야 

한다. 만약 다른 설계기준사고가 LOCA보다 같거나 높은 선량을 초래할 경우 추가

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사고의 최종결과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와 비교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와 계산(적용가능한 경우)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그러한 결론에 대한 근거를 언

급한다.

  검토자는 주제어실 환기계통의 설계와 예상되는 성능이 허용가능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6조, 제25조 및 10 CFR 50.34(f)(2)(xxviii)를 만

족한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결론은 주제어실 상주성 계통에 대한 검토 및 평가결과가 RG 1.52, 1.78, 

1.195, 1.196, 1.197의 규제입장을 만족한다는 것에 근거한다.

유독성 기체에 대해 특별한 보호 규정이 필요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또는 이에 

상응하게 기술한다.

주제어실 상주성이 RG 1.78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평가되었다. 안전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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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절에 기술된 바처럼 소외 화학물질의 운송이나 저장이 발전소 안전성에 

위협이 될 정도로 인접해 있지는 않다. RG 1.78을 근거로 할 때,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소내 화학물질은 없다. 차아염소산나트륨 제거 계통 (sodium 

hypochlorite biocide system)이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염소에 의한 소내 위험은 

무시된다. 따라서 유독성 기체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은 요구되지 않는다. 연기

로 인한 위험 발생의 경우 주제어실 상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전소 비상계획 및 

절차서의 규정에 따라서, 자체적인 호흡장비가 구비되어 있다.

만약 유독성 기체에 대해 특별한 보호 규정이 요구된다면 RG 1.78의 지침을 따르

거나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이러한 RG에 대한 규제입장을 만족시키는데 있어서 10 CFR 50.34(f)(2)(xxviii) 에 

따라서 주제어실 운전원을 적절하게 보호하며 상주성이 보장되도록 주제어실이 

유지됨을 신청자가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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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5.1절  공학적 안전설비 공기정화계통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에서는 사고후 환경조건에서 핵분열생성물 제거를 위한 공학적 안전설비

(Engineered Safety Feature; ESF) 공기정화(Cleanup)계통을 검토한다. 공기정화계통으

로는 격납건물 내부 재순환과 같은 주계통과 핵연료 취급건물, 제어실, 차폐건물(Shield 

Building), 공학적 안전설비 기기 설치 구역에 대한 대기(Standby) 기체처리(Treatment)

계통과 비상(또는 사고후)공기정화계통 등과 같은 보조계통이 있다.

   건설허가심사 단계에서 검토주관부서는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토대로 아래 

분야에 대해 검토한다. 운영허가심사 단계에서는 이들 분야에 대해서 건설허가 단계에

서 승인된 설계내용을 확인하고 운영기술지침서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공기정화계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계통설계, 설계 목적 및 설계기준. 

검토주관부서는 계통의 여과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통접속부 또는 잠재

적 우회경로 등의 요소와 운전 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각 공기정화계통에 포함되

는 기기와 각 계통의 지진설계기준에 대해서 검토한다. 공기정화계통의 다중성과 

다중 트레인의 물리적 격리 그리고 각 트레인의 공기 체적 유량(Volumetric 

Airflow Rate)에 대해 검토한다.

  2. 환경적 설계기준, 설계압력 및 차압, 상대습도, 최고 및 최저 온도, 방사선원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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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열기와 습분분리기(Demister) 그리고 전단여과기(Prefilter)와 고성능입자여과기

(HEPA Filter) 등에 대한 기기 설계기준과 검증요건 그리고 적격시험.

여과기와 흡착기의 설치 구조 및 계통여과기와 흡착기 하우징(Housing) 그리고 배

수, 기체상 요오드 제거용 흡착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흡착제의 물리적 

성질 그리고 여과기 트레인에서 흡착기 부분의 설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등에 대한 설계요건, 흡착기 부분의 설계온도 초과 방지대책과 계통 환풍기(또는 

송풍기), 덕트라인, 하우징 등에 대한 설계기준을 검토한다.

  4. 운전 및 보수를 용이하게 해주는 장비와 설비에 반영된 설계조항. 

여과기하우징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설계, 기기간 간격, 여과기 부품들의 배치 및 

고정, 동일 뱅크내 여과기 요소들간의 간격, 시험용 탐침(Probes) 설계, 여과기하

우징의 적절한 조명을 위한 설비 등에 대해 검토한다.

  5. 고성능입자여과기로 들어가는 공기흐름의 분포에 대한 현장시험(Inplace testing).

고성능입자여과기 부분에 대한 DOP(Dioctyl Phthalate) 시험, 활성탄 흡착기 부분

에 대한 기체 할로겐 탄화수소 냉매의 우회누설 시험 등에 대한 설계기준을 검토

한다.

  6. 활성탄소흡착제에 대한 실험실 시험 기준, 적격시험 및 일괄(Batch)시험, 수명기간 

동안의 계통 흡착제 관통량 추정을 위한 실험실 시험용 흡착제 표본을 채취하기 

위한 설비(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현장시험과 실험실 시험 각각에 대한 설비 

및 조건(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공학적 안전설비 공기정화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

계분야 담당 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2.3절에 따라 격납건물 사고완화 계통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6.4, 6.5.2~6.5.5, 15.1.5, 15.4.8, 15.4.9, 

15.6.2~15.6.5, 15.7.4, 15.7.5에 따라 가상사고로 인한 피폭선량 계산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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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있을 경우,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가 공기정화계통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

를 내릴 수 있도록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사고조건하에서 모든 요오드 동위원

소의 여과기부하(load)를 계산한다.

  2.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3.1, 3.3.2, 3.5.3, 3.7.1~3.7.4, 3.8.4, 3.8.5

절에 따라 안전정지지진(Safe Shutdown Earthquake ; SSE), 가능최대홍수

(Probable Maximum Flood ; PMF), 토네이도 비산물 등의 자연현상으로부터 이들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하우징과 지지계통 

(Supporting Systems)의 성능평가에 사용되는 설계분석, 절차, 기준 등에 대한 허

용여부를 결정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과 3.2.2절에 따라 계통기기의 지진등

급 및 품질등급 분류에 대한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9.4.1절에 

따라 주제어실 환기계통, 안전심사지침 9.4.2절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환

기계통, 안전심사지침 9.4.3절에 따라 보조건물 및 방사성폐기물 구역 환기계통, 

안전심사지침 9.4.5절에 따라 공학적 안전설비 하우징 구역에 대한 환기계통을 검

토한다.

  4.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따라 품질보증 분야에 대해 검토 

및 조정의 책임을 진다.

  5.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7.3과 7.5절에 따라 계측관련 분야에 대한 

검토를 책임진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따라 공기정화계통과 관련된 필수

전원 또는 전기제어 케이블을 검토한다.

  6.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8.2절에 따라 전력공급과 전력분배계통에 

대한 검토를 책임진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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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사고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함으로써 가상사고의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공기정화계통 설치가 요구된다. 공기정화계통에 대한 허용기준은 다음의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와 관련하여 사고 및 냉각재상실사

고시 주제어실에 대한 방사선 방호를 통해 LOCA를 포함한 사고조건에서 주제어

실로의 접근 및 거주시 규정된 방사선 피폭 제한치가 초과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와 관련하여 원자로 격납건물로 배

출될 수 있는 핵분열생성물을 제어함으로써 사고후 환경으로 방출되는 핵분열생

성물의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계통이 구비되어야 한다. 또한 그런 계통에 대

한 다중성과 신뢰성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와 관련하여 여과기 프레임 및 덕

트 그리고 배관 등과 같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 주기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공기정

화계통이 설계되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와 관련하여 격납건물 공기정화계

통은 주기적으로 압력 및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와 관련하여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

고 있을 수 있는 핵연료 저장 및 취급계통, 방사성폐기물계통 등이 정상 및 가상

사고 조건하에서 적절한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들 계통은 적

절한 격납설비, 누출억제설비(Confinement), 여과계통 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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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와 관련하여 정상운전 (예상운전과

도상태를 포함) 및 가상사고시 누설될 수 있는 방사능을 감지하기 위해 원자로 

격납건물 공기, LOCA시 재순환을 위한 설비의 설치 공간, 유출물 방출 경로, 발

전소 주변 등에 대한 감시 설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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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공기정화계통의 공기여과기와 흡수설비에 대한 설계, 시험, 보수와 관련한 

Regulatory Guide(이하 “RG") 1.52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 지침을 따름으로써 위에서 

확인된 규제 요건들이 만족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특정 경우에 대해 적절하다면 이 절의 일부 검토절차를 선택하여 그 부

분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하며, 허용기

준을 벗어난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앞서의 II에서 규정한 규제요건에 

따라 허용가능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1. 검토주관부서는 공기정화계통이 필요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발전소 설계를 

검토한다.

  2. 공기정화계통의 설계에 대한 검토주관부서의 검토는 위의 허용기준에 따라 상세

하게 수행된다.

  3. 검토주관부서는 공기정화계통과 관련해서 다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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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계통은 설계기준사고후에도 운전이 가능하며 방사성 물질을 가두어둘 수 있도

록 설계되어 있다.

활성탄흡착제 1g당 2.5mg의 요오드(방사능을 보유하든 보유하지 않든 상관없음) 

설계부하에 근거하여 계통의 설계기준사고후 대기중 핵분열생성물 제거 능력을 

검토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3조, 제41조, 제33

조, 제34조 및 RG 1.52에 따른 설계시, 원소형 요오드와 유기형 요오드의 제거

에 대한 RG 1.52 Rev.2의 표2와 Rev.3의 표1에 주어진 계통효율이 적용되며, 

설계기준사고시 발생하는 입자제거에 대한 99% 계통효율과 적용된 효율은 안

전해석분야 담당 부서가 사고시 전신 및 갑상선에 대한 소외 피폭선량을 계산

할 때 사용된다.

   나. 계통은 공기 전단여과, 수분 제거설비가 있으며, 목탄 흡착에 대해서는 RG 1.52

의 요건을 만족한다.

   다. 계통은 다중성이 있으며, 내진범주 I급 요건에 따라 설계되며, 자동으로 동작될 

수 있으며, 공기유량은 RG 1.52의 2항에 근거한 풍량 이내로 제한된다.

   라. 계측설비는 RG 1.52와 ASME N509-1989의 권고를 만족한다. 계측, 데이터 판독, 

기록, 경보 설비는 표 6.5.1-1에 주어진 최소요건을 만족한다.

   마. 환경설계기준은 설계기준사고후 조건에 근거한다. 방사선원항은 RG 1.3, 1.4, 

1.7, 1.25의 지침과 부합한다.

   바. 흡착기의 목탄이 유실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목탄 트레이와 스크린은 모두 

용접된 구조로 제조된다. 목탄 유실에 대한 상세한 지침은 Bulletin 80-03을 참

조한다.

   사. 습분분리기(Demister), 가열기, 전단여과기, 고성능입자여과기, 설치틀 (Mounting 

Frame), 여과기하우징, 흡착제, 송풍기, 덕트라인, 댐퍼(Damper) 등은 ASME 

N509-1989의 설계 및 검증시험 기준에 따라 설계, 제조, 시험된다. 배수설계와 

기기의 접근성 및 보수 용이성은 ERDA 76-21과 ASME N509-1989의 권고를 따

른다.

   아. 현장시험(Inplace testing)은 ASME N510-1989의 요건 만족 여부를 포함한다. 활

성탄 흡착제에 대한 실험실 시험에 대해서는 ASME N509-1989와 일치 여부를 

허용 기준으로 사용한다.

   자. LOCA후 공기정화계통에 대해서 검토주관부서는 위의 요건들에 대해 다음과 같

은 차이점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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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인구지역 외곽경계에서 LOCA에 따른 장기 피폭선량과 정화배기 피폭선

량(Purge Dose)의 합으로 계산된 피폭선량이 10 CFR 100.11의 지침보다 적

다면 여과기계통은 요구되지 않는다.

       2) 방사성요오드 제염계수가 10 이하이어야 할 경우, 계산한 피폭선량이 10 

CFR 100.11의 지침을 만족하기 위해, RG 1.140에 명시된 고성능입자여과기

와 합성 흡착기에 대한 설계, 시험, 보수 지침을 만족하는 공기정화계통은 

허용한다. 설계목적상 RG 1.140에 제시된 값과 다른 요오드 제염계수를 사

용하였다면, 운전조건 또는 모의조건 (온도, 압력, 습도, 예상 요오드농도, 

유량 등을 포함)에서 수행된 시험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 경년 변

화와 공기중 오염물질에 의한 독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시험자료를 통해 입

증해야 한다.

       3) 피폭선량 계산시 방사성요오드 제염계수를 10보다 큰 값을 사용해야 10 

CFR 100.11의 지침을 만족한다면, RG 1.52 Rev.2 Part C의 2b 및 2c 항목과 

Rev.3 규제입장 3.2 및 3.4를 제외한 위의 모든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4. 만약 신청자가 정상운전중 연간 90시간을 초과하여 대기 기체처리계통(Standby Gas 

Treatment System; SGTS)을 사용하려 한다면, 검토자는 이러한 정도의 사용으로 

인해 LOCA시 SGTS에 대해 요구되는 기능수행이 손상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5. 신청자는 공기정화계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방사성물질을 감시하도록 설비하

였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와 계산(적용가능한 경우)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이러한 결론에 대한 근거를 언

급한다.

   검토자는 가상 설계기준사고후 기체상태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제어하

기 위한 설비와 계측을 포함한 공학적 안전설비 공기정화계통의 설계가 허용 가능하

다는 판단을 내린다. 이 결론은 신청자가 주제어실, 격납건물 그리고 관련 계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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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기정화계통을 구비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

23조, 제33조의 요건을 만족시켰음에 근거한다. 신청자는 공기정화계통에 대한 검사와 

시험계획을 구비하였고, 그리고 이들 계통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을 감시함으

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1조, 제34조의 요건을 만족시

켰다. 이들 규제요건을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신청자는 공기정화계통의 설계가 RG 

1.52의 지침과 산업기술기준인 ASME N509-1989 및 ASME N510-1989를 만족함을 입

증하는 평가결과를 제공하였다. 공기정화계통에 대한 계통 설명서와 설계기준을 검토

하였다. 검토결과, 제시된 공기정화계통이 허용가능하며, RG 1.52 Rev.2의 표2와 

Rev.3의 표1에 주어진 여과기 효율값이 사고해석에 사용되기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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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방사선방호설비”

  6. Regulatory Guide 1.3, "Assumptions Used for Evaluating the Potential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a Loss-of-Coolant Accident for Boiling Water Reactors."

  7. Regulatory Guide 1.4 "Assumptions Used for Evaluating the Potential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a Loss-of-Coolant Accident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8. Regulatory Guide 1.7, "Control of Combustible Gas Concentrations in 

Containment Following a Loss-of-Coolant Accident."

  9. Regul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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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ctors."

 10. Regulatory Guide 1.52,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Post 

Accident Engineering-Safety-Feature Atmosphere Cleanup System Air Filtration 

and Adsorption Units of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11. Regulatory Guide 1.140,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Normal 

Ventilation Exhaust System Air Filtration and Adsorption Uni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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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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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echanical Engineers, 1989.

 14. ERDA 76-21, "Nuclear Air Cleaning Handbook,"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C. A. Burchsted, I. E. Kahn and A. B. Fuller, March 31, 1976.

 15. "Building Materials List,"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16. NRC Generic Letter 80-11, "IE Bulletin No. 80-03, Loss of Charcoal from 

Standard Type II, 2 Inch, Tray Adsorber Cells," January 30, 1980.

 17. NRC Bulletin 80-03, "Loss of Charcoal from Standard Type II, 2 Inch, Tray 

Adsorber Cells," July 1,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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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1-1 공학적 안전설비 공기정화계통에 대해서 요구되는 계측, 판독, 기록, 경보와 

관련한 최소한의 설비

참고 : ASME N509-1989 및 Regulatory Guide 1.52

감지장치 위치 지역(Local) 지시값/경보

사람이 계속 배치되어 있는 제
어판 (주제어실이나 보조 제어
판에 대해 운영기술지침서에서 
사람의 배치를 요구할 경우)

입력단 또는 출력단

습분분리기

전기 가열기

가열기와 전단여과기 
사이의 공간

전단여과기

1차(전단) HEPA

흡착기와 2차(후단) 
HEPA 사이의 공간

2차(후단) HEPA

송풍기

밸브/댐퍼 조작기

침수(Deluge) 밸브

입력 또는 출력 계통

유량률 (지시계)

압력감소 (지시계, 
고경보는 자유 선택)

상태 지시계

온도 (지시계, 고경보 및 
저경보 신호)

압력감소 (지시계, 고경보 
신호)

압력감소 (지시계, 고경보 
신호)

온도 (2단계 고경보 신호)

압력감소 (지시계, 고경보 
신호)

(수동스위치와 상태 
지시계는 자유 선택)

(상태 지시계는 자유선택)

수동스위치, 상태 지시계

유량률 (지시값 기록, 고경보 
및 저경보 신호)

온도 (지시계, 고경보, 저경보, 
트립경보 신호)

압력감소 (지시계값 기록)

온도 (지시계, 2단계 고경보 
신호)

수동스위치, 상태 지시계

상태 지시계

수동스위치, 상태 지시계

전 계통에 걸친 압력감소 합계, 
고경보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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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5.2절 핵분열생성물 제거계통으로서의 격납건물 살수

 검토주관 : 중대사고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격납건물 공기정화 기능수행이 요구될 때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핵분열생성물 제거 

효능을 결정하기 위해 격납건물 살수계통과 살수첨가 또는 수소이온농도(pH) 제어 계

통을 검토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중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핵분

열생성물의 제거 및 제어기능과 관련한 다음 분야를 검토한다.  

  1. 격납건물 살수의 핵분열생성물 제거요건

     신청자가 가상사고후의 방사선학적 영향 완화를 위해 격납건물 대기의 핵분열 

생성물 세정(scrubbing)효능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증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

서의 사고해석, 선량계산 및 핵분열생성물 제거 및 제어에 관련한 절들을 검토한

다. 이러한 사항들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6장 및 15장에 언급되어 있다.  

  2. 설계기준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핵분열생성물 제거기능에 관한 설계기준이 안전성분석보고

서 15장 사고해석에 사용된 분석 가정과 일관성을 갖는지 확인한다.

  

  3. 계통설계

    검토자가 계통의 설계 및 운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부속계통 및 보조계통

을 포함한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설계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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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본 설계개념 기술내용 : 살수계통, 동 계통이 핵분열생성물 세정기능을 수행

하기 위해 요구되는 부속계통, 보조계통, 이러한 계통에 설치된 기기 및 계측기

   나. 관련 배관 및 계장도 

   다. 살수분배 모관(header)의 배치도면 (평면도, 입면도 등)

   라. 격납건물 배치의 평면도 및 입면도

  4. 시험 및 검사

    계통의 성능검증을 위한 사용전 검사와 지속적인 살수계통 작동 가능상태 확인을 

위한 가동중 시험 및 검사의 세부사항이 언급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통설

명서의 내용을 검토한다. 

  

  5. 운영기술지침서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허용 정지시간 및 감시요건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

시된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핵분열생성물 제거계통으로서의 격납건물 살수와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1.1절 및 6.1.2절에 따라 화학첨가제의 

저장요건, 장기냉각 단계에서의 격납건물 배수조와 재순환 살수용액간의 재료적 

양립성(즉 배수조의 건전성) 및 유기 요오드(Iodine)의 형성을 포함한 유기물질의 

분해에 관해 검토한다. 

  2. 중대사고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2.2절에 따라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열 

제거 및 자동 살수 개시 그리고 격납건물 배수조 설계를 검토한다. 또한 안전심

사지침 6.2.5절에 따라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수소 혼합기능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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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핵분열생성물 정화기능에 대한 허용기준은 다음 규제요건에 

근거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의 제1항제2호 : 격납건물 공기정화(cleanup)계통은 사고 후 외부환경으로의 방

사선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격납건물 대기의 핵분열생성물 농도를 저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의 제1항 : 격납건물 공기정화계통은 주기

적인(periodic) 점검 및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

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

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핵분열생성물 제거기능의 설계요건

    격납건물 살수계통은 ANSI/ANS 56.5 요건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만, 

ANSI/ANS 56.5의 요건 중 살수첨가 또는 기타 pH 제어 계통에 대한 요건은 따를 

필요가 없다.

    가. 계통운전

        격납건물 살수계통은 적합한 사고신호에 의해 자동적으로 기동하고, 주입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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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에서 재순환모드로 자동 전환됨으로써 계통의 설계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연속 운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 모든 경우에 운전기간은 2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살수첨가제는 살수용액에 자동 또는 수동으로 주입할 

수 있거나, 격납건물 배수조 안에 저장하여 주입모드 기간내에 용해되도록 할 

수도 있다.

    나. 격납건물 체적의 살수범위

        격납건물 전체 체적이 살수 유효범위가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

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살수액적 낙하거리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살수노즐은 가능한 한 격납건물 상

부에 위치해야 한다.

       2) 살수노즐과 분배모관은 격납건물의 살수 단면적이 가능한 한 크고, 격납건

물에 살수가 균일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격납건물 상부와 

특히 격납건물 라이너 부근 환형부는 될 수 있는 한 살수되지 않는 부위가 

없게 해야 한다.

       3) 살수노즐 위치 및 각도의 배치를 설계함에 있어서 사고후 대기 영향을 고려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격납건물 대기밀도가 최대가 되는 사고후 조건의 영

향을 포함해야 한다.  

    다. 격납건물 대기혼합 촉진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효능은 격납건물 대기의 혼합 정도에 좌우되므로 사고

후 대기혼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설계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라. 살수노즐

        격납건물 살수계통에 사용되는 노즐은 요오드 흡착에 효과적인 크기의 액적

을 생성시키는 동안 막힘(clogging) 가능성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노즐에는 회전날개(Swirl Vane)나 난류발생기(Turbulence Promoter) 등과 같이 

내부에서 움직이는 부품이 없어야 하고, 직경 0.64cm(1/4인치) 보다 작게 유로

를 좁힐 수 있는 오리피스나 내부 저항물이 없어야 한다.

    마. 살수용액

        액체 상태와 기체 상태 사이의 요오드 분리 및 액체의 요오드 보유(retention) 

능력은 용액의 알칼리성에 의해 향상된다. 격납건물 살수계통은 살수용액이 

재질의 양립성 한도 이내로 설계되어야 한다. 사고후 환경에서 요오드 흡착 

및 보유(retention)에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첨가제 등을 포함한 화학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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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살수용액에 의한 요오드 세정(scrubbing)을 인정할 수 있다.

    바. 격납건물 배수조 용액 혼합

        격납건물 배수조는 안전주입수와 살수용액이 잘 혼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상당한 양의 살수 용액이 수집되는 격납건물내 모든 부위에 대해서

는 공학적 안전설비의 배수조로 배수하는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

지 않는다면 배수조의 수소이온농도 및 첨가제 주입량 결정에 있어서 사체적

(Dead volume)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사. 격납건물 배수조 및 재순환 살수용액

        격납건물 살수, 비상노심냉각수, 반응도 제어나 핵분열생성물 제거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모든 첨가제의 주입 종료후에 격납건물 배수조에 집적되는 

수용액의 수소이온농도는 장기적으로 유의할만한 요오드 재휘발(Long-term 

Iodine Re-evolution)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요오드의 장기간 억류(Long-term Iodine Retention)는 예상되는 장기 분리계수

(Long-term Partition Coefficient)에 근거하여 계산된다. 요오드의 장기간 억류

는 일차냉각재와 비상노심냉각수에 의한 혼합 및 희석이 있은 후 배수조의 

평형 수소이온농도가 7.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이 pH 값은 살수 

재순환모드 개시 때까지는 도달되어야 한다.  

    아. 첨가제 저장

        모든 살수 첨가제를 장기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계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

러한 시설은 계통의 설계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첨가제가 발전소 설계수

명기간 중 원자로가 임계에 도달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저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저장시설은 첨가제의 동결(freezing), 침전, 화학

반응 및 분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수산화나트륨 (NaOH) 저

장탱크는 탱크와 배관이 4.5℃(40℉) 미만의 온도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열보온(Heat Tracing)이 필요하다. 또한 외부공기와의 접촉에 따라 성

능이 저하될 수 있는 용액에 대해서는 불활성 충진 기체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단일고장 (Single Failure)

        계통은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살수계통과 그 부속계통, 또는 그 보

조계통의 능동 기기의 단일고장시에 허용기준에서 제시한 모든 요건을 만족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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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험

   설치된 격납건물 살수계통이 효과적인 핵분열생성물 세정 기능을 위한 모든 설계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험에

는 다음 항목의 가동전 확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격납건물 살수 배관 및 노즐에 장애물이 없음

   나. 계통의 요구되는 살수유량 공급 성능

   다. 계통의 살수 첨가제 공급 및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격납건물 배수조 용액

의 적정 pH 도달 성능(필요한 경우)

- 중력에 의한 공급계통과 같이, 배관 준공(as-built)도면에 대해 그 성능이 민

감하게 변할 수 있는 계통들은 전 유량에서 시험을 수행한다.

         

 3. 운영기술지침서 

   원자로 임계시 계통이 그 설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적절한 

운전제한조건, 시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운영기술지침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러

한 운영기술지침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가. 허용할 수 있는 정지시간을 포함한 운전제한조건으로 제시된 계통의 운전성 요

건(모든 능동 및 수동 기기를 포함)  

특히 다음 사항이 상세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 격납건물 살수펌프

- 첨가제 펌프 (설치시)

- 첨가제 혼합장치 (설치시)

- 밸브 및 노즐

- 첨가제 저장탱크의 첨가제 용량 및 농도

- 첨가제 저장탱크의 질소 또는 다른 불활성 충진 기체의 압력

   나. 첨가제 저장탱크내의 첨가제 용량 및 농도가 계통설계시 설정된 제한치 이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첨가제 저장탱크 내용물에 대한 시료채취 및 주기적인 검사

   다. 계통의 능동기기들에 대한 주기적인 시험 및 작동과 필수 배관 및 수동 부품에 

장애물이 없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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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계통에 의한 핵분열생성물 제거율 계산에 적용할 수 있는 허용가능한 모델은 

III.4.다.항의 “핵분열생성물 정화(cleanup)”에 제시되어 있다. 

  사고선량 계산시 격납건물 살수에 의한 핵분열생성물 제거효과를 고려하는 것은 인

정할 수 있지만 안전심사지침 6.2.1.1절과 관련한 격납건물 누설률에 대한 허용기준

과 안전심사지침 6.5.1절의 공학적 안전설비 대기정화계통의 허용기준은 여전히 만

족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본 안전심사지침서에 언급된 사항 중 검토대상 발전소에 해당하는 사항

을 선별한다. 검토 수행시 강조해야 할 절차의 선정은 제출한 자료가 최근에 검토한 

다른 발전소와 유사한지 그리고 안전성에 특히 중요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근거한다. 

   검토자는 격납건물 살수계통이 핵분열생성물 제거 목적에 사용되는가를 결정한다.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핵분열생성물 제거기능을 사고 선량평가시 가정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격납건물 살수계통이 방사선학

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본 안전심사지침에 따

라 검토할 필요가 없다. 만약 격납건물 살수계통이 방사선학적 선량 감소를 위해 사용

된다면 다음 절차에 따라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핵분열생성물 제거기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1. 계통설계

   계통설계에 대한 검토사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핵분열생성물 세정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기와 설계특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가. 살수용액의 화학적 특성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 사고해석에서 살수로 제거될 수 있다고 기술한 요오드의 

형태를 확인한다. 격납건물 살수계통은 원소(분자)형태, 유기화합물 형태 및 입자 

형태의 요오드 제거를 위해 설계될 수 있다. 살수에 의한 다른 입자상 핵분열생

성물의 제거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격납건물 살수로 핵분열생성물 세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살수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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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순환계통, 살수첨가계통 및 붕산수 등과 같은 계통 및 부속 계통들을 파악하고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 그 계통들의 설계를 검토한다.  

     1) 요오드 제거 및 보유(retention)를 위한 화학 첨가제의 효능 확인  

     2) 첨가제 농도가 허용기준에 제시된 범위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첨가제 농도범위

에서의 요오드 제거 및 보유(retention) 효능을 적절하게 입증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첨가제 저장시설, 첨가 라인, 주입 살수용액, 격납건물 배수조 용액 

및 재순환 살수용액의 농도를 조사해야 한다. 비상노심냉각, 격납건물 살수 및 

첨가제 펌프(설치시)가 가장 심각한 조합으로 동작된다고 가정하고 운전조건 

펌프나 밸브의 단일능동고장을 고려한 최악의 농도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검토자는 살수용액 및 격납건물 배수조 용액의 안정성과 화학 첨가제의 부식성, 

고체화 및 침전 거동 등이 해당농도 범위에서 적절히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계통운전

     허용기준의 만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첨가제 첨가를 포함한 계통의 기동시간 

및 기동방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살수의 자동기동은 안전심사지침 6.2.2절에

서 검토한다. 계통운전은 핵분열생성물 제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주입모드에서 재순환모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면 검토

자는 허용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모든 요건, 특히 살수유효범위 및 용액의 수소이

온농도 등에 관련된 요건들이 재순환기간동안 만족되는지를 확인해야한다. 또한 

살수계통 운전개시후 주입모드에서 재순환모드로의 전환은 흡입기능 상실로 인

한 살수펌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화되어야 한다.

  다. 살수분포 및 격납건물 혼합

     격납건물 공간내에 살수유량을 분배하는데 사용되는 살수모관들의 수와 배치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검토자는 살수모관의 배치가 최소유량조건에서 살수시 격

납건물의 전체 단면적이 유효범위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살수 유효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살수액적의 비적(trajectory)에 대한 사고후 격납건물대기 고온, 

고압조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격납건물 자유공간에서 살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격

납건물 배치도를 검토한다. 살수된 부분과 살수되지 않은 부분의 자연대류에 의

한 혼합률은, 두 영역사이에 적절한 유동이 존재한다면, 신청자가 다른 유량값을 

입증하지 않는 한 비살수영역이 한시간에 두 번 역전되는 것으로 한다. 살수가 

격납건물 공간의 90% 이상의 영역을 담당하고 살수되지 않은 부격실 등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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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혼합될 수 있도록 환기계통이 작동 가능하다면 이때의 격납건물 대기는 균

질 혼합된 단일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라. 살수노즐

     살수노즐의 설계를 검토하여 배수조 망(screen)을 통하여 재순환계통으로 들어오

는 파편조각에 의해 살수노즐이 막히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마. 격납건물 배수조 혼합

     격납건물 배수조에서 화학첨가제가 포함되어 있는 격납건물 살수와 첨가제가 포

함되지 않은 물(예를 들면, 쏟아져 나온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냉각수 등)과의 혼합

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핵연료재장전 배수조와 같이 격납건물 내에서 살수에 

노출되어 있으나 재순환배수조로 직접 배수되지 않는 구역들을 고려한다. 검토자

는 배수조용액의 농도 요구치가 적절한 시간간격내에 도달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요오드의 재적출과 관련하여 배수조의 장기 수소이온농도가 위 II.1.사. 허용기준

을 만족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바. 화학첨가제 저장

     첨가제 저장탱크에서의 동결 및 침전을 방지하기 위한 보온장치의 필요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첨가제 저장탱크의 설계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수산화나트륨과 이

산화탄소의 반응에 의해 탄산나트륨이 생성되는 것과 같은 첨가제와 공기의 반

응을 방지하기 위해 저장탱크에 불활성 충진 기체가 공급되는가를 확인한다. 대

안으로, 불활성 충진 기체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자가 보수적인 분석에 의

해 타당성을 확인한다.  

  사. 단일고장

     열림고정(locked open)이 아닌 밸브의 오작동을 포함한, 계통의 능동부품의 단일

고장을 가정하여 계통도를 검토한다. 이 경우 살수 용액의 완만한 주입이나 급속

한 주입을 야기할 수 있는 조건들을 고려하여 핵분열생성물 제거 기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2. 시험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적절한 시험을 통한 설계 기능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격

납건물 살수계통의 설계개념 및 제시된 시험 등을 검토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계통과 부품에 대해 제시된 시험을 검토하여 그 시험들을 통해 설치된 계통이 가

상사고시 효과적인 핵분열생성물 제거를 위해 필수적인 모든 기능(그 계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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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내용 및 평가내용에 설정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

한다.  

 3. 운영기술지침서

   계통이 설계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고 원자로 임계상태에서 작동 가능상태를 유지

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한다. 

  가. 운전제한조건(LCO)

     운전제한조건은 격납건물 살수펌프, 모든 관련 밸브 및 배관, 적정량의 첨가제를 

포함한 첨가제 저장탱크, 계량(metering)펌프(설치시) 및 혼합장치 등의 운전가능

성을 요구해야 한다.  

  나. 시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첨가제 저장탱크, 펌프(설치시), 배관 및 밸브들을 포함

한 계통의 가동전 시험이 요구된다. 특히, 가동전 시험에서는 설치된 계통이 안

전성분석보고서 15장의 선량평가에서 가정된 설계여유도내의 농도를 가진 모든 

첨가제 용액이 잘 혼합되어 주입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모든 능동부품에 대한 주기시험 및 작동시험에는 살수펌프, 계량펌프(설치시) 

및 밸브들에 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필수적인 살수 및 살수

첨가 배관과 수동 혼합장치 등과 같은 수동부품들은 주기적으로 작동에 장애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첨가제 저장탱크의 내용물은 농도가 제한치를 만족하는가 

여부, 농도 불균형 유무 및 침전물 생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채

취하여 분석해야 한다.  

 4. 핵분열생성물 제거능력 평가

   가상사고후 격납건물살수에 의한 방사선량의 완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핵분열 

생성물 제거 효율을 계산한다. 이 계산을 위해 사용된 수학적 모델은 전술한 검토

절차를 반영한다. 이러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갖는다.  

  가. 격납건물 대기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양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4의 분석 가정 중 적당한 것을 선정하여 구한다. 또한 격납건물 내부 대기 중 

핵분열생성물량은 격납건물 구조물 내부표면으로의 부착, 살수 및 기타 공학적 

안전설비의 작동에 의한 제거, 방사성 붕괴, 격납건물 외부로의 누출 등에 의해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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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G 1.4의 규제입장 C.1의 값이 핵분열생성물 제거계산에 사용된다면 II.4.다

에 기술된 것과 같이 벽에 부착된 것(deposition by plateout)은 추가적인 제거 기

구(mechanism)로 고려될 수 없다. 벽에 부착된 것은 이미 RG의 값에 고려되었

다. 

  나. 살수에 의한 격납건물 대기로부터의 핵분열생성물 제거는 1차 제거과정

(first-order removal process)으로 간주한다. 각 격납건물 살수 범위에서의 제거

계수 λ를 구한다. 시간에 따른 벽면 부착에 의한 제거계수도 계산한다. 살수 제

거와 벽면 부착에 의한 제거계수는 서로 합한다. 제거계수 λ는 선량평가를 위

한 전산코드의 입력자료로 사용된다. 

  다. 핵분열 생성물 정화모델

     검토자는 살수계통에 의해 세척될 수 있는 격납건물 내부 표면적, 단일고장을 고

려한 용적 유량, 액적의 평균 낙하거리 및 액적의 질량평균직경(mass-mean 

diameter) 등을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평가한다. 격납건물 살수계통

의 효능은 살수계통이 동작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화학적, 물리적 현상을 고

려하여 추정한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고 있는 모델을 각 경우별로 검토한다. 

상세한 모델이 없는 경우 다음의 단순화 모델이 사용될 수 있다. 

        화학적 동특성을 고려한 전산모의와 실험결과들은 살수용액에서 요오드의 농

도가 분자형 요오드 증발기체(vapor)에 대한 살수 효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

임을 보여준다. 실험결과, pH가 5보다 낮은 상태에서 용존 요오드가 없는 살수가 

원소상 요오드(elemental iodine)의 세정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

고후 재순환모드에서의 배수조 용액과 같은 용존 요오드를 포함하고 있는 살수

는 용액이 산성이 되면 요오드의 재휘발이 일어날 수 있다. 살수용액의 화학 첨

가제는 부유 입자 제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용존 요오드가 없는 살수용액으로 살수(초기살수)시 원소상 요오드 제거 

 주입기간동안 벽면 침착에 의한 원소상 요오드 제거는 다음 식에 의해 추정

될 수 있다.

          

        여기서 λw는 벽면 침착에 의한 1차 제거상수이고, A는 살수에 의해 젖은 표

면적, V는 격납건물 실제 자유체적이고, Kw는 물질이동상수이다. 만약 Kw가 

4.9 m/h라면 사용가능한 실험자료는 보수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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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입기간동안 원소상 요오드에 대한 살수제거효율은 초기 용액의 살수표

면적에 대한 격납건물 대기의 비율로 나타난다. 격납건물 대기 기체의 단위체

적으로 표시되는 용액 표면적율은 6F/VD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F는 살수 

펌프의 체적유량, V는 격납건물 자유체적이고, D는 살수액적의 질량평균직경

이다. 살수에 의한 1차 제거상수는 다음 식으로 구해질 수 있다. 

               



        여기서 Kg는 기체상 질량이동계수, T는 액적의 낙하시간으로서 평균 낙하거리

에 대한 질량평균 액적의 최종속도의 비로 구해진다. 만약 살수효율 계산에 

잘 혼합된 액적모델이 사용된다면 위의 식은 1차 근사식으로 표현된다. 위의 

표현식은 λs가 시간당 10 이상에서 적용 가능하다. λs는 pH 5의 붕산수 용

액의 기존자료의 범위를 넘는 외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간당 20까지로 제한

한다.  시간당 10 미만의 λs 값에 대해서는 좀 더 정교한 표현식을 사용한 

분석이 권고된다.

     2) 재순환 모드시 원소상 요오드 제거

        주입모드 종료시점에서의 배수조 용액에는 격납건물 대기와 노심에서 세정된 

핵분열 생성물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용액이 산성이라면 배수조 용액에 의해 

흡수된 방사선은 요오드 분자와 요오드 이온의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많

은 양의 과산화수소를 생성하고, 원소상 요오드의 재휘발이 가능해진다. pH가 

7 이하인 배수조 용액에서 요오드 분자 기체는 격납건물 대기로 빠져 나가는 

것을 보수적으로 가정해야 한다.

           분자상 요오드의 분리계수에 대한 정보는 참고문헌 16, 17, 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수조 용액과 격납건물 대기간의 요오드 평형 분리는, 격납건물 대

기와 배수조 용액에서 가능한 온도 범위를 고려하여, III.1.가.(1)에서 결정되는 

극한 첨가제 농도에 대하여 조사된다. 검토자는 사고후 격납건물 환경에서 가

능한 알려져 있는 모든 산과 염(알칼리 토족 및 알킬 금속 산화물, 질소와 물

의 가수 분해에 의한 질산, 알카리 염)의 근원을 고려해야 한다. 최소 요오드 

분리계수는 최종 요오드 제염인자(factor)의 근거로 활용한다.

     3) 유기 요오드

        보수성을 위해 격납건물 살수 및 벽면 침착에 의한 유기 요오드의 제거는 고

려하지 않는다. 방사화 분해에 의한 메틸 요오드의 분리는 모의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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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방사화합물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유기 요오드의 제거를 위한 

공학적 안전설비는 각 경우별로 검토한다.

     4) 입자

        입자에 대한 1차 제거계수(first-order removal coefficient) λp는 다음 식으로 

추정될 수 있다. 

 


        여기서 h는 살수 액적의 낙하거리, V는 격납건물 자유체적, F는 살수유량이

고, E/D는 무차원 수집효율 E와 평균 살수액적 직경 D의 비율이다. 입자 물질

의 제거는 입자 및 살수액적의 상대 크기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이 

변수들은 결합해서 생각하는 것이 편리하다(참고문헌 14). E/D 값은 초기에는 

미터(meter)당 10으로 가정(즉, 직경 1mm의 살수액적에 대하여 효율을 1%로 

가정)하고, 에어로졸 질량이 1/50로 감소된 후에는 미터당 1로 가정(부유질량

의 98%는 나머지 2%보다 10배 빨리 제거된다는 가정)하는 것이 보수적이다.

  라. 요오드 제염인자 (DF)는 격납건물내 최대 요오드농도를 제염 후 특정시간에서의 

격납건물 대기 요오드 농도로 나눈 비율로 정의한다. 격납건물 살수계통에 의한 

격납건물 대기에서의 제염인자는 다음 식으로 구해질 수 있다.

                                  



      여기서 H는 유효 요오드 분리계수(effective iodine partition coefficient), Vs는 격

납건물 배수조 및 배수조 유출유량(overflow)의 체적이고, Vc는 격납건물 자유체

적이다. 원소상 요오드제거에 대한 살수효율은 제염인자가 최대가 되는 시점에

서 종료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값은 200을 초과할 수 없다. 원소상 요오드제

거에 있어서 살수 효율은 LOCA 후 원소상 요오드의 최대 DF 값에 도달하는 시

점에서 추정한다. 유기 요오드 및 입자상 요오드의 제거 과정은 원소상 요오드

와 현격하게 다르고, 제거에 걸리는 시간도 훨씬 느리기 때문에 유기 요오드 및 

입자상 요오드의 DF 값에 대한 제한치를 둘 필요는 없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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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

서를 작성한다.

  

   제시된 계통이 근거하고 있는 개념이 사고후 조건에서 요오드의 흡착 및 보유에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제시된 계통설계는 이 개념을 타당하게 적용하였다. 계통은 

단일고장시 그 안전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품 및 특성상 다중성을 적절히 제공하

고 있다.   

   살수계통에 대해 제시된 가동전 시험, 운전중 시험 및 감시, 그리고 운전제한 조건

을 통해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요오드 세정 기능이 사고평가시 가정된 효율성을 충분

히 만족한다.

   검토자는 핵분열생성물 정화계통으로서의 격납건물 살수계통은 가상 냉각재상실사

고후 요오드 제거기능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 계통의 주기적 검사 능력 및 계

통의 주기적 시험 능력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허용가

능 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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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 절 핵분열생성물 제어계통 및 구조물

검토주관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검토분야

핵분열생성물 제어계통 및 구조물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 선량계산의 수학적 모델 개발의 기준 어떤 주요한 변수값

이 사전에 설정된 제한치 이내에 있는지 확인 모델에 있어서 중요한 가정 사항의 

적용성 확인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환기계통의 기능적 성능을 

확인한다 안전심사보고서 장의 방사선학적 영향계산에 사용되기 위해 정립되어야 

하는 변수와 그 기능이 검토되어야 하는 계통들을 아래에 요약하였다 이중 많은 분야

가 원자로 사고결말평가 특히 설계기준 격납건물 성능 및 환기 성능 검토 책임 부서

에서 검토된다

일차 격납건물의 설계

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일차 격납건물의 특성 

격납건물 격리시간 및 방법

운영기술지침서에서 격납건물로부터 배기나 진공 방출 또는 격납건물 퍼지

를 운전중 허용할 경우 격납건물 격리 이전과 격리 이후의 누설률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주어진 재순환 특성에 따라 가정되어야 하는 총 체적 

및 혼합 체적

사고후 환기에 사용된 공학적안전설비 여과기의 효율성

앞에서 언급한 각각의 격납건물 설계 및 운전 특성은 정상 운전중 및 사고결과

에 따라 방출되는 방사성 핵분열생성물의 양에 영향을 준다

나 부압 운전 감압수조와 같은 감압기기나 격납건물 열제거에 의한 선량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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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기능은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절에 기술되어 있다

감압기기의 동작은 격납건물 압력 및 누설률 뿐만 아니라 핵분열생성물의 이

송 및 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차 격납건물의 설계

가 격납건물의 형태 즉 금속 벽널 및 보강 콘크리트 안전성분석보고

서 절 참조

이차 격납건물 구조의 형태는 외부여과 및 기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나 물리적 배치 즉 완전히 일차 격납건물을 둘러싼 체적 이차 격납건물 경계를 

결정짓는 도면이나 평면도 정화계통에 의해 관장되는 지역의 확정 안전성분석

보고서 절 참조

어떤 지역이 이차 격납건물 부분으로 간주되는가에 대한 정보는 선량계산의 수

학적 모델 설정에 필수적이다

다 핵분열생성물 제거 또는 억류 계통의 설계 즉 각 계통에 의해 관장되는 구역

각 계통의 배관 및 계기 도면과 작동성 송풍기 유속 재순환율 여과기 위치 

및 효율 계통의 다중성 기동 신호 대기압 이하로 국부 압력을 감소시키는 시

간 덕트의 위치 안전성분석보고서 절 참조

검토자는 각 계통이 가상 설계기준사고 발생후 핵분열생성물 누출을 감소시키

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책임이 있다 핵분열생성물 여

과계통의 정보는 선량계산을 위한 그 계통의 모델에 필요하다

라 일반적인 설계특성 즉 정상운전중의 부압 내부 자유체적 및 혼합지역 누설률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절 참조

이런 변수들 선량계산을 위한 수학적 모델 개발에 필요하다

공학적 안전설비 환기계통 설계

핵분열생성물 제어에 사용되는 환기계통과 사고 조건에서 부압 유지 능력 안전성분

석보고서 절 참조

검토연계분야

본 절에 관련되는 다른 안점심사지침 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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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및 에서 격납건물 압력 거동 및 혼합분율 양의 압력 기

간 및 격납건물 누설율 등이 검토된다

안전심사지침 에서 설계기준사고후 차 격납건물 구역 압력을 확인하고 우회

누설유로를 조사하기 위한 압력과도 현상을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에서 환기계통에 대한 내진설계 및 품질 그룹에 대한 검

토가 수행된다

안전심사지침 하에서 배기계통과 관련된 여과기 설계의 기능적 성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참조된 안전심사지침 해당 절에는 구체적인 허용기준과 검토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허용기준

규제요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의 가상사고 발생후 환경으로의 

핵분열생성물을 방출을 제어하도록 격납건물 대기 정화계통이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 주기적 검사가 가능하도록 격납건

물 대기정화계통이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 적합한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격

납건물 대기 정화계통이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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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의 관련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일차 격납건물

소량의 누설률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신뢰도가 부여되는 일차 격납건

물의 설계 누설율은 일 이하이면 안된다 냉각재상실사고후 격리 이전 및 

이후의 방사성 물질 방출로 야기된 선량 계산치가 안전성분석보고서 장의 관

련 절에 따라 의 선량지침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 조 을 초과하지 않도록 격납건물 격리 방법 및 시간이 정해져야 한다

일차 원자로 격납건물과 관련 계통은 주기적 검사와 기능 시험이 수행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이차 격납건물

어떤 구조물이 핵분열생성물을 제어하는 이차 격납건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일차 격납건물을 완전히 둘러싸야 하며 비록 여과되지 않은 누설 가 

발생하더라도 설계기준사고에 대하여 계산된 피폭보다 부지 경계에서 피폭이 

작음을 보장하도록 확산이 충분히 일어나는 풍속에 이르기까지 모든 풍속 조건

하에서 주변 지역보다 최소한 수압 인치 의 부압을 유지해야 한다

사고후 유출물의 수집 및 제어를 위한 여타의 핵분열생성물 제어 구조물을 승

인할 지 여부는 각 경우별로 안전해석 담당부서와 구조 해석 담당부서의 자문

에 따라서 결정된다 안전심사지침 절에 따라 방사선 방호 담당부서에 의

해 계산된 소외선량이 의 선량지침을 만족하고 가동전검사 및 관련 

기술지침서가 허용가능하다면 그 구조물의 누설률 및 여과율은 허용된다

기타 기준은 재순환계통의 흡입 및 귀환 헤더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이

들 헤더는 가능한 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귀환 헤더는 이차 격납건

물내에 폭 넓게 배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배치하는 목적은 귀환 유체가 계통의 

흡입구에 다시 유입되기 전에 이차 격납건물내에서 어느 정도의 혼합을 일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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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기 위함이다

계통을 합리적으로 배치했을 때 최고 까지의 혼합을 가정할 수 있다 그 이

상의 가정은 검토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신청자가 관련자료 제출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흡입과 귀환 헤더간의 간격은 각 경우별로 검토

된다 일부 설계에서는 혼합을 이하로 조정하고 있다 입구 및 출구 헤더의 

입구들이 골고루 분포 배치되었거나 혹은 이들 헤더중 하나의 입구들이 골고루 

분포 배치되었고 다른 쪽은 격납건물 상부에 있는 경우 입구와 출구 헤더 사이 

및 사이 체적의 정도의 혼합 가정을 허용하는 것이 

과거의 관행이었다

다 부분적 이중 격납건물

부분적 이중 격납건물의 핵분열생성물의 보전 및 제거 기능을 신뢰하기 위해서

는 이차 격납건물의 요건을 똑같이 만족시켜야 한다 부분적인 핵분열생성물 제

어 구조물에 의해 제어될 것으로 생각되는 누출물의 비율은 각 경우별로 담당

부서의 자문을 거쳐 결정된다

라 기타 핵분열생성물 제거계통

안전심사지침 절에서 평가된 격납건물 살수계통이나 이

하 에 기술된 여과 및 흡착 장치와 같은 기타 계통에 

의한 핵분열생성물 여과 및 흡착을 신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타당성 입증은 

핵분열생성물 제거 및 억제 과정에서 주요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수들을 기

술하는 분석적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에서 특정 사안에 적합하도록 해당 부분을 선택한다 본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확인된 허용기준에 기초한다 본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사

항에 대해서는 제안된 대안이 어떻게 본 소절 에 제시된 요건을 만족시키는 허용가

능한 방법이 되는지에 대한 사업자 평가를 검토한다

일차 격납건물의 설계

가 검토자는 일차 격납건물의 전반적인 설치 및 예상된 성능에 익숙해지기 위해

서 일차 격납건물의 설계를 파악한다 설계 누설률 격납건물 격리 전 제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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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통의 누설률 격납건물 자유 체적 내부 핵분열생성물 정화계통 등에 대

한 설계 특성과 변수를 확인해야 한다 표 참조 내부 핵분열생성물 정

화계통 있다면 의 성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참조

나 사고후 격납건물 압력의 과도상태 반응을 검토해야 한다 과거 가압경수로의 

사고후 격납건물 설계누설률은 하루에 로 감소된다 

참조 검토자는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와 공동으로 모델의 가정이 각각의 검

토 경우에 대해서 유효한 지 확인한다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사고후 일 

이내에 대기압 이하로 압력이 감소하게 설계된 격납건물이 실제로 그렇게 되

는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한다

이차 격납건물 및 다른 핵분열생성물 제어구조물의 설계

가 선량 계산을 위한 이차 격납건물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차 격납건물 설계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구조물이 일 이상의 누설률

을 나타내면 여러 가지 풍속 조건에서 이차 격납건물 구역의 심각한 비여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했는지 확인한다 각 구역에 대하여 예상된 누설

률을 유의하여 표 참조 누설률이 일 보다 적다면 제안된 누설 

시험의 정확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까지 이차 격납건물의 누

설률이 일보다 적은 발전소를 검토한 적은 없었다 실제로 경험상 

일의 누설률은 성취하기 힘들다

나 이차 격납건물 및 기타 핵분열생성물 제어 구조물의 경계를 결정한다 대개 

이차 격납건물의 경계는 하나 이상의 구역 즉 차폐건물 콘크리트 이나 일차 

격납건물을 수용하는 건물 금속 벽널 보조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비상노심냉

각펌프실 등 로 구성된다 이들 구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환기계통에 의해 

관장된다

기타 핵분열생성물 제어계통

가 차폐건물 또는 둘러싼 건물과 일차 격납건물 사이의 환형 공간 구역은 정상운

전시 진공배기계통에 의해 부압으로 유지된다 이 계통은 정상운전중 사용되

므로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보조계통으로 기술될 것이다 배기계통은 이차 격

납건물의 일부인 보조건물 구역도 담당하지만 만약 이들 구역이 정상운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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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압으로 유지된다면 대개 보조건물 환기계통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진공배기

계통과 보조건물 환기계통의 능력은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의 검토범위에 속

한다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진공배기계통과 부속건물 환기계통의 능력 및 

설계기준사고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풍속과 운전 모드하에서 충분한 여유

도로 부압을 유지시키는 계통의 능력을 확인한다 검토자는 계통이 설계기준

사고후 부압을 유지시킬 능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적합한 부압차

또는 인치 수두 가 사고후 초 이내에 달성되면 선량모델에서 정

압 기간을 가정할 필요는 없다 이차 격납건물 구역내의 모든 정압 기간은 사

고에 따른 직접적인 외부 누설 기간으로 간주되고 여과기나 재순환계통을 신

뢰하지 않는다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정압 기간을 검증한다

나 사고후 부압차 유지에 사용되는 배기 계통은 각각이 작용하는 구역의 비누설

율과 보수적으로 계산된 열부하에 대한 부압기준을 만족시키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신청자는 이 효과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여야 한다 안전해석분야 담당부

서는 압력거동에 관한 분석을 검토한다 배기계통과 관련한 여과기 설계의 성

능을 안전심사지침 절에 따라 방사선 방호 담당부서에서 검토한다 사고

후 대기 정화를 위한 여과 및 흡착 계통의 설계기준은 에 제시

되어 있다 검토자는 여과기 계통 효율에 관해 방사선 방호분야 담당부서에 

자문을 구한다 배기계통의 일반적인 설계는 여러가지 설계 방식중 하나이다

공통되는 설계는

활성탄과 고성능입자여과기 를 통한 직접배기 이들 구역으로의 일

차 격납건물 누설은 여과되는 구역내에서 혼합이나 정체 현상없이 직접 여

과기에 도달한다고 가정된다

유입유량이 분기된 재순환계통 일부는 여과기를 통해 배기되고 일부는 구

역내로 재순환 이 구역으로의 일차 격납건물 누출은 재순환 송풍기의 흡

입구로 직접 유입된다고 가정된다 여기서 누설량의 일부 전체유량중 배기

유량의 비 는 여과기를 통해 배기되며 그 나머지는 재순환 구역으로 돌아간

다고 가정한다 송풍기에서 흡입구로 직접적인 유로가 형성되지 않음을 확

인하기 위해 계통의 흡입 및 귀환 헤더의 배치를 검토한다 헤더를 합리적

으로 배치하였다면 재순환 계통에 의해 이차 체적으로 귀환된 핵분열생성

물에 대해 구역의 내의 혼합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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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순환 계통의 기타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가 재순환 배관속의 여과기

나 재순환 배관과 배기관 속의 여과기

다 부압을 수 센티미터 게이지 수두로 감소시키기 위한 높은 배기유량 그

리고 나서 얼마동안은 재순환하는 배기량이 없음

다 부압을 유지하는 체적에 대한 송풍기의 용량은 재순환유량에 대한 배기 유량

의 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상 이차 격납건물 구조물은 

신청자가 예상하는 것 예상치의 배 보다 더 누설이 되며 이를 고려하기 

위한 시험 결과에 따라 송풍기 배기유량이 증가되었다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체적에 대해 동일한 유량이 예측될 경우 부압차가 두 체적에서 

똑같다고 믿기 어렵다 유량 부압차 및 체적을 유의하여 선량 계산전에 검증

을 위해 적절한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검토자의 자문을 압력 반응에 대해서

만 받는다

라 배기되는 체적 계통 운전 송풍기 유량 및 여과기 효율성을 결정하기 위해 계

통들이 검토된다 모든 신청자의 주장이 본 안전심사지침 표 에 기재된 

대로 검토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일차 격납건물로부터 각 체적으로의 누

설률은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정보의 완벽성 운영기술

지침서 및 검사방법의 적합성 및 비내진 배관 및 덕트의 파손을 고려한 이차 

격납건물 부압의 유지 및 건전성이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에 의해 확인된다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검토

와 계산 수행하였다면 이 검토자의 안전성평가보고서에 포함될 다음 종류의 결론을 뒷

받침하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그 결론의 근거를 기술한다

설계기준 로 파생되는 소외선량의 완화를 위한 핵분열생성물 제어계통 및 

구조물이 검토되었다 검토는 신청자가 제안한 설계지침과 각 계통의 설계기준 및 

그 적합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또한 핵분열생성물 제어계통의 설계가 제안

된 설계지침을 따르는가와 신청자의 분석방법이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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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의 허용근거는 핵분열생성물 제어계통 및 관련 보조계통에 대한 신청자의 

설계 설계기준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조 검토자

의 기술적 입장 그리고 산업기술기준을 만족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표 및 표 에 제시된 변수들이 안전심사지침 절에 규정된 

후 선량계산에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핵분열생성물 제어계통 설계를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검토자는 핵분열생성물 제어계통 및 구조물이 허용가능하며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조의 관련 요건을 만족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참고문헌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 원자로 격납건물 등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 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 원자로제어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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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3-1  일차 격납건물 변수들

자 료  설 명 변 수  수 치

1. 구조의 형태

2. 일차 격납건물 설계 누설율

3. 체적당 우회 누설비

4. 일차 격납건물 자유 체적

5. 일차 격납건물 부압 운전

6. 일차 격납건물 내부 핵분열 생성물 

제거계통

  가. 여과기 계통

  나. 기타 계통

7. 일차 격납건물 제거/배기 운전

  가. 정상운전동안의 누설율

  나. 밸브 배열

  다. 격납건물 격리 이전의 제거/ 

배기계통을 통한 사고 누설

표 6.5.3-2  이차 격납건물 변수들

자 료  설 명 변 수  수 치

1. 각 2차 격납건물 지역에 대해:

  가. 구조의 형태

  나. 자유 체적

  다. 혼합률

  라. 설계 누설률

  마. 환형공간 넓이 (적용될 경우)

2. 각 환기계통에 대해:

  가. 총 재순환 유량

  나. 배기 유량

  다. 여과기 설치장소

  라. 여과기 효율

  마. 헤더 설치장소

  바. 사고 동안의 운전에 관한 시간 추이 또는

  사. 정상운전동안 사용될 경우 사고전의 계통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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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6절 KEPIC 코드등급 2 및 3 기기의 가동중검사 및 시험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가동중검사 계획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와 제63조, 원자

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제2012-23호, “안전

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KEPIC-MI 또는 이와 상응

되는 ASME Sec. XI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동중검사(ISI)에는 KEPIC-MI, MIC-2200 

및 MID-2200에서 요구하는 원자력발전소 초기 시운전 이전에 실시하는 가동전검사

(PSI)가 포함된다.

    가동중검사 계획과 관련 있는 다음의 분야를 검토한다.

  1. 검사대상 기기

모든 KEPIC 코드등급 2 및 3 기기가 가동중검사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을 검토한다. 

  2. 접근성

신청자가 계통 접근성에 대한 KEPIC-MI, MIA-1500 "접근성"의 규정을 계통 배치 

및 설계에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면을 포함한 서술내용을 검토한다.

  3. 검사범주 및 방법

     KEPIC-MI, MIA-2000, MIC-2000 및 MID-2000 “비파괴검사 및 가동중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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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고 있는 검사범주 및 검사방법을 검토한다.

  4. 검사주기

안전성분석보고서와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되어 있는 항목을 KEPIC-MI, MIA- 

2000, MIC-2000 및 MID-2000의 요건과 비교 검토하여 계획된 검사가 정해진 검사

주기 동안에 수행될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한다.

  5. 검사결과 평가

보수절차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KEPIC-MI, MIA-4000, “보수/교체 활동”을  따

르고 있는지 확인한다. 검사결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여 KEPIC-MI, 

MIC-3000 및 MID-3000, “합격표준”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한다. 어떤 요건에 대

한 해당 KEPIC 코드 요건이 제정 중에 있을 때에는 KEPIC-MI, MIB-3000, “합격

표준” 또는 KEPIC 코드의 후속 제정 본 요건과 같은 적절한 대체 규정을 신청자

는 제안하여야 한다.

  6. 계통압력시험

누설 및 구조적 취약 징후를 주기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수압시험 계획이 

KEPIC-MI, MIC-5000 및 MID-5000, “계통압력시험”을  따르고 있는지 검토한다.

  7. KEPIC 코드면제

KEPIC-MI, MIC-1220 또는 MID-1220, “비파괴검사 면제 대상기기” 에서 허용하

고 있는 KEPIC-MI 코드면제를 검토한다.

  8. 검사 요건에 대한 완화요청

기기의 설계, 형상 및 제작 재료의 한계로 인하여 비실용적인(impractical) 것으로 

판단되는 KEPIC-MI 검사 요건에 대한 완화요청(relief request)을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제2012-23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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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ASME Code Case 

신청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가동중검사 관련 ASME Code Case는 사안별로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KEPIC 코드등급 2 및 3 기기의 가동중검사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나사고정구의 건전성확인 프로그램의 적합성은 안전심사지침 3.13절서 검토한다. 

  2. 계통 및 기기의 등급분류가 품질그룹분류지침 및 관련 규제요건에 따라 적절히 

분류되었는지는 안전심사지침 3.2.2절 및 5.2.1.1절에서 검토한다.

  3.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코드등급 1 기기에 관한 가동중검사 계획은 안전심사지

침 5.2.4절에서 검토한다.

  4. 증기발생기 세관의 가동중검사 계획은 안전심사지침 5.4.2.2절에서 검토한다.

  5. 용수계통의 감시, 시험, 검사, 및 유지보수에 대한 발전소 프로그램은 안전심사지

침 9.2.1절에서 검토한다. 용수계통의 가동중검사 및 시험은 본 프로그램에서 검

토한다.

  6. 가상 배관파단 면제 설계를 고려한 격납건물 격리밸브 사이의 고에너지 유체계통

의 강화 가동중검사 프로그램은 안전심사지침 3.6.2절에서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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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에

는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구조적 건전성 등을 수

명기간 동안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따른 시험·감시·검사 및 보

수가 가능하게 설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주요 안전기기의 적절한 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설계는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를 따른다.

  3. 계통의 구조적 건전성, 누설밀봉(leak tightness) 및 계통 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를 따른다. 

  4. 계통의 건전성과 기능 수행능력(capability)을 보증하기 위해, 원환면(torus)과 분사

노즐과 같은 주요 기기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의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를 따른다.

  5. 적절한 압력시험 및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의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를 따른다.

  6. 필터 프레임(filter frame)과 덕트(duct)와 같은 기기의 적절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격납건물 공기정화계통(containment atmospheric clean up system)의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를 따른다.

  7. 팬, 필터 및 댐퍼(damper)와 같은 능동기기의 구조적 건전성, 작동성(operability) 

및 성능(performance)을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압력시험 및 기능시험이 가능하

도록 하는 격납건물 공기정화계통의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41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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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열교환기와 같은 주요 기기들을 적절한 주기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냉각수

계통의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를 따른다.

  9. 기기의 구조(structure)와 누설밀봉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압력시험 및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냉각수계통의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를 따른다.

 10.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에

는 안전 관련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 및 성능을 설계시 가정하고 의도

한 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의 중요도를 고려한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계

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

용에 관한 지침”에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기술기준

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에

는 안전관련 설비의 성능 및 재질이 취약화되는 정도를 감시·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3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

한 규정”에는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하여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

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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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검사대상 기기

가동중검사 계획의 대상인 KEPIC 코드등급 2 및 3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신청자의 정

의가 등급분류체계 또는 KEPIC-MN, MNA-2000에 있는 정의와 일치하면 타당하다. 

신청자의 코드등급분류가 기기의 등급분류에 관한 안전기준을 만족시키는지의 여

부는 안전심사지침 3.2.2절에서 검토한다. KEPIC-MI와 다른 검사요건이 특정항목

에 적용될 경우 가동중검사 요건을 포함하여 그 항목에 관하여 명확히 식별되고 

기술되어야 한다. 코드등급 2 또는 3의 항목에 대하여 KEPIC-MI의 요건보다 엄격

하지 않은 예외사항은 적절히 규명되어야 한다.

  2. 접근성

KEPIC-MI, MIC-2000 및 MID-2000에 규정된 주기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clearance)을 확보하고 있다면 KEPIC 코드등급 2 및 3 계통의 설계 

및 배치는 타당하다. 계통기기의 설계 및 배치는 KEPIC-MI, MIA-1500에 따라 적

절한 공간이 유지된다면 만족된다. 정상운전 중에 검사되어야 하는 계통에 대해서

는 특별한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3. 검사범주 및 방법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규정된 검사범주 및 요건이 KEPIC-MI, MIA-2000, MIC-2000 

및 MID-2000의 기준을 만족하면 타당하다.  모든 검사대상 부위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검사범주에 속해야 하며 최소한 규정된 범위는 검사되어야 한다. 

다음 기준을 만족시키면 가동전 및 가동중검사에 사용되는 검사 기법 및 절차는 

타당하다.

가. 육안검사, 표면검사, 체적검사의 방법, 검사기법, 절차는 KEPIC-MI, MIA- 

2000을 따른다.

나. 위 항목 가에 대한 대체 검사방법, 여러 방법의 혼용, 새로 개발된 기술은 그 

결과가 동등하거나 또는 더 우수하다면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체 검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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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합격기준이 KEPIC-MI, MIC-3000 및 MID-3000 에 제시되어 있다.

다. 초음파탐상검사 요원의 자격인정에 관한 방법, 절차, 요건은 KEPIC-MI 부록 

VII(초음파탐상검사원 자격인정)을 만족해야 한다.

라. 결함검출 및 크기측정에 사용되는 초음파탐상검사 절차, 장비 및 검사원에 

대한 기량검증 요건은 KEPIC-MI 부록 VIII(초음파탐상검사 시스템에 대한 기

량검증)을 만족해야 한다.

  4. 검사주기

매 10년의 검사주기 동안에 KEPIC-MI, MIA-2000, MIC-2000 및 MID-2000 에서 요

구하는 검사 및 압력시험이 완료된다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가동중검사 계획은 

타당하다.

  5. 검사결과 평가

검사결과 평가방법이 KEPIC-MI, MIC-3000 및 MID-3000을 따르고 있는지 검토한

다. 만약, 해당코드가 제정 중에 있다면 KEPIC-MI, MIB-3000을 적용해야 한다. 보

수절차서는 KEPIC-MI, MIA-4000을 따른다면 타당하다.

  6. 계통압력시험 

KEPIC 코드등급 2 및 3 계통의 압력시험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계획이 

KEPIC-MI, MIC-5000 및 MID-5000의 기준을 만족한다면 타당하다.

  7. 가상 배관파단 방지를 위한 강화 가동중검사

 격납건물 격리밸브 사이의 고에너지 유체계통 배관은 다음과 같이 강화 가동중

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가. 보호장치, 구조물, 가드관(guard pipe)은 KEPIC-MI에 규정된 가동중검사 수

행에 필요한 접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나. 격납건물 격리밸브 사이의 고에너지 유체계통 배관부분에 대하여, 각 검사

주기 동안에 원주 및 길이 방향의 배관 용접부에 대한 체적 검사(volumetric 

examination)가 100% 수행 가능해야 한다.

다. 가드관에 둘러 싸여 있는 고에너지 유체계통 배관부분에 대하여, 원주방향

의 배관용접에 대한 검사(examination)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드관에 검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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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어야 한다.  이중 차단벽 격납 구조물의 환형공간(annulus) 사이를 통

과하는 가드관 부분에 검사구(port)가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라. 검사대상 영역은 KEPIC-MI, MIC-2000에 있는 KEPIC 코드등급 2 배관 용접

부에 대한 검사범주 C-F 에 따라 검사 영역이 정해져야 한다.

  8. KEPIC 코드면제

KEPIC-MI, MIC-1220 및 MID-1220에 허용되는 KEPIC 코드검사 면제사항을 따르는 

것은 타당하다.

  9. 검사 요건에 대한 완화요청

설계, 형상, 재료의 한계로 인하여 비실용적인(impractical) 것으로 판단된 

KEPIC-MI 검사 요건으로부터의 완화요청을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2012-10호, “원

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제2012-23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10. ASME Code Case

신청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가동중검사 관련 ASME Code Case는 사안별로 검토하

여 허용될 수 있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검사대상 기기

가동중검사(ISI) 계획의 대상기기로 적절히 선정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자

의 기기 및 계통에 대한 등급분류, 각 등급별 검사요건, 예외사항이 본 안전심사

지침의 II.1항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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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접근성

설계가 본 안전심사지침 II.2항의 요건을 만족시킴을 확증하기 위하여 KEPIC 코드

등급 2 및 3 계통의 설계 및 배치에 대한 가동중검사시의 접근성을 검토한다.  

KEPIC 코드등급 2 또는 3 기기에 대해서는 원격검사가 요구되지 않는다.

  3. 검사범주 및 방법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검사범주 및 방법이 본 안전심사지침 II.3항에 규정된 것과 일

치하는지 확인한다. 

가동중검사 계획 중 훈련 및 자격 재인정 요건이 KEPIC-MI를 따르는지 확인한다. 

초음파탐상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자격은 KEPIC-MI 부록 VII(초음파탐상검사원 

자격인정) 을 따라야 한다. 

초음파탐상검사 시스템은 KEPIC-MI 부록 VIII(초음파탐상검사원 자격인정)을 따른

다는 요건이 가동중검사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General Letter 89-08 및 NUREG-1344에 규정된 침식/부식으로 인한 고에너지 배

관의 두께감육에 관한 장기 감시계획이 가동중검사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4. 검사주기

가동중검사 계획에서 각 부위 및 기기에 대한 검사일정이 본 안전심사지침 II.4항

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5. 검사결과 평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검사결과 평가가 본 안전심사지침 II.5항을 따르는지 

확인한다.

  6. 계통압력시험 

계통압력시험 계획이 II.6항의 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한다.

  7. 가상 배관파단 면제 설계를 고려한 강화 가동중검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강화 가동중검사 계획이 본 안전심사지침 II.7항의 허

용기준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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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KEPIC 코드면제

KEPIC 코드 검사(examination)에 대한 면제는 안전심사지침 II.8항의 허용기준을 따르

는지 확인한다.

  9. 검사 요건에 대한 완화 요청

신청자가 설계, 형상 또는 재료의 한계로 인하여 KEPIC 요건이 비실용적

(impractical)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는지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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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KEPIC 코드등급 2 계통 기기에서 가동 중에 유해한 결함이 발생되지 않음을 보증하

기 위하여, 원자로 가동전 및 발전소 수명기간동안 선정된 용접부 및 용접 열영향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한다.  또한 누설, 기계적 또는 구조적 결함의 징후, 부식을 탐지하기 

위하여 계통에 압력을 가하는 동안 KEPIC 코드등급 2 및 3 계통을 육안 검사한다.

   가동중검사 계획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

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제2012-23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와 적용유

효년도까지의 추록을 포함하여 적용유효년도판 KEPIC-MI 의 규정을 따를 것이라고 신

청자가 밝히고 있다.  가동중검사 계획에는 가동전검사 계획이 포함된다.

   KEPIC 코드등급 2 계통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잔열제거계통,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 

일부, KEPIC 코드등급 1 계통이 아닌 공학적 안전설비.  KEPIC 코드등급 3 계통의 예

는 다음과 같다. 기기냉각수계통과 방사성폐기물계통의 일부.  이러한 계통들 모두가 

유체를 수송한다.

   검토자는 가동중검사 계획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5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41조 및 제63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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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제2012-23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

한 규정”의 검사 및 압력시험요건을 만족시킨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신청자

가 KEPIC-MI, “원전 가동중검사"의 요건을 만족시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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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6.1.1-1 비상노심냉각수의 pH 제어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격납건물 살수용액의 최소 pH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활용가능한 정보를 검토하였고 

아래에 적용가능한 기준을 추천한다. 

   격납건물 살수용액의 최소 pH값 7.0은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냉각수 pH를 NaOH를 

이용하여 7.0 이상 유지하면 염화물의 농도가 1000ppm 까지 되어도 관찰한 기간동안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웨스팅하우스 보고서의 결론에 따른 것이다. 웨스팅하우스 

보고서에서는 100ppm의 염화물을 갖는 pH 7.0 용액에서 304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

스강으로 된 예민화 및 예민화되지 않은 U-bend 시편들의 균열개시시간이 각각 7-½

개월과 10개월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Oak Ridge보고서(참고문헌 3)에 나타난 대부분의 시험들은 pH 4.5 조건에서 수행되

었으며, 단지 두 시험이 pH 4.5 이외의 조건들에서 수행되었다. 예민화된 304 스테인

리스강 U-bend 시편에서 균열은 pH 7.5 및 200 ppm의 염화물농도 조건에서 2개월 노

출 후 관찰되었다. 모든 316 스테인리스강 시편들은 어떤 균열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U-bend 시편의 재료는 예민화되었으며, 항복이상의 응력을 받고 있고 소성변형되었다

는 사실을 고려하면 보고된 시험조건은 사고 후 비상노심냉각계통에 존재할 가능성있

는 응력조건보다 더욱 더 심했다고 결론지울 수 있다.

   살수계통과 같은 복잡한 계통의 경우 절대로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는 없지만 적절한 설계, 제작 그리고 부식환경의 조절에 의해 파손가능성이 상당히 줄

어들 수 있다고 한 Oak Ridge의 결론에 따라 최소 pH 권고치는 Oak Ridge의 권고치

인 pH 6.5보다 다소 높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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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규제 입장

   예민화되지 않은 또는 예민화된, 그리고 응력을 받지 않는 또는 응력을 받는 오스

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부품의 응력부식균열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사고후 비상

노심냉각수의 pH 수준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최소 pH는 7.0이어야 한다.

 2. 격납건물 배수조(sump)로부터 재순환되는 살수에 대해  pH를 7.0에서 9.5까지 높이

면 높일수록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할 확률이 낮아진다. 핵분열생성물의 제거와 관

련해서 추가 수화학요건들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6.5.2절(핵분열생성물 제거계

통으로서의 격납건물 살수)를 참조한다.

 3. 만약 7.5이상의 pH가 사용된다면, 격납건물 내의 알루미늄 부식으로 인한 수소발

생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III. 평가결과   

  원자로 격납건물 살수 및 비상노심냉각계통 용액의 pH와 수화학의 조절은 가압경수

로 비상냉각수의 사고후 수화학요건에 대한 규제입장을 만족한다.  또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및 안전관련 구조물의 비정상 누설 또는 파손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1항의 

요건들을 만족한다.  비상냉각수에 대해 제안된 pH는 허용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Ⅳ.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2. D.D.Whyte and L.F.Picone, "Behavior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in Post 

Hypothetical Loss of Coolant Environment", WCAP-7798-L, Westinghouse Nuclear 

Energy Systems, November 1971 (NES Proprietary Class2)

 3. J.C.Griess and E.E.Creek, "Design Considerations of Reactor Containment Spray  Systems- 

Part X, The Stress Corrosion Cracking of Types 304 and 316 Stainless  Steel in Boric Acid 

Solutions". ORNL-TM-2412, Part X,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May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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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6.2.1.5-1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 평가를 위한 격납건물  
최소압력 모델

검토주관 : 중대사고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5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

한 기준” 제4조제1호에 따른 보수성이 입증되어 사용이 허가된 방법과 관련하여, 미

국의 10 CFR 50 부록 K I.D.2 조항에서는 가압경수로형 비상노심냉각계통(ECCS)의 성

능 평가시 사용하는 격납건물 압력이 동일 목적에 따라 보수적으로 계산된 압력을 초

과하지 않아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또한 설치된 모든 압력 저감계통의 

운전과 과정들의 영향을 그 계산에서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격납건물 

최소압력 분석의 수행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아래 요건을 개발하였다. 아래에 기술한 

방법론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5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

능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호에 따른 비상노심냉각계통과 관련한 격납건물 압력 평가

에만 적용하며, 가상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격납건물 성능 평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규제입장 

  1. 모델의 입력 정보

     가. 격납건물 내부 초기조건

         정상운전조건 제한치에서의 격납건물 최소 기체 온도, 최소 압력 및 최대 습

도를 사용해야 한다. 

     나. 격납건물 외부 초기조건

         타당하게 낮은 격납건물 외부 대기온도 값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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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격납건물 체적

         격납건물 순 자유체적 최대값을 사용해야 한다. 이 자유체적값은 격납건물 

총 체적에서 벽과 천장, 구조물 철제, 대부분의 기기와 배관 등과 같은 내부 

구조물의 체적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각 체적 계산시에는 구성품 

체적의 불확실도를 반영해야 한다. 

     라. 정화 공급 및 배기 계통

         원자로의 기동, 출력운전, 고온대기 및 고온정지 등의 운전모드에서 정화계

통의 운전을 고려하려면, 계통배관들이 초기에 열려 있는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2. 능동 열침원

     가. 살수 및 송풍냉각계통

         모든 공학적 안전설비로서의 열제거계통의 운전은 최대 열제거 성능에서 운

전되는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즉 모든 격납건물 살수 트레인이 최대유량 조

건에서 운전되고 모든 비상송풍냉각기가 작동하는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또

한 살수냉각계통과 송풍냉각기에 공급되는 냉각수의 최소 온도를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에 근거하여 가정해야 한다.

            위와 다르더라도 단일능동고장, 저장수 온도 및 냉각수 온도에 관해 전반

적인 비상노심냉각계통 모델 관점에서 최악의 조건을 선정했다면 허용 가능

하다.

     나. 격납건물 수증기와 쏟아진 비상노심냉각계통 냉각수의 혼합

         비상노심냉각계통 과냉각수가 격납건물로 쏟아지면 비상노심냉각계통 과냉

각수가 격납건물 내 수증기와 혼합됨에 따라 열침원이 추가되는 효과가 생

긴다. 수증기-물 혼합의 효과는 격납건물 압력 계산시 고려해야 한다.

   3. 피동 열침원

     가. 대상 파악

         격납건물 평가 모델에 포함해야 할 수동 열침원은 압력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격납건물 내 구조물과 기기를 파악하여 설정해야 한다. 포함해야 할 

구조물과 기기의 종류는 표 1에 열거되어 있다.

            이 모델은 건설허가 신청시와 가용한 열침원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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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예컨대, 운영허가 검토시)까지 격납건물 최소 압력 분석용으로 타당하다. 

격납건물 내 열침원의 상세 목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격납건물 내 피동 열침원을 모의할 수 있다. 

          1) 일차 격납건물 철제 용기 (shell)나 철제 라이너와 관련 앵커 및 콘크리트

의 표면적과 두께를 타당하게 사용한다.

          2) 기타 철제 열침원의 노출 표면적을 그림 1에 따라 추정하고 평균 두께를 

9.53 mm (3/8 인치)로 가정한다.

          3) 내부 콘크리트 구조물을 두께 30.5 cm, 노출 표면적 15,000 m2의 평판 

(slab)으로 모의한다. 

        열침원의 타당한 열물리적 특성치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신청자는 타당한 치수와 특성치를 포함한 열침원 상세 목록을 제시해야 한다.

    나. 열전달계수

        냉각재상실사고시 취출 및 취출후 단계 동안 노출된 피동 열침원으로의 열전

달에 관해 아래의 보수적인 응축 열전달계수를 사용해야 한다(그림 2 참조). 

         1) 취출 단계에서는, 응축 열전달계수가 t = 0에서의 hinitial=8 Btu/hr-ft
2-oF로

부터 취출 종료 시점에서 아래 Tagami 상관식을 써서 계산한 열전달계수 

최대값보다 4배 큰 첨두치까지 선형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hmax=7.25(Q/Vtp)
0.62

            여기서 hmax= 최대 열전달계수, Btu/hr-ft2-oF

                  Q  = 일차 냉각재 에너지, Btu

                  V  = 격납건물 순 자유체적, ft3

                  tp  =  취출 종료시점까지 시간 간격, sec

         2) 격납건물 대기의 난류성이 작은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장기간에 걸친 사

고의 취출후 단계에서는 표 3에 주어진 Uchida 자료에 의해 예측되는 값

보다 1.2배 더 큰 응축 열전달계수를 가정해야 한다. 

         3) 취출 종료 시점과 장기간에 걸친 취출후 단계 사이의 사고의 천이 단계에

서는 응축 열전달계수가 타당하게 보수적으로 지수함수적으로 천이되는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그림 2 참조). 

               위 방법에 근거한 응축 열전달계수 계산치는 금속과 콘크리트, 도장된 

표면과 비도장 표면 등 모든 노출된 피동 열침원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

            피동 열침원내에 인접한 재료간의 열전달은 재료 접촉면에서 열 유동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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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없다는 가정에 근거해야 한다. 한 예로서 격납건물 라이너로부터 콘

크리트 접촉면을 들 수 있다.

         4) 위 지침과 다르더라도 단일능동고장, 저장수 온도 및 냉각수 온도에 관해 

전반적인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평가 모델이 핵연료 피복재 온도 계산치

의 첨두치를 타당하게 계산할 수 있다면 허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5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

한 기준”

 2. 10 CFR 50 Appendix K "ECCS Evaluation Models"

 3. T. Tagami, "Interim Report on Safety Assessments and Facilities Establishment Project 

in Japan for Period Ending June 1965 (No.1)," prepared for the National Reactor 

Testing Station, February 28, 1966 (unpublished work).

 4. H. Uchida, A. Oyama, and Y. Toga, "Evaluation of Post-Incident Cooling   

Systems of Light-Water Power Reactors," Proc.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Volume 13, Session 3.9, United Nations, 

Geneva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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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격납건물 열침원의 파악

1. 격납건물 (예: 라이너 판과 외부 콘크리트 벽, 바닥, 배수조, 선형 앵커 (Linear 

Anchors) 등)

2. 격납건물 내부 구조물 (예: 내부 격리벽과 바닥, 재장전 수조(Pool)와 핵연료 이송

조 벽, 차폐벽 등)

3. 지지물 (예: 원자로 용기, 증기발생기, 펌프, 탱크, 주요 기기, 배관 지지물 및 저장 

선반 등)

4.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는 계통 및 기기 (예: 냉수계통, 공기조화(HVAC)계통 , 펌프, 

모터, 송풍 냉각기, 재결합기, 탱크 등)

5. 각종 장비 (예: 사다리, 격자 깔판, 전력선, 트레이 및 크레인 등)

표 2. 열침원의 열물리적 특성치

재료
밀도

kg/m3 (lb/ft3)

비열

kJ/kg-oK(Btu/lb-oF)

열전도도

W/m-oK(Btu/hr-ft-oF)

콘크리트 2330 (145) 0.654 (0.156) 1.6 (0.92)

철 7850 (490) 0.503 (0.12) 47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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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Uchida 열전달계수

공기/수증기 질량비
열전달계수
(W/m2-oK

(Btu/hr-ft2-oF))
공기/수증기 질량비

열전달계수
(W/m2-oK

(Btu/hr-ft2-oF))

50 12 (2) 3 165 (29)

20 46 (8) 2.3 211 (37)

18 52 (9) 1.8 262 (46)

14 57 (10) 1.3 358 (63)

10 80 (14) 0.8 557 (98)

7 97 (17) 0.5 795 (140)

5 120 (21) 0.1 1590 (280)

4 13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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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격납건물내 철제 열침원의 면적

그림 2. 정적 열침원에 대한 응축 열전달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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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6.2.3-1 이중격납건물로 설계된 원전의 우회누설경로 결정

 검토주관 : 안전평가실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이 부록의 목적은 일차 격납건물 누설 중에서 이차 격납건물에 의하여 제어되지 못하

는 부분의 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우회 누설이란 일차 격납건물 누설

중 이차 격납건물을 우회하는 누설로 정의되며 환경으로 직접 방출된다. 이러한 누설

은 냉각재상실사고의 방사선 결말 분석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차 격납건물은 일차 격납건물을 완전히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대기압 보다 낮

은 압력으로 유지되어 일차 격납건물의 방사능물질이 환경으로 누설되기 전에 모으고 

처리할 수 있는 계통이 구비되어 있다. 이차 격납건물은 일차 격납건물과 이차 격납건

물 구조물 사이의 환형공간, 이차 격납건물 구조물 및 여과계통을 포함한다. 환형공간

을 부압으로 만들기 위한 감압계통 역시 이차 격납건물 계통의 하나로 분류된다.

일차 격납건물 계통의 누설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모두 이차 격납건물 계통에 

모아지지는 않는다.

 1. 이차 격납건물 계통이 감압되는 동안에 일차 격납건물에서 누설된 기체가 직접 환

경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2. 이차 격납건물을 통과하는 격납건물 관통부 또는 밀봉을 통한 우회누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차 격납건물 경계에서 양(Positive)의 차압이 걸리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차 격납

건물로부터 환경으로 직접적인 누설이 발생될 수 있다. 이차 격납건물은 대형냉각재상

실사고에 따른 열부하로 인해서 또는 감압설비의 작동이 적절치 못한 경우 위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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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과 같은 양의 차압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6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에서 요구하는 격납건물 누설시험과 유사한 

방법으로 누설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잠재적으로 누설경로가 될 수 있는 관통부들을 

파악해야 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없음.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이차 격납건물은 일차 격납건물을 완전히 감싸야 하지만 지면 아래로 묻힌 부분, 

즉 일차 격납건물 기초콘크리트와 같은 부분은 예외로 한다. 부분적인 이중 격납

건물 개념에 있어서는, 처리되지 못한 이차 격납건물의 누설량이 적절히 규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차 격납건물의 설계누설률보다 적은 누설량이 냉각재상실사고 후 

방사선 결말 분석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부분적인 이중 격납건물 개념에 있어

서 누설 포집에 대한 정량적인 신뢰성 부여는 각 경우별로 검토되어야 한다.

 2. 냉각재상실사고 후 이차 격납건물에 양의 차압이 걸리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0.063kPa 이상이 될 때는) 언제나 일차 격납건물의 설계기준 누설률과 같은 양의 

누설이 일차 격납건물로부터 환경으로 직접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이 

누설기간은 이차 격납건물에 가해지는 열부하 및 누설을 고려한 이차 격납건물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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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거동분석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3. 이차 격납건물 감압 및 여과계통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52,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Atmosphere Cleanup System Air Filtration 

and Adsorption Units of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에 따라 설계

되어야 한다. 이 계통의 사용전시험, 가동중시험 및 시험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이차 격납건물의 외기 침투율 및 감압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100 vol%/day 보다 큰 누설률을 갖는 이차 격납건물에 대하여는 여과누설

(exfiltration)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5. 이차 격납건물 내에서 격리되지 못하는 다음과 같은 누설격리 방벽들은 잠재적인 

우회누설 경로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가. 일차 및 이차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배관에 설치된 격리 밸브들

     나. 일차 및 이차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관통부에 설치된 밀봉부와 개스킷들

     다. 일차 및 이차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관통부에 설치된 용접 접합부위들

 6. 상기 5번에서 발견된 잠재적인 우회누설 경로들의 전체 누설률은 계통 설계제한 

및 시험 민감도를 고려한 실질적인 방법(realistic manner)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 값은 기술지침서에 기술되어 있는 우회누설에 대한 여유도를 고려한 제한치로 

설정이 되며 냉각재상실사고의 방사능 결말 분석에 사용되어야 한다.

 7. 상기 5번에서 발견된 잠재적인 우회누설 경로들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6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에서 요구하는 사용전 및 

가동중 B 형 및 C 형 격납건물 국부 누설률시험과 유사한 방법으로 누설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용접된 접합부들의 누설시험의 대안으

로서 10 CFR 50 Appendix J, “Primary Reactor Containment Leakage Testing for 

Water-Cooled Power Reactors”에서 요구하는 격납건물 누설시험(A형 시험)시 비

눗물을 이용한 거품시험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 발견될 수 있

는 모든 누설부위는 보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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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물 또는 공기로 차단되는 계통 및 누설조절 계통 등이 밸브를 통한 누설을 처리하

는 것으로 제시된다면 RG 1.96, “Design of Main Steam Isolation Valve Leakage 

Control Systems for Boiling Water Reactor Nuclear Power Plants”에 제시된 것과 

같은 누설조절계통에 대한 지침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9. 우회 누설경로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누설 경계로서 폐쇄계통이 제시된다면, 이 계

통은 다음 사항이 모두 만족되는 계통이어야 한다.

    가. 격납건물 대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냉각재상실사고 후에 격납건물 

대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계통

    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

에 관한 규정”의 안전등급 2에 따라 설계된 계통

    다. 내진범주 I급의 요건에 적합한 설계를 만족하는 계통

    라. 최소한 계통의 설계사양이 격납건물 설계 온도 및 압력 보다 같거나 큰 계통

    마. 공학적 안전설비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비산물, 배관 휩, 분사 충

격력 등을 막을 수 있게 설계된 계통

    바. 발전소 정상운전중에 계통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계통이거나 누설시험이 수행

되는 계통

III.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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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정”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6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3. 10 CFR 50, Appendix J, “Primary Reactor Containment Leakage Testing for 

Water-Cooled Power Reactors.“

 4. Regulatory Guide 1.52,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Atmosphere Cleanup System Air Filtration and Adsorption Units of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5. Regulatory Guide 1.96, “Design of Main Steam Isolation Valve Leakag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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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6.2.4-1 정상운전중 격납건물 환기 및 배기

 검토주관 : 안전평가실 담당부서

I. 배 경  

   본 부록은 격납건물 정화 및 배기계통과 같이 격납건물 내부 대기로부터 외부 대

기로의 직접적인 누설경로를 제공할 수 있는 계통에 대한 규제입장을 제시한다.

격납건물 정화계통 및 배기계통은 운전의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반면에 냉각재 상실사

고시에 격납건물 대기의 소외 방출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

라서 발전소 설계는 이 계통을 상시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어서는 안된다.

격납건물 정화의 필요성이 발전소 설계에서 항상 고려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계통에 

대한 설계기준은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 가동중 원전에서 정화계통의 가동경험은 발

전소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즉 어떤 발전소의 경우에는 정상운전중에 사용한 경험

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발전소는 짧은 기간 동안 단속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으

며 정상운전중에 이 계통을 연속적으로 운전하는 발전소도 있다. 

격납건물 정화계통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

  1. 공기압 작동 제어기로부터 격납건물로의 과도한 공기누설 등과 같은 운전상의 문

제점 완화

  2. 원자로 출력운전 중 발전소 종사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사화된 

격납건물 대기중의 부유물 제거

  3. 격납건물 대기의 온도, 압력 및 상대습도의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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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납건물 배기계통은 전형적으로 초기 출력상승시점에서 온도 상승에 따른 격납건

물의 온도 및 압력 조절을 위하여 사용된다.  또한 공기압을 이용한 밸브들의 조절로 

인한 격납건물 내의 압력상승을 조절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들 

격납건물 정화 및 배기계통은 격납건물 내부의 대기와 외부 환경이 연결되어 있는 계

통이므로 이 계통이 작동중일 때 냉각재상실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시 계산된 방사

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기준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원자력발전소의 격납건물 정화계통 배관크기는 핵연료 재장전시의 격납

건물 대기제어조건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배관의 크기

는 상당히 크며 일반적으로 약 42 인치(inch) 정도이다.  이 계통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격납건물 대기를 제어하므로 이런 시기에 격납건물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영향은 심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형 격납

건물 관통배관의 사용은 저온정지기간 및 핵연료 재장전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다

른 운전모드에서는 반드시 밀봉되어야 한다.

   격납건물 정화 및 배기계통의 설계와 운전은 소외 방사선량 기준의 만족여부에 근

거를 두어야 하며 이들 계통 사용에 따른 격납건물 압력 감소로 인하여 비상노심냉각

계통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정상운전중 비 정기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는 격납건물 정화계통은 추가적인 계

통 및 배관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들 배관의 크기는 정화밸브가 초기에 개방

되어 있다가 닫히는 것으로 가정되는 냉각재상실사고시 Regulatory Guide 1.4에 의하

여 계산된 소외 방사선 결말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 “원자로시설의 위

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격납건물 

정화계통 밸브의 닫힘 시간도 냉각재상실사고시 핵연료 파손 전에 닫힐 수 있다는 것

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대 5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것은 배기계통 밸브설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격납건물 정화계통배관의 크기는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에서 보통 약 8인치 

정도된다.  보다 큰 크기의 배관의 경우 신청자는 제시한 배관 크기에 대하여 냉각재

상실사고시 방사능 결말 분석 결과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 “원자로시설

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제한치 이내 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즉, 배관크기의 허

용여부는 부지기상, 격납건물 설계, 노형에 따른 방사선원항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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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규제입장

   원자력발전소에서 정상운전, 기동, 고온대기, 고온정지시에 사용되는 격납건물 정화

계통(온라인 격납건물 정화계통)은 저온정지 및 핵연료재장전 운전모드시에 사용되는 

것과 독립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1. 온라인 격납건물 정화계통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1항 6호 및 General Design Criteria(이하 “GDC”) 54는 격리밸브들의 신

뢰도 및 성능이 격납건물 경계를 관통하는 계통들의 격리에 대한 안전성 측면

에서의 중요성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격납건물 정화계통은 이

들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성능과 신뢰도가 안전심사지침 3.10절에 기술된 운

전성 보증계획과 일관성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밸브와 구동장치들의 설계기준

은 냉각재상실사고시 격납건물의 압력상승과 밸브가 닫히는 도중을 포함하여 

닫힐때까지 시간의 함수로서 공급배관과 배기배관의 유량을 고려해야 한다.

   나. 공급배관과 배출배관의 수는 GDC 54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격리기능의 신뢰

도를 증진시키고 비상노심냉각계통 평가에 사용되는 격납건물 압력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및 소외 방사선량과 관련된 기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0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각각 1

개씩으로 제한된다.

   다. 더 큰 크기의 배관이 관련기준을 만족한다는 상세한 입증 자료가 없는 한에는, 

GDC 54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격리기능을 개선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의 요건에 

따라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 평가에 사용된 격납건물 압력 관련 요구사항 및 

소외 방사선량과 관련된 기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 “원자로시

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배관 크기는 8 inch를 초과하

지 말아야 한다.

   라. GDC 54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격납건물 환기계통의 격리설비는 반드시 공학

적 안전설비에 대하여 요구되는 것과 같은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여

기에는 품질보증, 다중성, 시험성 및 이들 배관격리의 안전 중요도를 반영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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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준들이 있다. GDC 54에는 격납건물 정화계통 격리설비에 대한 명확한 요

건이 제시되어 있다.

   마. GDC 54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격리기능의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격납건

물 정화계통 격리설비에 사용되는 계장설비는 다른 계통들과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다양한 변수에 의하여 그 작동신호가 발생될 수 있어야 한다(예: 격납건물 

압력, 안전주입 신호, 격납건물 방사능).  또한 격리설비를 작동시키는데 동력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설비로부터 그 동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바. 계측지연을 포함한 격납건물 정화계통 격리설비 작동시간은 소외 방사선량과 

관련된 기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5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사. 격리설비는 그 설비를 통과하는 기체와 증기에 의하여 운반될 수 있는 파편들

에 의하여 격리기능이 방해받지 않도록 설계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2. 격납건물 정화계통은 격납건물 내의 온도 및 습도 조절 기능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3. 격납건물 내에는 격납건물 대기 정화계통이 제공되어 격납건물 정화계통에 대한 

사용 필요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4. 원자로 정상운전중에 격납건물 대기정화계통의 격리기능시험 및 밸브의 누설율시

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격납건물 정화계통에 대한 설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이 수행되

어야 한다.

   가. 냉각재상실사고로 인한 소외 방사선학적 영향 분석

       이 분석은 전체 파단 크기별 분석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고

시 제2013-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의 요건

에 따라 분석되어야 한다. 이 분석의 결과로서 소외 방사학적 영향은 원자력안

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규제기준

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이 계통의 격리 기능이 실패하였을 때 기존 장착된 안전 설비(팬, 필터 등)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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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누설되는 공기와 증기로 인한 소외 방사학적 영향이 제한치 이내임을 

보일 수 있는 분석

   다. 비상노심냉각계통 배압 결정시 이 계통의 격리실패로 인한 격납건물 대기의 부

분적인 상실에 따른 격납건물 압력감소 분석

   라. 격납건물 정화계통의 최대 허용누설률은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에

는 전체 격납건물 허용누설률 및 밸브 크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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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6.2.5-1 냉각재상실사고시 격납건물내 수소농도 계산 방법

 검토주관 : 중대사고분야 담당부서

I. 서  론  

   본 부록은 냉각재상실사고시 원자로 격납건물내의 수소농도 계산에 활용하고자 작

성하였다.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의 설계 타당성 검토과정에 본 지침에서 기술하는 계산 

방법이나 그 밖의 타당한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가상사고시의 격납건물의 수소농도를 

평가할 수 있다.

II. 수소 생성원

   냉각재상실사고시 격납건물 내의 수소 생성원은 다음과 같다.

     - 핵연료 피복재와 원자로 냉각재 사이의 금속-물 반응

     - 알카리성 살수액에 의한 알루미늄 및 아연의 부식

     - 원자로심 및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의 냉각수 방사화 분해

     -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용존수소 방출

     - 격납건물 내 유기물의 방사화 분해

   상당 양의 수소가 발생된다면, 이들 수소는 격납건물 대기내의 산소와 반응하게 되

며, 불활성화 격납건물의 경우에도 냉각재상실사고로 생성된 산소와 결합할 수 있다. 

  1. 핵연료 피복재와 원자로 냉각재 사이의 금속-물 반응

    핵연료 피복재 금속-물 반응과 관련된 수소의 생성은 가정된 사고의 진행과정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이 때의 수소 발생 화학반응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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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b (0.4536 kg) Zr → 0.043956 lb (0.019938 kg) H2 

1 lb (0.4536 kg) Zr → 0.021978 lb-mole (0.019969 kg-mole) H2 

    그러므로 반응에 포함된 지르코늄 1 파운드 (0.4536 kg)로 0.021978 lb-mole 

(0.019969 kg-mole)의 자유수소가 발생되며, 이상기체상태방정식을 적용하면 

8.4866 scf/lb Zr (0.5309 m3/kg) 등가의 수소량이 된다. 

 

 

 

   

    생성된 수소의 총량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7에 제시된 가정사항에 따

라 결정된 반응할 지르코늄 양에 기초한다. 지르코늄의 반응비율을 고려하면 수소 

생성량은 다음과 같다. 

WG = 0.022×WZr×fMW

    여기서,

WG = pound-mole (0.4536 kg-mole) 단위의 수소 생성량  

WZr = 핵연료 피복재 중 지르코늄의 무게

fMW = 지르코늄-물 반응 비율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5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반응에 의한 최대 수소생성량이 핵연료를 둘러싸고 있는 

원통형 피복재의 모든 금속이 반응한다고 가정할 때 생성되는 가상적인 수소생성

량의 0.01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RG 1.7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5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의 허용기준

의 5배 상당량 또는 노심 전체의 초기 피복재 평균두께의 0.00023 inch까지 반응

하여 생성된 수소량 중 큰 양이 사고 후 2분 이내에 격납건물로 방출된다고 가정

한다. 

  2. 알카리성 살수액에 의한 알루미늄 및 아연의 부식 

    알루미늄 부식에 의한 수소생성은 일반적으로 첨가물질이 포함된 냉각수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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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재료와 접촉이 가능한 경우에만 고려하며, 이에 따른 수소 생성률은 다

음과 같다.

    여기서,

Sc(t) = 수소생성률, lb-mole/sec (0.4536 kg-mole/sec)

A = 알루미늄 표면적, ft2 (0.09290 m2)

p = 알루미늄 밀도, lb/ft3 (16.01846 kg/m3 ) 

B = 알루미륨의 lb (0.4536 kg)당 수소 lb-mole (0.4536 kg-mole)

C(t) = 알루미늄 부식률, in/year (2.540 cm/year)

    알루미늄 부식률은 지수식으로 근사할 수 있으며, 사고 초반의 고온에 의한 증가

된 부식률과 이후 분석기간동안의 일정 부식률을 고려한다. 수소 생성과 관련된 

화학식은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2 Al + 3 H2O = 3 H2 + Al2O3

Al의 1 lb (0.4536 kg) = H2의 0.111 lb (0.0503 kg)

Al의 1 lb (0.4536 kg) = H2의 0.0555 lb-mole (0.02517 kg-mole)

    따라서,

B = 0.0555 lb-mole H2/lb Al (0.02517 kg-mole H2/0.4536 kg Al)

    아연 부식률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원자로심 및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의 냉각수 방사화 분해

    원자로심 및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의 냉각수의 방사화 분해에 의한 수소생성률

은 잔열분포와 냉각재로 방출된 핵분열생성물의 양에 의존한다. 시점 t에서의 방

사화 분해에 의한 수소 생성률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SH(t) = 수소 생성률, lb-mole/sec (0.4536 kg-mole/sec)

P = 원자로 운전출력, MWt

B = 변환인자, 454 gm-mole/lb-mole

N = 아보가드로수, 6.023×1023 molecules/gm-mole

Gc = 노심내 냉각수의 방사화 분해에 의한 수소생성률, molecules/100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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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t) = 노심 냉각재에 흡수된 핵분열생성물의 감마선 에너지, eV/sec-MWt

Gs = 집수조 냉각재의 방사화 분해에 의한 수소생성률, molecules/100eV

Es(t) = 냉각재에 용해된 핵분열생성물로 야기된 노심 밖의 냉각재에 흡수된 

에너지, eV/sec-MWt

    Ec(t)의 양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c(t) = (fγ)c Hγ(t)

    여기서, 

(fγ)c = 노심영역내 냉각재에 흡수된 핵분열생성물의 감마선 에너지의 비율

Hγ(t) = 감마선 에너지 생성률, eV/(sec-MWt)

    이와 유사하게, Es(t)의 양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s(t) = (fγ+β)s H(γ+β)(t) + fI HI(t)

    여기서,

(fγ+β)s = 집수조 냉각재에 흡수된 전체 고체 핵분열생성물의 에너지의 비율

H(γ+β)(t) = 전체 고체 핵분열생성물 에너지 생성률, eV/sec-MWt

fI = 집수조 냉각재에 흡수된 옥소 동위원소 에너지의 비율

HI(t) = 옥소 동위원소 에너지 생성률, eV/sec-MWt

    방사화 분해에 의한 산소 생성량 관계식은 위의 수소 관계식에서 산소 생성률이 

수소 생성률의 1/2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2년 동안의 원자로 가동률을 

기준으로 한 ANS-5.1의 원자로 붕괴열 분포식 (Hγ(t), H(γ+β)(t), HI(t))은 다음과 같

은 지수 순차식 형태로 근사된다.

γ

γ β γ

    여기서, t = 원자로 정지후 시간(sec) 이다. 400초에서 4×107초 사이에서 해당 식

은 ANS 기준보다 20%정도 크게 예측한다. 이 관계식은 정지 직후에는 기준 곡선

보다 낮게 예측한다. 그러나 짧은 시간동안 계산되어지므로 이런 차이가 결과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단,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 핵연료에서 방출

되리라 가정한 핵분열생성물의 감마에너지를 이중으로 고려함으로서 방사화 분해

에 의한 수소생성량은 약간 높게 예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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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용존수소 방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용존수소는 원자로냉각재에 용존되어 있는 수소와 가압기 증

기부에 용존되어 있는 수소는 냉각재상실사고시 파단부를 통해 격납건물로 모두 

방출된다고 가정하며, 핵연료 피복재 금속-물 반응으로 생성된 수소와 동시에 방

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용존 수소량 계산은 계통 내 냉각재

의 체적, 밀도, 표준상태로 환산된 수소농도를 고려하여 계산한다. 

  

  5. 격납건물 내 유기물의 방사화 분해

    격납건물 내 에폭시도장 및 전선 등에 포함된 유기물의 방사화 분해로 인한 수소

생성량의 계산에는 격납건물 내 존재하는 각 유기물의 질량을 평가하여 계산한다. 

이때, 유기물에 흡수되는 총 누적선량은 보수적으로 가정하며, 방사선의 흡수로 

인한 각 유기물의 수소생성률을 타당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냉각재상실사고 후 일

정기간 동안의 방사선량이 시간의 함수로 제시되지 않는 한, 유기물의 방사화 분

해로 인한 수소의 생성은 핵연료 피복재 금속-물 반응으로 생성된 수소의 방출과 

동시에 생성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III. 입력 요구사항

   본 계산방법에서 요구하는 입력정보는 다음과 같다. 

  1. 핵연료 피복재 중 지르코늄 무게

  2. 지르코늄-물 반응 비율

  3. 알루미늄 표면적

  4. 알루미늄 밀도

  5. 알루미늄의 단위질량당 수소 생성률

  6. 알루미늄의 부식률

  7. 아연 표면적

  8. 아연 밀도

  9. 아연의 단위질량당 수소 생성률

  10. 아연의 부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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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원자로 운전출력

  12. 노심내 냉각재의 감마선 에너지 흡수율

  13. 집수조 용액에 흡수된 전체 고체 핵분열생성물의 에너지 생성률

  14. 집수조 용액에 흡수된 옥소 동위원소의 에너지 생성률

  15. 원자로정지 후 경과 시간

  16. 원자로냉각재계통 내 용존 수소량

  17. 격납건물 내 유기물의 질량

  18. 격납건물 내 유기물에 흡수되는 총 누적선량

I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5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2. Regulatory Guide 1.7, "Control of Combustible Gas Concentrations in Containment 

Following a Loss-of-Coolant-Accident", U.S. NRC, 1978

3. 10 CFR 50.46, "Acceptance Criteria for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Reactors"

4. ANSI/ANS-5.1, "Decay Heat Power in Light Water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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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6.3-1  재장전수저장탱크와 재순환집수조로부터 안전주입 
펌프까지의 배관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에는, 안전주입신호가 발생하는 설계기준사고시, 안전주

입펌프에 냉각수원을 공급하기 위해 재장전수저장탱크가 설치된다. 사고해석은 최소의 

안전주입펌프가 가용하다는 가정 하에 수행되므로, 만약 짧은 기간이라도 냉각수원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동현상(cavitation)이나 과열 등으로 펌프 손상이 발생하면 핵

연료와 피복재의 온도가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2항에서는, 비상노심냉각 수단이 적절한 다중성, 누설탐지, 

격리 및 격납 기능 등을 구비하여 단일전력-단일고장 가정 하에서도 충분한 신뢰도를 

가지고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에서 

안전주입펌프에 이르는 배관에 대한 설계에 있어서도 단일고장 가정이 적용된다. 단일

능동고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단일능동고장은 수동고장이 아닌 것으로서 작동요구시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

하기 위해 기계적 동작에 의지하는 기기의 고장이다.

  2. 자체 고장이나 제어계통 이상으로 발생하는 능동기기의 우발적 작동은 단일능

동고장으로 간주한다. 단, 그러한 우발적 작동을 배제하기 위한 특별한 설계특

성 혹은 운전제한장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 지침은 수원으로부터 펌프까지의 비상노심냉각계통 배관 설계에 대한 상세 규제 

입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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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제지침은 재장전수저장탱크와 재순환집수조로부터 안전주입 펌프까지의 배관

에 대한 KINS의 규제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신청자가 제출한 문서를 검토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II. 규제입장

  1. 재장전수저장탱크와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로부터 안전주입펌프까지의 배관 

설계를 평가할 때 위에서 정의한 단일능동고장을 적용한다.

  2. 밸브들을 포함한 배관계통은, 어떠한 밸브에도 전원차단 없이, 아래에 제시된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가. 재장전수저장탱크와 안전주입펌프 사이의 배관과 밸브들은 단일능동고장이 

발생해도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5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

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의 제3조 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최소유량을 노심에 공급할 수 있도록 배열되어야 한다.

    나. 재장전수저장탱크와 안전주입펌프 사이의 배관과 밸브들은 단일능동고장이 

발생해도 펌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열되어, 냉각재상실사고 후 노

심 및 격납건물 장기냉각에 필요한 최소유량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재장전수저장탱크와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로부터 안전주입펌프까지 연결

된 배관과 관련 밸브는 비상노심냉각계통 운전이 주입단계에서 재순환단계

로 자동 전환되도록 배열되어야 한다. 이 배관들은, 단일능동고장이 발생하

더라도, 재순환집수조와 재장전수저장탱크 사이의 차압으로 인해 노심 냉각

능력이 상실되거나, 격납건물로부터 환경으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지 않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III.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5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

에 관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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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Branch Technical Position 6-5, “Currently the Responsibility of Reactor 

Systems Piping from the RWST and Containment Sump(s) to the Safety 

Injection Pu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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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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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주제어실 환기계통은 능동기기의 단일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히 기능을 수행해

야 한다는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단일고장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밸브 또는 댐퍼를 복합적으로 배치할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가상사고시 계통의 

운전이 가능하고 격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이중계통 배열의 각 계열에 

대해서 직렬로 연결된 밸브 두 쌍이 병렬로 연결된 구성(따라서 4개의 밸브로 구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구성의 경우 기기, 전원, 제어 등이 결합되어 비교적 복잡한 계통이 

된다. 계통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고장난 밸브를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계통을 

대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중계통 배열의 경우 수동 조정을 인정한다면, 

각 계열에 대해서 두 개의 직렬로 연결된 밸브가 허용 가능하다. 밸브가 닫힌 채로 고

장났으나 아래의 기준을 만족한다면, 그 밸브를 조정하여 열린 채로 고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밸브나 댐퍼의 내부 부품의 고유한 신뢰도와 외부 구동 부품(계전기, 모터, 수압 피스

톤 등)의 고장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용이성에 따라서 수리에 대한 선택 사항의 허

용여부가 달라진다. 이것들은 다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준이 요구된다.

1. 밸브나 댐퍼의 부품들을 내장품(수리 불가능)과 외장품(수리 가능)으로 구분하여 분

류해야 하며,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가. 밸브 내장품(덕트라인을 개방하지 않고는 수리가 어려운 부품)은 고장날 가능성

이 매우 낮아야 한다. 기기의 상세설계를 검토하고, 가상 고장 기구와 관련한 

단순성, 견고성, 민감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장품 설계의 신뢰성에 대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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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여부를 공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예를 들면 추축(Pivot shaft)에 용접되

거나 쐐기로 고정된 나비형 밸브(Butterfly valve)는 높은 신뢰성을 가진 내장품

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에, 다수의 요소에 의해 연결되어 구동되는 다중 날

개 댐퍼 (Multiple blade damper)나 수송관 내의 공기압력 구동부품의 경우는 고

장나기 쉬운 것으로 간주된다.

   나. 밸브의 외장품(즉, 수리 가능하거나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는 모터 또는 

전원공급장치)은 고장날 경우 손쉽고 안전하게 우회될 수 있으며, 적절한 위치

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전자부품은 수리시 다른 부분의 고장

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부품으로부터 분리가 가능해야 한다.

2. 밸브나 댐퍼는 특히 해당되는 설계기준사고 상태 하에서 수리를 위해 주제어실에서 

접근이 쉽도록 위치해야 한다.

3. 밸브나 댐퍼의 작동 상태와 오작동을 명확히 알려줄 수 있는 주제어실 계기가 구비

되어야 한다.

4. 교육 목적과 수동 조작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제어실 운전원이 밸브나 댐퍼

를 주기적으로 조종할 것이 요구된다.

5. 사고과정 중에는 고장난 밸브나 댐퍼를 수동으로 조작하도록 재차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즉, 사고 과정중 밸브나 댐퍼 조작은 1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밸브가 고

장난 채로 고정된 상태에서 계통의 다른 부분을 교정하거나 재정렬하는 것이 주제

어실에서 가능해야 한다.

6. 밸브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30분의 여유도를 추가한 값을 주제어실 피폭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수리 시간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사고시 처음 두 시간 동안은 

수동 교정에 대해 신뢰도를 부과하지 않는다.

7. 수리 가능성을 적용할 때는 상기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

술하여야 한다.



제7장 계측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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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7.0절 계측 및 제어 - 검토절차 개요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개 요

   안전심사지침 7장은 계측제어계통(I&C : Instrumentation & Control)의 (1)원자로 인

허가를 위한 신청과 (2)기존 인허가 사항의 개정을 위한 심사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에 제출되는 특정주제기술보고서 특히,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

계통에 사용할 수 있는 계통이나 기기의 포괄적인 적용을 요구하는 보고서의 심사에 

적용 가능하다. 일반적인 안전심사지침의 목적, 내용 및 사용에 대한 개요는 안전심사

지침의 소개 절에 기술된다. 

   7장, 7.0절은 인허가 문서 및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성평가 중 I&C 부

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용되는 전반적인 검토 절차를 제시한다. 

   그림 7.0-1은 계측제어계통 심사 절차의 개요를 도시한다. 일반적으로 신청자는 생

명주기의 초기단계에서 부터 심사자의 검토를 요구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청자와의 

빠른 연계는 심사자와 신청자사이의 쟁점사항에 대한 차이점이 가능한 한 빨리 확인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다. 심사자는 신청자의 설계와 구현활동에 대한 충격

을 최소화하고, 쟁점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신청자와 효과적인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근본적인 쟁점사항의 초기해결은 심사자의 관심사를 해

결하기 위해 설계근거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신청자의 재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심사자는 설계변경이 적절하게 진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설계품질에 대하여 신뢰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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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7장의 구조  

   그림 7.0-2는 안전심사지침 7장의 구조를 도시한다.

   안전심사지침 7.0절은 계측제어계통 분야의 심사 활동에 사용되며, 계측제어계통 

분야 심사자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청서, 각 신청서에서 예상되는 정보, 계측제어

계통 심사의 일반범위 및 발전소 심사의 다른 부분과 예상되는 연계사항을 기술한다. 

또한 7.0절은 심사계획의 개발, 관리 및 예상되는 심사사안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에 

대해 기술한다.

   디지털 컴퓨터 기반 안전계통은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계통에 새로운 쟁점 사안이

기 때문에 안전심사지침 부록 7.0-1은 디지털 컴퓨터 기반 계통의 일반적인 개념과 심

사방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신청서의 표준 형식과 내용 지침인 Regulatory Guide(이하 “RG") 1.70,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LWR Edition),"

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7.1절에 안전에 중요한 지원 계통과 모든 I&C 계통의 목록을 제시

하고 이러한 계통 각각에 적용 가능한 규제요건을 식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안전심사지침 7.1절은 계측제어계통에 적용 가능한 허용기준과 규제지

침을 확인한다. 안전심사지침 표 7-1은 계측제어계통과 관련된 규제요건, 허용기준 및 

지침을 열거하고 각각의 전형적인 계통에 대한 적용성을 요약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1은 규제요건, 허용기준 및 지침을 상세히 다루고 각각에 대하여 검토지침을 제공

한다.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 심사에 적용되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은 (1) KEPIC ENB-6100, "보호계통설계“ (2)KEPIC ENB-1100, "안전계통설계” (3)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 이다. 위 기술기준의 중요성 때문에 이

들 세 기술기준에 대한 허용기준, 지침 및 연관되는 심사 방법들을 안전심사지침 부록 

7.1-2, 7.1-3 및 7.3-4에 분리하여 기술하였다.

   안전심사지침 7.2절부터 7.9절까지는 일반적으로 발전소 설계에 포함되는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을 다루었다. 이 절들은 각 계통에 적용가능한 심사범위와 허용기

준을 요약하였지만 상세한 요건, 지침 및 심사방법과 관련해서는 안전심사지침 7.1절

의 부록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안전심사지침 7.2절부터 7.9절상의 심사절차에 대한 논

의는 심사자에 의해 과거에 요구되었던 심사안건도 포함한다.

   이러한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부록의 규제입장을 통해 제시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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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발전소 심사과정 중에 도출된 기술적 문제점이나 해석상의 의문점등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부록의 이러한 규제입장은 특정 사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방법과 허용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혼돈되지 않도록 안전심사지침 7.1절 부록의 논의들과는 분리된

다. 안전심사지침 7.1절의 부록과 안전심사지침 7.2절부터 7.9절까지의 심사절차 논의

는 이러한 규제입장관련 부록을 인용한다. 

    

II. 신청서 유형

   심사자는 신청자가 원자력시설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신청서의 유형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국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인허가사항들은 크게 신규원전의 건설 및 

운영허가, 표준설계인가, 주기적안전성평가, 허가된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경미한 사

항에 대한 변경신고, 그리고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이며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

다.

   ‧ 원자력안전법 제10조의 건설허가

   ‧ 원자력안전법 제20조의 운영허가

   ‧ 원자력안전법 제10조의 건설 변경허가

   ‧ 원자력안전법 제20조의 운영 변경허가

   ‧ 원자력안전법 제10조 단서조항의 경미한 건설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 원자력안전법 제20조 단서조항의 경미한 운영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 원자력안전법 제12조의 표준설계인가

   ‧ 원자력안전법 제23조의 주기적안전성평가

   ‧ 원자력안전법 제100조에 따른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1. 신규원전의 건설/운영허가

   신규원전에 관한 원자력안전법 제10조 “건설허가”에 의하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운영허가”에 의하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

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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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

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총리령이 정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상과 같은 법적 허용기준이 신형원자로를 비롯한 모든 신규원전의 설계에 반영된 디

지털 계측제어계통의 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가동중 원전의 변경허가

   가동중인 원자력 시설의 변경에 관한 중요한 법규는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서 찾

아볼 수 있다. 이 법규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원자력안전법 제100조에 의하면 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
영에 참여하는 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었다. 특정기술주제보고서는 건설허가, 운영허가 

또는 변경허가와는 무관하게 특정한 기술사안에 대해서 규제기관의 일반적인 검토를 

받기 위해 제출될 수 있다. 그렇지만,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므로 

심사자는 검토범위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4. 표준설계인가

   원자력안전법 제12조에 의하면, “동일한 설계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반

복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

력안전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주기적 안전성 평가

   원자력안전법 제23조에 의하면,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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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 범위와 내용

   심사자는 신청서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검토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검토범위는 심

사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검토계획의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 기본적인 검토목적은 

신청서의 유형과는 무관하게 신청자가 관련 규제법규들을 준수하고 있는지와 대중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시설물과 장비, 운영 절차, 수행되어야 할 공정, 그리

고 기타 기술적 요건들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심사자에 의한 검토, 감사나 검사 활동은 계측제어계통의 설계와 구현의 모든 면에 

대한 완벽한 평가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검토범위는 심사자가 상기한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된다.

   기존 인허가 이행에 대한 적합성, 현재 적용 가능한 규제기준 및 요건 준수와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조건으로 심사자는 검토대상 신청서 심사 시 이전 규제의 해석을 고려하

고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수행하는 검토가 이전에 검토하고 승인한 계통과 실

제적으로 동일한 계측제어계통을 포함한다면 그러한 계통의 평가는 이전 승인에 근거를 

둘 수 있다. 만약 인용한 것과 다른 설계사항이 있다면, 변경된 설계의 적합성을 평가하

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에서 도출된 결론은 안전성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발전소 인허가 신청서와 인허가 변경 신청서는 이전에 심사자에 의해 검토되었고  

이전 특정주제기술보고서 상에 기술된 계통, 설비나 특정 기기를 인용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최초 검토 시에 해결되지 않은 일

반적이거나 특정 발전소에 국한된 추후확인 사항(open items)을 포함한다. 이전에 검토

된 설계내용을 적용하는 신청서에 대한 검토는 제안된 신청서에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추후확인 사항이 적절하게 해결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림 7.0-3은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생명주기 활동을 도시하고 있고 아래에 

기술한 신청서 종류(Ⅲ-1, Ⅲ-2 및 Ⅲ-3 절)를 해당 신청서에서 다루어야 하는 생명주

기 활동과 연계되어 있다. 어떤 신청서의 검토는 모든 적용가능한 생명주기 활동을 포

함해야 한다. 검토는 계통요건의 수용성과 최종 계통이 이러한 요건을 적절히 만족함

을 확인해야 한다. 디지털이 아닌 컴퓨터 기반 계통(예, 프로그램어블 논리 제어기) 구

현의 검토는 기기와 계통요건, 설계 출력 및 검증(예, 형식 시험)에 중점을 둘 수 있다. 

디지털 컴퓨터 기반 계통의 검토는 생명주기 활동의 적합성과 정확한 구현의 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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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을 두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7.1절은 전반적인 계측제어계통 개념과 일반적인 계통 요건의 검토를 

다룬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1, 7.1-2, 7.1-3 및 7.1-4는 계측제어계통과 연관된 개별 

허용 기준에 대한 검토 절차를 다룬다. 안전심사지침 7.2절에서 7.9절은 계통에 따른 요

건, 계통설계 및 구현에 대한 검토를 기술한다. 컴퓨터가 내재되어 있는 기기나 컴퓨터 

기반 계통에 대해서, 안전심사지침 부록 7.0-1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을 포함하는, 

컴퓨터 기반 계통의 특별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기술한다. 안전심사

지침 7.0절과 7.1절에 대한 부록은 안전심사지침 7.1절에서 7.9절까지 연관되어 사용된

다. 

   각 생명주기 활동의 검토는 Ⅲ.1과 Ⅲ.2에 있는 검토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검

토시 고려사항은 계통의 안전중요성이나 검토대상 계통의 설계 측면과 상응하여야 한

다. 확률론적 위험도 평가(PRA)는 적절한 검토 수준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RG 1.174, "An Approach for Using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in 

Risk-Informed Decisions on Plant-Specific Changes to the Licensing Basis,"는 위험도 

정보를 적용한 인허가 변경 신청서의 검토를 위한 특별한 지침을 제공한다. 안전심사

지침 19장은 위험도 정보에 의해 지원받는 신청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지침을 제공

한다. 검토범위는 다른 검토 조직과, 아래 V.에서 논하는 것처럼 통합되어야 한다.

   심사는 정식 등록을 위해 공식적으로 제출된 자료나 신청자 부지에서의 감사를 위

해 적용가능한 자료를 포함한다.

Ⅲ.1 설계인증 및 건설허가 신청서

   표준설계인가(DC) 와 건설허가(CP) 신청서에 대한 검토범위는 계통 개념, 요건, 설

계 및 계통 개발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계통 개념 평가 

   계통 개념 평가는 다음 검토사항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0 CFR 50의 기능요건들과 발전소 사고해

석에 따른 가정사항들을 뒷받침해 주는 기능들에 대한 전반적인 계측제어계통의 설

계사항(7.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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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통 또는 기기 설계에 관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계획의 적합성

3. 10 CFR 50의 기술 관련 사항(7.1절 참조)

4. 기술관련 미해결안전현안(USI)들과 중/고 순위 일반안전현안(GSI)들에 대한 해결방안

계통 요건 평가

   계통 요건의 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 검토한다.

1. 10 CFR 50.55a(h)(준용기준 KEPIC ENB-6100 및 KEPIC ENB-1100)와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한 주요 상세설계기준(design criteria)(7.1절 참조)

2. 설계기준(design bases)과 중요한 상세설계기준(design criteria)(7.2절에서 7.9절 참조)

계통 설계 평가

   계통 설계의 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 검토한다.

1. 최종설계가 충분한 안전성 여유를 갖고서 설계기준들을 합리적으로 만족하게 하는 

계통의 주요 특성, 성능요건, 일반배열, 그리고 건설재료 (안전심사지침 7.2절에서 

7.9절 참조)

2. 운영기술지침서에 규정되어야 할 주제가 될 만한 계측제어계통의 기능과 변수의 식별

(건설허가 관련) (안전심사지침 7.2절에서 7.9절 참조)

3. 제안된 운영기술지침서 (표준설계인가 관련) (운영기술지침서 주관검토부서 담당. 

안전심사지침 16장 참조)

4. 근본적인 설계기준 및 성능요건을 포함한 I&C 계통설계가 적절한 안전기능을 수행

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한 신청자의 해석과 기술적 정당화 

개발 계획 평가

   이 평가에서는 계통 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관리와 이행, 품질보증, 통합, 설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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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훈련, 운전, 안전해석, 확인 및 검증(V&V), 그리고 형상관리(CM) 계획들을 검토해

야 한다(디지털 컴퓨터 기반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평가 절차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7.0-1 참고).

표준설계인가 검토는 상세설계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디지털 컴퓨터 기반 계측제어계

통의 경우 이러한 검토는 표준설계인가 단계에서 최종 설계 세부사항을 확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계통의 최종설계 완성을 최종 인허가 단계까지 늦추면 

허가 신청자가 각 발전소에 대하여 가장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그러므로, 컴퓨터 기반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표준설계인가 신청서의 검토는 (1) 기능적 

블록도 수준에서의 세부 검토 (2) 기술된 제한치, 변수, 절차 및 세부 설계 과정에 대

한 특성 그리고 (3) 설치되는 설비가 계획된 이행사항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음을 보

여주기 위한 운영허가단계에서 제시할 수 있는 상세설계정보로 한정될 수 있다. 

Ⅲ.2 운영허가 신청서

   신규원전에 대한 운영허가신청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건설허가 심사시 토의된 

항목들을 검토하며 그 검토를 근거로 해서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운영허가 단계에서의 검토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과 건설허가 준수사항에 대한 변경내

용만을 다루게 된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요건, 상세설계, 제작, 시험, 통합 등에 대한 평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요건, 상세설계, 제작, 시험, 통합 등에 대한 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야 한다.

1. 개발계획의 이행 (디지털 컴퓨터 기반 계통에 대한 안전심사지침 부록 7.0-1 참조)

2. 계통 요건에 따른 설계결과물의 적합성 (안전심사지침 7.2절에서 7.9절 및 부록 7.0-1 

참조)

3. 설계결과물에 포함된 설계공정 특성들의 증거 (디지털 컴퓨터 기반 계통에 대한 안

전심사지침 부록 7.0-1 참조)

4. 건설허가 단계에서 확인된 어떤 안전성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신청자의 연구 

및 개발결과에 대한 기술 및 평가 (안전심사지침 7.2절에서 7.9절 및 부록 7.0-1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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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계통 검증 평가

   계통 검증의 평가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중점 검토한다.

1. 근본적인 설계기준 및 성능기준을 포함하는 계측제어계통의 설계가 적절한  안전기능

들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신청자의 시험, 해석 및 기술적 정당화 (안전

심사지침 7.2절에서 7.9절 및 부록 7.0-1 참조)

설치, 운전, 그리고 보수의 평가

   설치, 운전, 그리고 보수의 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 검토한다.

1. 사용전 검사(시설 및 성능) 수행

2. 심사 이행사항 확인

Ⅲ.3 변경허가 및 특정기술주제보고서

   디지털 설비개선을 위해 가동중 원전의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사항

이 안전한 것인지를 검토 및 평가하고, 적용 규제법규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발전

소의 인허가를 위한 기술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야 한다. 변경허가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그 변경의 범위와 복잡성이며, 이것이 미검토안전성문제(USQ)를 제기할 경

우 심층평가를 수행한다.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한 평가에서는 그림 7.0-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계통의 개념 검토에서부터 운영/보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다루게 되며 

주요 역점사항은 변경된 부분의 안전성 평가뿐만 아니라 변경부분이 변경되지 않은 

부분에 미치는 영향의 심층 평가이다.

   특정기술주제보고서는 건설허가, 운영허가, 표준설계인가 또는 변경허가와는 무관

하게 특정한 기술사안에 대해서 규제기관의 일반적인 검토를 받기 위해 제출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여러 발전소에서 사용될 것으로 확인된 계통, 기기 또는 운전 관례가 

일반적인 검토를 위해 제출될 수가 있지만,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

므로 심사자는 그 대상의 항목에 따라서 신청서에 맞는 검토범위를 선정해야 한다(그

림 7.0-3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개발 단계별 검토사항” 참고). 검토대상 신청서와 관

련해서도 상기(건설허가, 운영허가, 표준설계인가, 변경허가 사항)의 모든 논의사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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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범위에 따라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Ⅲ.4 주기적 안전성 평가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년마다 안

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관련법령(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각 평가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및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당 원자로시설

의 종합적인 안전성은 각 사항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결과를 고려

하여 평가 당시 해당 원자로시설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Ⅳ. 신청서류의 적합성 검토

   원자력시설의 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그 신청서의 유형을 결정하고, 실질적인 검토

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심사자는 그 신청서류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표 

7.0-1은 각종 신청서에 대한 법적 허용기준과 근거들을 표기한 것이다.  특히 신규원

전에 관한 신청서류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경우에는 RG 1.70, 안전심사지침 7장 부

록 7.0-1 등의 세부 지침을 따라야하며, 가동중 원전에서의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부록 7.0-2 등의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7.0-1 각종 신청서에 따른 법적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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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유형
법적 기준

원자력안전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건설허가(CP) 제10조(건설허가)  제17조
(건설허가 신청)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운영허가(OL) 제20조(운영허가) 제33조
(운영허가 신청)

제16조
(운영허가의 신청)

건설허가의 변경 제10조(건설허가)  제21조
(변경허가 신청)

 제5조
(변경허가의 신청)

운영허가의 변경 제20조(운영허가) 제34조
(변경허가 신청)

제17조
(변경허가의 신청)

건설허가 변경신고 제10조(건설허가) -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운영허가 변경신고 제20조(운영허가) - 제1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제100조(승인) - 제131조(특정기술주제보
고서의 승인신청등)

표준설계인가
제12조

(표준설계인가)

제22조

(표준설계인가 신청)

제9조

(표준설계인가신청 등)

주기적안전성평가

제23조

(주기적안전성평가)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20조, 제21조

 

Ⅴ. 검토계획의 수립

   심사자는 신청서에 맞는 검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검토계획의 목적은 계획된 활

동과 일정을 상위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심사자가 검토에 따른 재원들을 검토 초기에 

파악하고, 그리고 검토 참여자들이 검토기준과 각 심사자의 역할을 모두가 알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범 위

   검토계획은 상기 Ⅲ. 검토 범위 및 내용 항에서 정해진 검토항목들을 간략하게 기

술해야 한다.

검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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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계획에는 신청서 평가를 위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신규원전의 허가신청서

에 대한 적용 가능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원자력안전법, 미연방 법규인 10 CFR, 안전심

사지침의 상세 허용기준, 관련된 부록, 그리고 Regulatory Guide 등이다.  또한 기작성

된 안전심사보고서, 기술검토보고서, 그리고 미검토 또는 일반안전성 현안들에 대한 

해결방안들이 규제 입장이나 방침에 대한 유용한 정보일 수 있다. 변경허가신청서의 

경우에는 원래의 허가 준수사항이 검토기준으로 쓰인다. 원래의 허가 준수사항이 제안

된 변경의 모든 측면을 완벽하게 다루지 못할 경우, 원래의 허가 준수사항을 안전심사

지침의 추가적인 기준으로 보완할 수 있다.

 

검토활동 

   검토계획에는 검토목적 달성을 위해 계획된 검토활동과 그러한 활동들이 수행될 

개략적인 순서를 정해 놓아야 한다. 기준 및 표준의 이행이나 심층방어 및 다양성 검

토와 같이 검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활동들은 검토공정의 초기에 이루어져야 한

다. 그 계획에는 각 활동마다 소요되는 개략적인 재원(예, 인원 수, 상세 설계문서 입

수, 완성된 하드웨어), 착수 및 종결 일자, 그리고 그 활동의 일환으로 예상되는 외부 

회의 또는 감사가 포함될 수 있다. 검토활동의 일부가 될 회의와 감사의 목적 또한 정

해져야 한다.

검토업무분장

   검토에 참가할 검토요원과 계약자의 명단이 작성되고 검토활동에 따른 그들의 역

할이 결정되어야 한다.

타부서와의 연계 

   검토계획은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가 각 기술부서로부터 필요로 하는 정보와 활동

을 기술하고 각 사항이 수행되어야 할 시점을 보여주는 예정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

다. 마찬가지로 검토계획은 연관 조직이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로부터 필요로 하는 정

보와 활동을 구분하고 그러한 사항들이 필요한 시점을 보여주는 예정표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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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검토계획은 필요시 모임과 현장 방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예정표상의 

정보는 결정적(특정 날짜 제시)이거나 상대적(어떤 특정 공정 이전이나 이후 시점)일 

수 있다. 이러한 검토계획은 추가정보요청과 검토의 반복이 요구되는 시점을 밝혀야 

한다.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다른 검토 부서와 다음의 계측제어계통 설계 사항의 검

토시 협력한다.

‧ 감시변수의 적합성. 예를 들면,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에 포함된 원자로 트립이

나 공학적안전설비(ESF) 또는 보조지원설비(ASF : auxiliary supporting features) 

및 기타 보조설비를 기동 동작시키기 위한, 압력과 같은 변수들의 적합성

‧ 제안된 설정치, 시간지연, 정확성 요건 및 작동기기(actuated equipment) 응답의 

허용성과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에 포함된 안전해석과의 일치성

‧ 안전성분석보고서 18장에 기술된 사항으로서 인간-기계 연계의 적합성

협력 검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원자로 계통부서는 보호, 제어, 표시 그리고 연동 기능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이

러한 사항들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2조, 제28조, 

제29조 그리고 제30조의 요건과 계측제어계통의 운영요건 및 사고해석과 일치

함을 확인한다.

‧ 발전소 계통 부서는 보조지원설비 및 기타 보조설비가 허용가능한 요건을 만족

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보조지원설비 및 기타 보조설비에 대한 요건의 적합

성을 평가한다. 이러한 계통은 압축(계기)공기, 냉각수, 붕소, 조명, 난방 그리고 

공기조화를 포함한다. 이러한 검토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한다. (1) 보조지원설비 

및 기타 보조설비 설계가 계측제어계통의 단일고장요건에 부합한다는 것과 (2) 

보조지원설비 및 기타 보조설비가 계측제어계통 기기들이 있는 공간의 요구되는 

환경 조건을 유지 할 것이라는 사항. 이러한 검토는 설계기준과 보조지원설비 

및 기타 보조설비를 구현하는 기기 설치와 지진대비 설계 시 채택된 시험방법들

을 포함한다. 발전소 계통 부서는 또한 보호, 제어, 표시 그리고 연동기능의 적

합성을 평가하고 이러한 기능들이 지원받는 계통의 운영 요건 및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1조와 일치함을 확인한다.

‧ 원자로 건물 및 중대사고 부서는 원자로 건물 내부에 위치하는 계측제어 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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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환경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원자로 건물 환기 및 대기 조절 

계통을 검토한다. 원자로 건물 및 중대사고 부서는 또한 원자로 건물 계통 및 

중대사고와 연관된 보호, 제어, 표시 및 연동기능을 평가하고 그들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사고해석, 운영요건과 일치함을 확인한다.

‧ 전기분야 부서는 (1) 전선과 전력기기에 대한 물리적 이격 요건의 적합성을 평가

하고 (2) 다중(redundant) 계통에 공급되는 전력이 적절한 다중의 전력원에 의해 

공급되는 지를 확인하고 (3) 소내 및 소외 전력계통의 적절한 기능과 관련된 계

측제어계통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 전기분야 부서는 계측제어계통 기기의 환경 검증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의 범

위는 계측제어계통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과 품질 시험방법과 절차를 포함한다.

‧ 기계공학부서는 설계기준 및 검증 시험방법과 절차를 포함하는 계측제어계통 기

기에 대한 내진검증을 검토한다.

‧ 인간공학 평가부서는 계측제어 기기의 위치와 배열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계측제

어 기기의 능력이 운영절차 및 비상응답지침과 일치함을 검토해야한다.

‧ 품질보증과 보수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3.5.1.2 와 13.5.2.2에 대한 우선검토 의무

의 하나로 행정, 보수, 시험 및 운영절차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 주기적 시험, 보수와 신뢰도 보증을 설명하는 일반적 방법을 포함하는 설계, 건

설 및 운영 단계 품질보증 프로그램의 검토도 또한 안전심사지침 17장에 대한 

우선건설허가검토의무의 한 부분으로서 품질보증과 보수부서에 의해 수행된다. 

품질보증과 보수 부서는 또한, 안전심사지침 14.2절에 대한 우선 검토 부서의 의

무로서 제한된 사전운전 및 기동시험 프로그램  RG 1.68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

를 검토한다.

Ⅵ. 검 토

   검토는 안전심사지침서의 허용기준과 검토절차를 이용하여 신청서에 맞는 검토계

획에 따라 수행한다.  검토 결과는 안전심사보고서에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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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1  계측제어계통 심사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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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2  안전심사지침 7장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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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3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개발 단계별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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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7.1절 계측 및 제어 - 서론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안전성분석보고서 7.1절의 검토목적은 (1)계측제어계통 설계가 원자력발전소를 정상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상태에서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2)이러한 기능, 구현된 계통 및 기기가 그들의 안전 중요도와 일치하게 

적절히 구별되고 (3)수행되어질 안전계통의 중요도에 맞게 계측제어의 설계, 제작, 구

성 및 계통과 기기의 시험에 적합한 품질표준을 적용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계측제어계통에 필요한 기능은 예상되는 운전범위에 대하여 변수와 계통의 감시, 

기술된 운전범위내로 이러한 변수와 계통을 유지하는 것, 예상운전사건의 결과로서 연

료제한치가 초과되지 않도록 계통과 기기를 자동 기동하는 것과 사고조건을 감지하고 

안전에 중요한 계통과 기기를 기동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계측제어계통은 안전심사지침 7장의 범위에 들어간다. 전

형적인 원자로 설계에서, 이러한 계통은 아래에 열거한 9개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보호 및 안전계통은 설계기준사고의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안전 동작을 기동하는 

계측제어계통이다. 보호계통은 원자로정지계통(RTS)과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ESFAS)

을 포함한다.

1. 원자로정지계통은 예상운전과도나 설계기준사고의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신속히 제

어봉 삽입을 개시한다. 원자로정지계통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7.2절에서 논의된다. 

2.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열을 제거하는 안전기기를 기동하고 제어하거나 방사능 누

출-피복재,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및 원자로건물에 대한 물리적 방벽의 건전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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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원한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7.3절에서 논의한다.

3. 안전정지계통은 발전소의 안전정지(safe shutdown) 상태를 달성하고 유지시키는 계

통으로 원자로 노심을 미임계 상태로 유지시키고 고온 및 저온 정지상태를 달성 및 

유지시키기 위해 적절하게 노심을 냉각시키는데 사용되는 계측제어계통들을 포함하

며 안전성분석보고서 7.4절에서 기술하고 있다.

4.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AOO) 및 사고 기간에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안전계통을 수동으로 개시 및 제어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통을 포함한다.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은 달성

되어야 할 발전소 안전기능을 지시하며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 등의 결과를 완화시

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은 안전계통의 정상상태와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안전성분석보고서 7.5절에서 기술하고 있다.

5. 안전에 중요한 연동계통은 특정한 사건들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거나 혹은 어떤 사

고에서 안전계통의 이용률을 보장하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동작한다. 이 계통은 

연동계통의 안전조치가 사고 이전 혹은 사고 예방을 위해 취해진다는 점에서 보호

계통과 다르며 안전성분석보고서 7.6절에서 기술하고 있다.

6. 제어계통은 예상운전과도 혹은 사고 이후에 안전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발전소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발전소 공정을 제어하는 계통으로서 정상운전 중에  

사용된다. 제어계통은 허용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며, 제어 변수들이 기 설정된 운전 

범위내에 유지될 수 있으며, 제어계통의 운전 또는 고장의 영향이 안전성분석보고

서 15장의 사고해석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한다. 제어계

통은 안전성분석보고서 7.7절에서 기술하고 있다.

7. 다양성 계측제어계통은 원자로정지계통과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의 다양성 백업 

계통으로 특별하게 제공된다. 다양성 계측제어계통은 보호계통의 공통원인고장 가

능성을 고려한다. 다양성 계측제어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다양성보호계통”에 의한 원자로정지불능 예상과도(ATWS) 완화계통을 포

함한다.  디지털 컴퓨터-기반 계측제어설비를 갖춘 발전소의 경우에는 다양성 계측

제어계통이 또한 SECY-93-087, 규제요건메모(SRM)의 지침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특

별히 설치된 실배선의 수동제어기, 다양성 표시기, 그리고 다양성 작동계통을 포함

할 수 있다. 이 규제요건메모는 심층방어 및 다양성에 관한 규제기관의 규제입장을 

기술한 것이며 본 계통은 안전성 분석보고서 7.8절에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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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데이터 통신계통은 계통 및 기기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한다. 데이터 통신계통은 아

날로그 및 디지털 다중송신기(multiplexer) 뿐만 아니라 비다중송신 방식의 전송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계통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이들 계통은 위에서 언급

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계통들을 지원한다. 또한 이들 계통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다른 절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계측제어 기능들을 지원할 수도 있다. 본 계통은 

안전성분석보고서 7.9절에서 기술하고 있다.

9. 보조지원설비 및 기타 보조설비는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안전계통에 필요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계통 또는 계통의 기기이다. 보조지원설비의 예는 공기조화계통, 전력

계통이다. 보조지원설비는 주로 안전성분석보고서 8장 및 9장에서 기술된다. 기타 

보조계통은 내장 시험기기 및 격리장치 등이 있다.

   보조지원설비 및 기타 보조설비의 계측제어 관점은 이들 계통을 논하는 안전성

분석보고서 관련 절의 검토시에 검토되며 이들 계통의 운전이 보호계통에 의해 이

루어지는 경우는 안전성분석보고서 7.2 혹은 7.3절의 보호계통 검토에 포함한다.

   화재방호, 핵연료 취급 제어, 보안계통, 방사선 감시, 보조지원설비의 제어 및 기타 

보조설비 등과 같은 안전에 중요한 기타 모든 계측제어계통은 이들 계통을 논하는 안

전심사지침 관련 절의 검토 시에 검토한다.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이들 계통 검토

에 있어 지원부서로서 보조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7장, 특히 7.7절의 허용기준 및 검

토절차는 이러한 기타 계측제어계통에 적용 가능하다.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이러한 안전심사지침 절 중 9.5.2절 “통신계통”의 주관

검토 부서이다. 

안전심사지침의 본 절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공정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는 본 절

에서 언급된 참고문헌을 참조한다.

검토연계분야

안전심사지침의 본 절과 다른 절 사이의 연계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안전심사지침 7.0절은 검토에 대한 조정사항에 관하여 기술하며, 이러한 조정사항은 

검토 대상에 대한 정보 및 적용 대상별 검토 범위 등을 포함한다. 적용 대상의 종

류별 검토 범위에 관한 사항 및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와 타부서 사이의 업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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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7.0절을 참조한다. 

상세한 허용기준 및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기술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계측제어계통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원자로출력 및 출력분포 진동 제

어),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제25조(원자로제어실 등),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제27조(다양성보호계통), 제28조(반응도 제어계통), 제36조(제어재구동장치) 및 제38

조(경보장치 등)

 2.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

 3.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체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

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하

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

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안전심사지침 표 7-1, 3절 (규제요건메모), 4절 (규제지침) 및 5절 (부록)은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에 적용가능한 허용기준을 열거하고 있다.

 ∙규제요건메모는 미국원자력규제기관(NRC) 위원들에게 제출된 정책적 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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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고서(SECY)에 대한 NRC의 결정과 규제방향을 제공한다. 

 ∙규제지침은 규제요건을 만족하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기술하고 신청자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산업표준은 산업계의 합의된 요건과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계통에 적용

가능한 권고 방안을 보여준다. 이러한 표준들은 변경을 요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규

제지침에 의해 승인되고 규제기관의 요건을 만족하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제공한다. 

 ∙부록은 과거 검토에서 도출된 중요한 기술적 쟁점이나 해석의 의문사항에 대한 해

결 방안을 문서화한 것이다. 부록에서 채택한 접근법은 규제지침의 권고와 같이 의

무사항이 아니다.

    SECY 및 관련된 SRM, 규제지침 및 규제지침에서 승인한 산업코드 및 표준 그리

고 부록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 준수를 평가하기 위해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으로 

사용되는 지침들이다. 

    

 2. 비안전 계통에 대한 KEPIC ENB-1100 및 KEPIC ENB-6100의 사용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1100은 안전계통에 대한 규제요건이고 

KEPIC ENB-6100은 보호계통에만 적용되는 규제요건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준들은 

보호 및 안전계통이 비안전 계통으로부터 적절히 격리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

론적으로 KEPIC ENB-1100과 KEPIC ENB-6100은 안전 및 비안전 계통 사이의 연

계부분에 적용된다.

   안전계통으로 분류되지 않는 안전에 중요한 계통의 품질과 신뢰성은 안전계통

에 대한 영향을 최소로 하고, 발전소 비안전 전략상의 전체적인 역할을 완수하는

데 충분해야 한다. 비록 KEPIC ENB-1100과 KEPIC ENB-6100이 비안전 계측제어

계통에 대한 요건은 아니지만, 기능적 신뢰성이 목표가 되는 상황에서 유용한 개

념을 기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상기한 표준이 비안전 계측제어계통을 위한 안전

심사지침 허용기준은 아니지만 심사자가 고려할 수 있는 유용한 설계개념의 원천

이 된다. KEPIC ENB-1100의 범위는 KEPIC ENB-6100의 범위보다 넓고, 결론적으

로 KEPIC ENB-1100의 지침은 비안전 계측제어계통 검토시 이용이 용이하다.    

 3. 세부 허용 기준과 검토방법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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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심사지침 부록 7.1-1은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과 관련하여 규제요건 및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만족성 평가에 이용 가능한 검토방법과 그 적용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세가지 경우로 검토방법의 논의가 펼쳐졌고 별도의 안전심사지침 부록 7.1-1에서  

인용한 별도의 부록에 기술되었다. 

∙ 안전심사지침 부록 7.1-2는 KEPIC ENB-6100의 요건의 만족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

침을 제공한다.

∙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은 KEPIC ENB-1100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 안전심사지침 부록 7.1-4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152에서 승인한 KEPIC 

ENB-6370에 수록된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지침을 제공한다. 

III. 검토절차

   안전심사지침 7.0절에서는 계측제어계통들에 대한 검토공정 개요를 제시하고 있다. 

이 공정내에서 안전성분석보고서 7.1절의 검토목적은 안전성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들

이 안전성분석보고서 7장에서 다루어지고 신청자가 각 계통에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허용기준과 지침들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확인은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의 적용 요건들을 만족하는 

것이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은 안전에 중

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수행되어야 할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한 품질표준

에 따라 설계, 제작, 조립 및 시험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성분석보고서 

7.1절의 검토에서는 (1) 안전성에 중요한 각 계통에 대한 각 기준과 지침의 적용성에 

관해서 논의하였고, 그리고 (2) 그러한 기준과 지침들이 안전성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

의 설계에서 구현되었거나 또는 앞으로 구현될 것인지를 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지침사항들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다면 검토에서는 그러한 

예외사항들에 대한 허용 가능한 근거가 마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심사자는 기본적인 계측제어계통 구조의 이해를 증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측제어계통들의 기능적 할당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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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러한 계통에 적용가능한 허용기준과 지침의 표를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심사자

는 또한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의 일부분이 이전에 승인된 사안에 기초한 것인

지와 이전 검토 사항과 동일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이전 승인의 근거는 건설허

가, 운영허가, 표준 발전소에 대한 예비 및 최종설계승인, 그리고 특정주제기술보고서

를 포함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7.1절의 검토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1. 안전성에 중요한 모든 계측제어계통들이 7장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기위해 7.1

절을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안전성분석보고서 7장에는 안전심사지침 7.1절의 검토 

분야에 포함된 각 계측제어계통들을 다루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검토는 안전계통의 운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내장된 컴퓨터와 소프

트웨어를 포함하여 모든 계측제어계통이 7.1절에 명시되어 있고 7장의 후속절에

서 논의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한다. 계측제어계통의 지원을 받는 안전계통들은 

안전성분석보고서 해당 장(특히 5, 6, 8, 9, 10, 15 및 18장)에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이 확인된 계통들의 검토는 그 지원받는 계통들의 검토주관부서와 협의

하여 수행된다.

  2.  안전에 중요한 각 계측제어계통에 적용 가능한 규제요건은 신청자가 각 계측제

어계통에 적용가능한 요건을 적절하게 명시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된다. 본 

안전심사지침 부록 7.1-1의 1항 및 2항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에 적

용 가능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요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검토방법 

및 검토범위를 기술하고 있다.

  3. 안전에 중요한 각 계측제어계통에 적용 가능한 지침이 각 계통에 대한 적절한 지

침이 명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한다. 본 안전심사지침 부록 7.1-1의 3항, 

4항 및 5항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에 적용 가능한 지침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검토방법 및 검토범위를 기술하고 있다.

  4. 신청자가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에 적용 가능한 지침들에 대해서 다른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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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기할 때 그와 같은 이의에 대한 근거가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한

다. 그러한 이의에 대한 근거는 안전성 여유도가 현저히 감소되지 않으며, 그 이

의가 허용기준의 요건과 일치함을 입증시켜야 한다.

  5. 디지털 컴퓨터-기반 계측제어계통을 신청자가 제안할 경우에는 안전심사지침 부

록 7.1-4에서 기술된 디지털컴퓨터 기반계통에 대한 추가지침을 포함하여 검토하

며 부록 7.0-1은 그 검토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6. 본 검토에는 이미 검토되어 승인된 바 있는 계통들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안전

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들도 포함한다. 7장의 후속 절에서의 이들 계통에 대한 

평가는 사전 승인내용(특정기술주제보고서 등)을 근거로 하며 사전 승인내용과 다

른 기술 및 평가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이점이 명시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7. 제안된 계통이 이전에 검토되어 허용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심

사자가 검토를 진행하기 이전에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관련기술을 확인해야 한다. 

IV. 평가결과

   심사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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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신청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을 적절히 기술하였다.

  신청자는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들을 명시하였으며 이 안전심사지침에서 명시

한 계통들에 적용 가능한 일반설계기준 및 KEPIC ENB-6100 등의 허용기준을 명시하

였다. 또한 신청자는 이 안전심사지침에서 명시한 계통들에 적용 가능한 RG, 산업기술

기준 등의 지침을 명시하였다(만약 신청자가 지침들에 대한 예외사항을 제기하였다면 

그 이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심사자는 명시된 허용기준 및 지침들의 이

행은 수행되어야 할 안전기능의 중요성에 상응한 품질 표준에 따라 설계, 제작,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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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험되어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

격)의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주의] 다음 결론은 모든 신청서에 적용된다.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상기 결론은 규제기관이 사전 검토하여 승인한 

것을 제외하고 이 계통의 모든 부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적용 계통 및 주제를 나열

하고 참고문헌을 명시할 것].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원자로출력 및 출력분포 진동 제

어”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다양성보호계통”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어재구동장치”

 9.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경보장치 등”

 10. KEPIC ENB-1100-2005, “안전계통 설계“

 11 KEPIC ENB-6100-2005, “보호계통 설계”

 12. KEPIC ENB-6370-2008,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

 13. ANSI/IEEE Std 279-1971, "Criteria for Protection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14. IEEE Std 603-1998,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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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Nuclear Power Plants." Office of Standards Development,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ovember 1978. 

 16. Regulatory Guide 1.152, "Criteria for Digital Computers in Safety Systems of 



제7.1절                                                      개정 4 - 2014. 12- 8 -

Nuclear Power Plants." Office of Nuclear Regulatory Research,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2006. 

 17. SECY-93-087. "Policy, Technical, and Licensing Issues Pertaining to Evolutionary and 

Advanced Light-Water Reactor (ALWR) Designs." April 2, 1993. 

 18. Staff Requirements Memorandum on SECY-93-087. "Policy, Technical, and 

Licensing Issues Pertaining to Evolutionary and Advanced Light-Water Reactor 

(ALWR) Designs." July 15, 1993. 



지 침 번 호 KINS/GE-N001

분 류 번 호 7.2

개 정 번 호 4

발 행 일 자 2014.1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분류번호 : 7.2

제 목 : 원자로정지계통

검토주관부서 : 계측제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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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 ‘92.4

1 ‘93.5 ‘93.5

2 ‘99.10 ‘99.10

3 황희수 ‘09.12 김대일 ‘09.12

4 지성현 ‘14.11 정충희 ‘14.11





제7.2절                                                      개정 4 - 2014. 12- 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7.2절 원자로정지계통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이 검토의 목적은 원자로정지계통이 (1) 보호계통에 적용 가능한 허용기준 및 지침

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와 (2)모든 발전소 상태에서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1. 본 절은 원자로보호계통의 일부인 원자로정지계통에 대한 검토과정과 허용기준을 

기술한다. 검토과정과 허용기준은 원자로를 정지시키는데 필요한 감지기로부터 작

동장치까지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를 포함한 모든 설비 (전원, 감지기, 

신호변환기, 개시회로, 논리회로, 우회, 연동장치, Rack, 패널, 제어반, 그리고 상호

연결, 작동장치 등)와 보조지원특성 및 기타 보조특성에 적용된다. 원자로정지계통

은 허용연료 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반응도 제어계통(제어봉)을 

동작하도록 설계된다.  제어봉의 인출, 삽입 및 순차동작을 위한 제어기, 동작 금

지, 연동장치 등에 대해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 7.6 및 7.7절에 기술되어 있다.

2. 설계인증

   설계인증에 대해, 규제자는 신청범위 내에서 본 심사지침을 적용하여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안전심사지침의 본 절과 다른 절 사이의 연계사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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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심사지침 7.0절은 검토에 대한 조정사항에 관하여 기술하며, 이러한 조정사항은 

검토 대상에 대한 정보 및 적용 대상별 검토 범위 등을 포함한다. 적용 대상의 종

류별 검토 범위에 관한 사항 및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와 타부서 사이의 업무 협조

에 대한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7.0절을 참조한다. 

상세한 허용기준 및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기술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원자로정지계통의 검토를 위한 허용기준은 다음 법규에 있는 관련 요건의 준수여

부를 기반으로 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

한 규정“ 및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

한 지침“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1100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준용기준 - KEPIC ENB-6100 및 ENB-1100). 이전에 KEPIC ENB-6100으로 건설허

가를 승인받은 원전에 대해서는 KEPIC ENB-6100에 기술된 요건으로 대신 적용될 

수도 있다.

 2. 10 CFR 50.34 (f), "TMI 관련 후속요건" 혹은 Generic Letter(이하 “GL")에 따른 

이와 동등한 TMI 요건 

       (2)(v), "우회 및 운전불가능 상태지시" 

       (2)(xxiii), "주급수상실 혹은 터빈 트립에 의한 예상 트립"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9.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10.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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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안전심사지침 7.1절 표 7-1과 

부록 7.1-1에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기술기준, 규제지침, 및 안전심사지침 7장 부

록 등에 대한 목록을 언급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체하지

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

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

의 차이점을 확인해야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는 KEPIC ENB-1100을 만족하는 안전계통에 대한 안전심

사지침 허용기준을 제공한다.

 2. 안전심사지침 부록 7.1-2는 KEPIC ENB-6100을 만족하는 보호계통에 대한 안전심

사지침 허용기준을 제공한다.

 3. Regulatory Guide(이하 “RG") 1.152 개정2에 의해 승인된 KEPIC ENB-6370은 컴퓨

터 기반 안전계통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제공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4

는 디지털 컴퓨터 기반 기술을 사용하는 안전계통 및 보호계통에 대한 안전심사지

침 허용기준을 제공한다.

 4. SECY-93-087, II.Q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공통모드고장에 대비한 방어)은 심층방

어 및 다양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6은 추가적인 지침

을 제공한다.

  상기 허용기준 이외에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제26

조 “원자로보호계통“, 제27조 “다양성보호계통“, 제28조 “반응도제어계통“, 제38조 

“경보장치 등“ 등을 적용할 수 있다.

 

III. 검토절차

   심사자는 아래에 기술된 절차 중 각각의 사례에 적합한 검토자료를 선정한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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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이유는 새로운 설계특성을 도입하거나 혹은 이전에 검토되어 

허용된 설계특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본 검토절차는 식별된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을 기반으로 한다. 이들 허용기준으로

부터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 규제자는 안전심사지침 기준에 대하여 제안된 대체방안이 

“II. 허용기준”에 있는 관련 요건과 일치하는 허용가능한 방법인지를 평가한 신청자

의 평가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7.1절에는 계측제어계통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절차가 기술

되어 있으며, 안전심사지침 7.2절에는 원자로정지계통 검토와 관련한 절차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1. 심사자는 설계기준에 대한 사업자의 이행사항(commitment)에 의존하여 KEPIC 

ENB-6100 또는 KEPIC ENB-1100의 요건에 대비하여 원자로정지계통 설계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컴퓨터 기반 원자로정지계통에 대한 지침은 RG 1.152를 준수하

는 KEPIC ENB-6370에 기술되어 있다. 이 절차는 KEPIC ENB-6100에 대해 부록 

7.1-2, KEPIC ENB-1100에 대해 부록 7.1-3, KEPIC ENB-6370에 대해 부록 7.1-4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부록 7.1-2 및 7.1-3은 KEPIC ENB-6100 및 KEPIC ENB-1100의 요건들에 대해 기술

하고 있으며 원자로정지계통 검토에 사용된다. 부록 7.1-4는 KEPIC ENB-6370의 기준

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원자로정지계통 검토에 사용된다. 비록 원자로 정지계통의 

기기들에 1차적인 주안점이 주어지지만 검토담당부서에서는 계통수준에서 전체적인 

보호기능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 즉 원자로정지계통 설계가 사고해석 내용을 만족

해야 한다.  단지 원자로정지계통의 설계내용이 KEPIC ENB-6100나 KEPIC ENB-1100

의 특정 설계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원자로정지계통의 적합성을 판단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원자로정지계통 심사자는 표 7.1에 명시된 모든 주제들을 확인해야 한다.  부록 

7.1-1은 각 주제들에 대해 검토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원자로정지계통 검토에 있어서 

강조되는 주요 설계 고려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설계기준 : 부록 7.1-2 3항 혹은 부록 7.1-3 4항 참조 

  - 단일고장기준 : 부록 7.1-2 4.2항 혹은 부록 7.1-3 5.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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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기 및 모듈의 품질 : 부록 7.1-2 4.3항 혹은 7.1-3 5.3항 참조 

  - 독립성 : 부록 7.1-2 4.6항, 4.7항 혹은 부록 7.1-3 5.6항, 6.3항 참조 

  - 심층방어 및 다양성 : 원자로정지계통은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의 각 사건에 대해

서 복수의 방법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각 사건들에 대해서 이들 수단들 중 최소

한 1쌍은 NUREG/CR-6303 "원자로 보호계통의 다양성 및 심층방어 분석 수행방

법"에서 정의한 신호 다양성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보호동작을 개시시

키기 위해 다른 감지변수를 사용하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변수가 잘못 

감지하더라도 어떤 변수가 독립적으로 비정상조건을 지시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

이란 응답시간 요건을 만족하는 조건에서, 동일 보호기능 또는 다른 보호기능들을 

작동시키며,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될 수 있다.

    신청자는 디지털 컴퓨터-기반 원자로정지계통에 대해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부록 7-16은 심층방어 및 다양성 검토에 대한 지침을 기술하고 있

다.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필수 안전기능에 대해 계통수준의 수동작동 기능을 구

비하여야 한다.

  - 계통시험 및 운전불능 감시 : 부록 7.1-2 4.9항 및 4.10항 혹은 부록 7.1-3 5.7항, 

5.8항, 6.5항 참조 

  - 디지털계통 사용 : 부록 7.0-1 및 부록 7.1-4 참조 

  - 설정치 결정 : RG 1.105 (개정 3) "안전계통의 계측 설정치" 및 부록 7-11 참조 

IV. 평가결과

   검토담당부서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검

토와 계산(적용가능한 경우)이 안전심사보고서에 포함될 아래와 같은 형식의 결론을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검토담당부서는 이러한 결론에 대한 근거를 언급한다. 

   검토담당부서는 원자로정지계통 및 필수보조지원계통의 설계가 아래와 같이 타당

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동 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10 CFR 50.34(f) 등의 관련 요건을 만족하

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원자로정지계통 및 필수보조지원계통이 적용되는 규제지침, 산업기술기준 등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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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신청자가 이들 계통에 적용 가능한 지침들을 적

절히 명시하였고, 계통 설계가 적용지침들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동 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

다고 결론짓는다.

   지진, 기타 자연현상, 비정상적인 환경 및 비산물 등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설

계한 원자로정지계통과 동 계통의 기기들을 검토한 결과, 각 계통 및 기기들이 동 계

통의 설계기준에 합당하게 명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동 계통 및 기기가 상기 사건들

을 견딜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검증계획에 대해서는 안전심사보고서 3.10 및 3.11절에서 

기술한다.  그러므로 동 계통 및 기기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

조 및 제15조를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원자로정지계통의 상태정보, 수동 개시능력, 그리고 원자로 안전정지를 보조하는 

설비를 검토한 결과,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사고상황 등과 같은 예측되는 운전범위

에서 충분히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을 정도로 감시정보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원자로정지계통에는 원자로정지의 수동개시를 위한 적합한 제어기가 설비되어 있

으며, 정상상태시의 발전소 안전운전과 사고 상태시의 안전유지를 위한 조작을 적절히 

지원한다.  그러므로 원자로정지계통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및 제25조를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원자로정지계통은 KEPRIC ENB-6100 혹은 KEPIC ENB-1100 및 10 CFR 50.34(f)의 

설계요건을 준수하고 있고, RG 1.105를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계통이 안

전성분석보고서 15장 사고해석에 따라 원자로를 정지시키기 위해 사고상황 및 예상운

전사건 등을 감지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원자로정지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원자로정지계통은 RG 1.22와 RG 1.118의 주기시험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있고,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지시는 RG 1.47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동 계통은 RG 

1.53에 의해 보완된 KEPIC ENB-3000의 단일고장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였

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토대로 원자로정지계통이 계통 신뢰성 및 시험성에 관련한 

KEPIC ENB-6100 혹은 KEPIC ENB-1100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

므로 원자로정지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요건을 만족

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원자로정지계통은 보호계통의 독립성에 대해 RG 1.75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이

와 같은 검토를 토대로 원자로정지계통이 계통 독립성에 관한 KEPIC ENB-6100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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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 ENB-1100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원자로정지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원자로정지계통에 대한 고장유형 및 영향분석(FMEA)을 검토한 결과, 동 계통이 계

통의 탈락, 에너지 상실, 가상된 비정상 환경 등과 같은 상태에 직면하더라도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원자로정지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원자로정지계통과 발전소 운전제어계통 간의 인터페이스를 검토한 결과, 원자로정

지계통이 제어 및 보호계통간의 상호 영향에 관한 KEPIC ENB-6100 혹은 KEPIC 

ENB-1100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원자로정지계통이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원자로정지계통의 검토를 토대로 이 계통이 제어봉 인출사고와 같은 반응도 제어

계통의 오동작에 대한 보호계통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고

시 허용연료 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음을 보장하는 계통능력에 관해서는 안전성분석

보고서 15장 및 안전성심사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자로정지계통이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상기 모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요건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원자로정지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상기와 같은 결론은 원자로정지계통의 설계에 관련한 KEPIC ENB-6100 및 KEPIC 

ENB-1100의 요건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자로정지계통이 KEPIC ENB-6100 

및 KEPIC ENB-1100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

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

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또한, 상기 

허용기준 이외에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

한 설계기준“,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제26조 “원

자로보호계통“, 제27조 “다양성보호계통“, 제28조 “반응도제어계통“, 제38조 “경보

장치 등“ 등의 기준들이 설계에 적절히 준수했음을 확인하고, 이들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고 결론짓는다.

   동 계통 설계에 이미 검토되고 승인된 역무활동계획에 따른 권고사항이 설계에 반

영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그 적합함을 확인하였다[적용항목 및 이행방법을 명시할 것] 

   원자로정지계통 검토에는 필수보조지원계통의 가용성에 관하여 원자로정지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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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성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검토와 필수보조지원계통의 검토주관부서와의 협조

를 토대로 원자로정지계통의 설계가 필수보조지원계통의 기능상 성능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주의] 다음 사항들은 컴퓨터-기반 부품을 포함하는 계통에만 적용된다.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공정 및 설계결과물에 대한 검토를 토

대로, 컴퓨터계통의 설계특성이 적절히 기술되었으며, 동 컴퓨터계통이 RG 1.152를 만

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컴퓨터-기반 원자로정지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26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신청자의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내용을 평가한 결과, 원자로정지계통이 디지털 계

측제어계통의 공통원인고장에 대비한 다양성 및 심층방어 설비를 적절히 갖추고 있음

을 확인함으로써, 동 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요건과 

SECY-93-087, II.Q를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설계인증에 대해서는 요건 및 제한사항 (예, 인터페이스 요건 및 발전소별 변수)에 

대한 심사자의 평가결과를 요약하여야 한다.

[주의] 다음 결론은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 가능하다. 

  원자로정지계통에 대한 상기 결론은 규제기관이 사전 검토하여 승인한 것을 제외하

고 이 계통의 모든 부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적용 계통 또는 주제를 나열하고 참

고문헌을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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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7.3절 공학적안전설비계통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이 검토의 목적은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ESFAS) 및 공학적안전설비 제어계통이 

허용기준, 지침 및 성능 요건들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데 있다.

  

1. 본 절에서는 보호계통의 하나로서 공학적안전설비와 보조지원계통을 개시하는 공학

적안전설비작동계통(ESFAS)의 검토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

통은 공학적안전설비와 보조지원계통의 수동 및 자동 개시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이 절에서는 공학적안전설비계통을 제어하는 제어계통에 관한 심사기준을 제시한

다.  공학적안전설비 제어계통은 자동 및 수동 기능을 모두 포함한다. 

  필수보조지원기능의 제어를 위한 계측제어계통의 심사는 해당 계통을 언급하고 있

는 안전심사지침 관련 절에  따라 수행 된다. 안전심사지침 7.5절은 공학적안전설비

의 수동 개시 및 제어를 위한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에 관한 심사 기준을 제시한

다. 

  대표적인 공학적안전설비는 다음과 같다.

  - 격납건물 및 원자로용기 격리계통

  - 비상노심냉각계통(ECCS)

  - 격납건물 잔열제거 및 감압계통

  - 비상 붕소제어계통

  - 보조급수계통

  - 격납건물 공기정화계통

  - 격납건물 가연성기체 제어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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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로제어실 격리 및 비상 공기조화계통(HVAC)

  그리고 대표적인 필수보조지원계통은 다음과 같다.

  - 전력계통

  - 디젤발전기 연료저장 및 이송계통

  - 공학적안전설비 지역의 공기조화계통(HVAC)

  - 계기용 공기계통

  - 필수 용수계통 및 기기 냉각수계통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 그림 3, “안전계통 

범위의 기기 예” 에는 다른 보조기능들에 대한 목록을 제공한다.

검토연계분야

  안전심사지침의 본 절과 다른 절 사이의 연계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안전심사지침 7.0절은 검토에 대한 조정사항에 관하여 기술하며, 이러한 조정사항은 

검토 대상에 대한 정보 및 적용 대상별 검토 범위 등을 포함한다. 적용 대상의 종

류별 검토 범위에 관한 사항 및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와 타부서 사이의 업무 협조

에 대한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7.0절을 참조한다. 

상세한 허용기준 및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기술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모든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및 공학적안전설비 제어계통 등에 적용되는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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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08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

에 관한 지침) 에 따라 계측제어계통 중 안전관련 보호계통은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 및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기술기준을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에 적용되는 추가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10 CFR 50.34(f), "TMI 관련 후속요건"

       (2)(v), "우회 및 운전불가능 상태지시" 

       (2)(xii), "보조급수계통 자동개시 및 유량지시" 

       (2)(xiv), "격납건물 격리계통"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공학적안전설비 제어계통에 적용되는 추가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다.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잔열제거설비)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에 기술된 규제기관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안전심사

지침 7.1절, 표 7-1과 안전심사지침 부록 7.1-1에 기술되어 있다. 이는 관련 기술기준, 

규제지침, 규제입장 등을 수록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

하지 않으며, 지침준수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와 관련하여 제안한 

설계특성, 분석 기법, 절차 수단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간의 차이점을 명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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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해 신청자가 제안한 대체방안이 어떻게 규제기

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1.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은 KEPIC ENB-1100의 안전계통에 대한 허용기준을 기술

한다.

  2. 안전심사지침 부록 7.1-2는 KEPIC ENB-6100의 보호계통에 대한 허용기준을 기술

한다.

  3. RG 1.152, Rev. 2가 승인한 IEEE Std 7-4.3.2-2003(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 

ENB-6370)은 컴퓨터기반 안전계통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제공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4는 디지털컴퓨터 기반 안전 및 보호계통에 대한 허용기준에 대해 기술

한다. 

  4. SECY-93-087의 II.Q.,는 다양성 및 심층방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안전심사지

침 부록 7-16은 추가적인 지침을 수록하고 있다.  

III. 검토절차

  심사자는 아래에 기술된 절차에서 특정 사항에 맞는 적합한 내용들을 선택하여 심

사를 수행한다. 특정절차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새로운 설계특성이 도입될 수도 있

으며, 이미 검토되고 승인된 설계특성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본 절의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따른다. 심사자는 허용기준과의 차이

점들에 대해 II절에 따른 신청자의 대체방안이 어떻게 규제기관의 관련 요건을 만족하

는지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7.1절에는 계측제어계통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절차가 기술되

어 있으며, 본 절에는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검토에서 확인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1. 검토에는 설계기준에 대한 사업자의 이행사항(commitment)에 기초하여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 또는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의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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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 설계평가가 포함된다. 컴퓨터 기반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ESFAS)에 대한 지침은 RG 1.152 개정2에서 승인한 IEEE Std 

7-4.3.2-2003(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에 기술되어 있다. 관련 

절차는 KEPIC ENB- 6100 “보호계통 설계”에 대한 부록 7.1-2,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에 대한 부록 7.1-3,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

터”에 대한 부록 7.1-4 등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부록 7.1-2 및 7.1-3은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 및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 요건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검토에 

사용된다. 부록 7.1-4는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의 기준들에 대

해 기술하고 있으며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검토에 사용된다. 본 심사지침은 공학적

안전설비작동계통에 한정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계통수준에서 전체적인 공학적안전설

비 보호기능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 즉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설계가 사고해석 

내용을 만족해야 한다. 단지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의 설계내용이 KEPIC ENB- 6100 

및 KEPIC ENB-1100의 특정 설계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써 공학적안전설비작동

계통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심사자는 표 7.1에 명시된 모든 주제들을 확인해야 한다.  

부록 7.1-1은 각 주제들에 대해 검토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검토에 있어서 주요 설계 고려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설계기준 : 부록 7.1-2 3항 혹은 부록 7.1-3 4항 참조 

  - 단일고장기준 : 부록 7.1-2 4.2항 혹은 부록 7.1-3 5.1항 참조 

  - 기기 및 모듈의 품질 : 부록 7.1-2 4.3항 혹은 7.1-3 5.3항 참조 

  - 독립성 : 부록 7.1-2 4.6항 혹은 부록 7.1-3 5.6항 참조 

  - 보호작동의 완료 : 부록 7.1-2 4.16항 혹은 부록 7.1-3 5.2항 참조 

  - 심층방어 및 다양성 :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의 각 사

고들에 대비한 다중 수단을 포함해야 한다. 각 사고들에 대해서 이들 수단들 중 

최소한 한 쌍은 NUREG/CR-6303 "원자로 보호계통의 다양성 및 심층방어 분석 

수행방법"에서 정의한 신호 다양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양성이란 응답시간 요건을 

만족함과 동시에 자동(혹은 수동)으로서 동일한(또는 다양한) 보호기능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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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자는 디지털 컴퓨터-기반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에 대해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부록 7-16은 심층방어 및 다양성 검토에 대한 지

침을 기술하고 있다. 

  - 계통시험 및 운전불능 감시 : 부록 7.1-2 4.10항 및 4.13항 혹은 부록 7.1-3 5.7항, 

5.8항, 6.5항 참조 

  - 디지털계통 사용 : 부록 7.0-1 및 부록 7.1-4 참조  

  - 설정치 결정 : RG 1.105 (개정 3) "안전계통의 계측 설정치" 및 부록 7-11 참조 

  - 공학적안전설비 제어계통 : 계통수준의 단일고장기준 만족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9조 및 제30조 그리고 제24조에서 요구하는 소내‧
외 전력에서의 운전 가능성

IV. 평가결과

   심사자는 신청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검토 및 계산들(적용가능할 경우)이 안

전성 평가 보고서의 아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자는 

검토결과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1. 공학적안전설비에 대한 계측제어 측면의 검토 범주에는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및 공학적안전설비 제어계통을 포함한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공학적안전

설비 또는 필수보조지원계통의 운전을 위해 필요한 발전소 상태를 검출하고 이들 

계통의 운전을 개시한다.  공학적안전설비 제어계통은 보호계통에 의해 자동으로 

개시되거나 운전원에 의해 수동 개시된 이후 공학적안전설비계통의 운전을 제어한

다.

   심사자는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2조, 13조, 15조, 17조, 20조, 22조, 23조, 25조, 26조, 29조, 30조, 31조, 10 CFR 

50.34(f), 50.55a(h) 등의 관련요건을 만족한다라고 판단한다.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 및 필수보조지원계통이 적용되는 규제지침, 산업기술기준  

등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신청자가 이들 계통에 적용 가능한 지침

들을 적절히 명시하였고, 계통 설계가 적용지침들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동 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2조의 요건을 만족한

다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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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기타 자연현상, 비정상적인 환경 및 비산물 등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설

계한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과 동 계통의 기기들을 검토한 결과, 각 계통 및 기기들

이 동 계통의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명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동 계통 및 기기가 상기 

사건들을 견딜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검증계획에 대해서는 안전심사보고서 3.10 및 3.11 

절에서 기술한다.  그러므로 동 계통 및 기기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및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을 

만족한다라고 판단한다.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과 공학적안전설비 제어계통의 상태정보, 수동 개시능력, 

원자로 안전정지를 보조하는 설비 등을 검토한 결과, 동 계통이 정상운전, 예상운전과

도, 사고 조건 등의 예측되는 운전범위에서 충분히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을 정도로 

감시설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계통에는 공학적안전설비의 수동개시 및 제

어를 위한 적합한 제어기가 설비되어 있으며, 정상상태시의 발전소 안전운전과 사고상

태시의 안전유지를 위한 조작을 적절히 지원한다. 그러므로 공학적안전설비 작통계통

과 공학적안전설비 제어계통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0조 및 

25조를 만족한다라고 판단한다.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은 KEPIC ENB-1100 및 KEPIC ENB-6100 및 10 CFR 

50.34(f)의 설계요건을 준수하고 있고, RG 1.105를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계통이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 사고해석 내용과 상응하는 사고상황 및 예상운전과도 등

을 감지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이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요건을 만족한다라고 판단한다.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은 RG 1.22와 RG 1.118에 의한 주기시험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있고,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 지시는 RG 1.47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동 

계통은 RG 1.53에 의거 보완된 IEEE Std 379-2000(KEPIC ENB-3000 "안전계통 단일 

고장기준")의 단일고장기준을 준수하였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토대로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이 계통 신뢰성 및 시험성에 관련한 KEPIC ENB-1100 및 KEPIC ENB-6100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이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요건을 만족한다라고 판단한다.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은 보호계통의 독립성에 대해 RG 1.75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토대로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이 계통 독립성에 관한 

KEPIC ENB-1100 또는 KEPIC ENB-6100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

므로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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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만족한다라고 판단한다.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에 대한 고장유형 및 영향분석(FMEA)을 검토한 결과, 동 

계통이 계통의 탈락, 에너지 상실, 가상된 비정상 환경 등과 같은 상태에 직면하더라

도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공학적안전설비 작

동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요건을 만족한다라고 판단

한다.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과 발전소 운전제어계통 간의 상호 관계를 검토한 것을 

토대로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이 제어 및 보호계통간의 상호 영향에 관한 KEPIC 

ENB-1100 또는 KEPIC ENB-6100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므로 공

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요건을 만

족한다라고 판단한다.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의 검토를 토대로 심사자는 이 계통이 제어봉 인출사고와 

같은 반응도 제어계통의 오동작에 대한 보호계통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사고시 핵연료 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음을 보장하는 계통능력에 관해서는 안

전성분석보고서 15장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이 일반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의 요건을 만족한다라고 판단한다. 

   공학적안전설비 제어계통이 소내 및 소외 전력계통에 의한 운전성, 시험성,그리고 

단일고장기준 등의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공학적안전설비 제어계통이 소내

전력계통 또는 소외전력계통 중 어느 하나만 가용하더라도 시험 및 운전 가능하고, 다

중 공학적안전설비 계통에 관련한 제어기가 독립적이며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학적안전설비 제어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9조 및 제30조 등과 같은 관련요건을 만족한다라고 판단한다. 

   상기와 같은 결론은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의 설계에 관련한 KEPIC ENB-1100 

또는 KEPIC ENB-6100의 요건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

통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9호(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제2013-08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의 

요건을 만족한다라고 판단한다. 

   동 계통 설계에 이미 검토되고 승인된 TMI 후속조치에 따른 권고사항 또는 10 

CFR 50.34(f)의 요건이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그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적용항목 

및 이행방법을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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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보조지원계통의 가용성에 관하여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 및 공학적안전설비 

제어계통 등의 종속성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검토와 필수보조지원계통의 검토주관

부서와의 협조를 토대로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 및 공학적안전설비 제어계통 등의 

설계가 필수보조지원계통의 기능상 성능요건을 만족한다라고 판단한다. 

2. 주의 : 다음 사항들은 컴퓨터-기반 부품을 포함하는 계통에 적용된다.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컴퓨터 개발공정 및 설계결과물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컴퓨

터계통의 설계특성이 적절히 기술되었으며, 동 컴퓨터계통이 RG 1.152를 만족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컴퓨터-기반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26조의 요건을 만족한다라고 판단한다. 

  신청자의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내용을 평가한 결과,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이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공통모드고장에 대비한 다양성 및 심층방어 설비를 적절히 갖

추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동 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요건과 SECY-93-087, II.Q를 만족한다라고 판단한다. 

3. 주의: 다음 결론은 모든 신청서에 적용된다.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에 대한 상기 결론은 이 계통의 모든 부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본 결론은 규제기관에 의해 사전 승인된 하기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계통 및 주제를  나열하고 참고문헌을 명시할 것.]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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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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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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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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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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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9.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10.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1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잔열제거설비) 

 1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1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1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9호(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1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08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

용에 관한 지침)

 16. KEPIC ENB-1100-2005, “안전계통 설계“ 

 17. KEPIC ENB-6100-2005, “보호계통 설계”

 18. KEPIC ENB-6370-2008,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

 19. ANSI/IEEE Std 279-1971. "Criteria for Protection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20. ANSI/IEEE Std 379-2000. "Standard Application of the Single-Failure Criter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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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7.4절 안전정지계통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의 검토 목적은 안전정지계통이 안전계통에 적용 가능한 허용기준 및 지침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동 계통이 요구되는 모든 발전소상태에서 계통의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절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에 따라 발전소의 안전정지에 도달하여 동 상태로 유지하는데 사용

되는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검토과정과 허용기준을 다룬다. 공학적안전설비가 안전정지

를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이용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계통에 대한 본 절의 검토는 직접

적으로 사고완화와 관련이 있는 설비가 아닌, 안전정지 시키는 설비로만 국한된다. 7.4

절의 범위에 속하는 설비로는 사고완화를 위한 계통수준 작동과 대비되는 안전정지를 

위한 개별 기기제어나, 사고완화를 위해 사용되지는 않지만 안전정지를 수행하고 유지

하기 위해 적용되는 계통수준의 제어들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만일 이들 제어설비의 

안전정지 기능이 동 기능수행에 직접 관련이 되는 설비와 운전모드를 포함하고 있다

면 사고완화를 위해 이용되는 계통수준의 제어설비도 이 절에 따라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본 절은에서는 공학적안전설비계통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안전정지를 위해 요구

되는 계통들의 검토내용도 언급한다. 안전정지계통들의 명확한 배열은 각 발전소의 형

태(가압경수형 원자로 또는 비등수형 원자로), 개별적인 발전소 설계특성 및 안전정지

가 달성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안전정지계통 및 필수보조지원계

통 등에 대한 기능상의 성능요건들은 안전심사지침 관련 절의 검토주관부서에 의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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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지 기간 동안, 반응도 제어 계통은 노심을 미임계상태로 유지시켜야하고, 잔

열제거계통(정지냉각계통)은 노심의 적절한 냉각을 유지시키기 위해 작동되어야 한다.  

 안전정지 조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16장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

심사지침 7.5절은 안전정지계통의 수동 제어에 필요한 정보를 운전원에게 제공하는 안

전관련 정보계통을 다룬다.  안전심사지침 9.5.1절은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에 따라 요구되는 대체 또는 전담 정지

능력의 일부분으로서 제공된 계측제어를 포함한다.

대표적인 안전정지에 요구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반응도 제어

 ∙원자로 냉각재 보충

 ∙원자로 압력제어

 ∙잔열제거

대표적인 보조지원설비 및 다른 보조 설비는 다음과 같다.

 ∙전력계통

 ∙기기 냉각수계통

 ∙용수계통

 ∙계기용 공기계통

  

검토연계분야

안전심사지침의 본 절과 다른 절 사이의 연계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안전심사지침 7.0절은 검토에 대한 조정사항에 관하여 기술하며, 이러한 조정사항은 

검토 대상에 대한 정보 및 적용 대상별 검토 범위 등을 포함한다. 적용 대상의 종

류별 검토 범위에 관한 사항 및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와 타부서 사이의 업무 협조

에 대한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7.0절을 참조한다.  

 2. 안전정지를 위한 제어반간의 통신설비는 안전심사지침 9.5.2절의 검토담당부서에 

의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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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허용기준 및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기술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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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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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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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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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잔열제거설비)

 9.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10.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제2013-08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 (준용기준 - KEPIC ENB-6100 및 ENB-1100) : 보호계통으로부터 격리된 사고후 

감시계통의 경우 KEPIC ENB-6100의 요건들 중 4.7.2 "격리장치"항(KEPIC 

ENB-1100의 6.3절)만 적용.

 11. 10 CFR 50.34(f), "TMI 후속요건" 또는 Generic Letter에 따른 이와 동등한 TMI 

요건 (2)(xx), "가압기 수위지시를 위한 전원과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및 차단밸브에 

대한 제어기"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안전심사지침의 7.1절, 표 

7-1과 부록 7.1-1에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기술기준, 규제지침, 및 안전심사지침 

7장 부록 등에 대한 목록을 언급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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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

해야 한다.

1.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은 KEPIC ENB-1100에 일치하는 안전계통에 대한 허용기준

을 제공한다.

2. 안전심사지침 부록 7.1-2는 KEPIC ENB-6100에 일치하는 보호계통에 대한 허용기준

을 제공한다. 

3. 안전심사지침 부록 7.1-4은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에 일치하

는 안전계통 디지털 계측제어에 대한 허용기준을 제공한다.

III. 검토절차

  심사자는 아래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검토자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술

하지 않은 이유는 새로운 설계특성을 도입하거나 혹은 이전에 검토되어 허용된 설계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본 검토절차는 식별된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을 기반으로 한다. 이들 허용기준으로

부터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 규제자는 안전심사지침 기준에 대하여 제안된 대체방안이 

“II. 허용기준”에 있는 관련 요건과 일치하는 허용가능한 방법인지를 평가한 신청자

의 평가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7.1절에서는 계측제어계통의 검토시 수행되어야 할 일반적인 절차를 

기술하고 있으며, 7.4절에서는 안전정지계통의 검토시 강조되어야 할 특정 사항들에 대해

서 중점을 두고 있다.

 1. 본 검토에서는 KEPIC ENB-6100 혹은 KEPIC ENB-1100의 지침에 대한 안전정지 

계통 설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컴퓨터 기반의 안전 정지 계통의 지침은 

RG 1.152에서 승인한 KEPIC ENB-6370에서 제공된다. 본 절차는 KEPIC ENB-6100

을 위한 부록 7.1-2, KEPIC ENB-1100을 위한 부록 7.1-3 및 KEPIC ENB-6370을 

위한 부록 7.1-4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부록 7.1-2과 7.1-3은 각각 KEPIC ENB-6100과 KEPIC ENB-1100의 요건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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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고 있으며, 안전정지계통의 평가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를 기술한다. 부록 

7.1-4는 KEPIC ENB-6370의 요건들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안전정지계통의 평

가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를 기술한다. 비록 주요 검토대상은 안전정지계통을 구

성하는 설비들이지만, 심사자는 계통 수준의 안전정지계통에 대한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안전정지계통 설계는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의 설계기준사고 분석 결과와 

일치해야 한다. 안전정지계통의 설계내용이 KEPIC ENB-6100 혹은 KEPIC 

ENB-1100의 특정 설계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써 안전정지계통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안전정지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계통의 주요 부분은 안전심사지침 7.3절에서 논의

된 바와 같이 공학적안전설비로도 사용되어진다. 따라서 본 절의 검토내용은 안전

정지계통과 관련된 공학적안전설비계통의 사항들을 포함하며, 이와 더불어 공학적 

안전설비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안전정지를 위해서 필요한 계통들을 포함한다.

    안전정지계통에 대한 검토는 표 7-1에 명시된 주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부록 

7.1-1은 각 주제에 대한 검토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안전정지계통에 대한 계측제

어계통의 검토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주요 설계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독립성 - 부록 7.1-2의 4.6, 4.7 및 부록 7.1-3 5.6, 6.3항 참조

    나. 디지털 시스템의 사용 - 부록 7.0-1  및 부록 7.1-4 참조 

    다. 주기시험 - 부록 7.1-2의 4.10 및 부록 7.1-3의 5.7, 6.5항 참조

    라. 원격정지능력 - 발전소는 주제어실로부터 떨어진 위치에서 고온 및 저온 정지

를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동제어와 안전정지계통의 배열이 가능하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어설비는 원자로제어실과 독립적으로 상호연관

성 없이 운전될 수 있어야 하며, 원격제어실 및 여타 다른 현장제어설비를 포

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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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정지반에는 운전원이 정지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적절한 지시기가 설치

되어야 한다. 전형적인 가압경수로형 지시 변수에는 가압기 압력, 가압기 수위, 

원자로냉각재 온도, 증기발생기 압력, 증기발생기 수위, 중성자속, 원자로 정지

와 관련된 탱크 수위, 정지계통 진단 계측장비 등이 있다.

  

        원격정지반은 원자로냉각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보호계통의 작동을 포함

해서, 원자로 정지후 예상되는 발전소 대응을 수용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예

를 들면, 가압경수로형 발전소의 원자로 냉각시 원자로냉각재 압력은 안전주입 

작동 설정치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이때 제어실은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

한 정지를 막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격정지능력은 이러한 상황

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원격정지반의 접근은 행정적으로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원자로제어실 설비

와 같은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원격정지반과 주제어실간의 제어전환 장치는 주제어실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두어야 하며, 동 제어전환장치가 사용되면 제어실에 경보가 발생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어전환장치의 위치는 원격, 대체 및 전용장치를 위한 절차서와 일관성

을 유지해야 한다.  

        원격정지반과 주제어실 간에 제어기능이 전환되는 경우, 설계는 주제어실과 

원격지반 양쪽 모두에서 운전원들이 필요로 하는 동일한 변수에 접근하도록 

변수지시계를 갖춰야 한다.

    마. 안전정지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9조, 제30조에

서 요구한 바와 같은 소내전원 및 소외전원의 운전성과 계통 기반의 단일고장

기준에 대한 계통의 적합성 

    안전정지계통은 KEPIC ENB-1100의 정의에 의한 안전계통이며 관련 기준의 요건을 

만족해야한다. 아래 기술한 주제는 KEPIC ENB-1100와 관련한 검토 주안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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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일고장기준 만족 - 부록 7.1-3의 5.1절 참조

         - 요구시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신뢰도 제공-부록 7.1-3

의 5절 참조

         - 예상운전과도(AOO) 및 지진과 같은 설계기준사건 동안이나 이후의 기능 

수행 능력 제공 - 부록 7.1-3, 5.4 및 5.5절 참조

         - 이용 가능한 소내 전력 운전(외부전력 이용불능 가정시) 및 소외 전력 운

전(소내전력 이용불능 가정시)

         - 원자로 운전동안의 시험 능력 제공- 부록 7.1-3의 5.7 및 6.5절 참조 

IV. 평가결과

   심사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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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또한 심사자는 검토 결과의 근거도 기술한다.

 1. 검토담당부서에서는 안전정지계통의 설계와 필수보조지원계통의 안전정지 개시기

능이 적절함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따라서 동 계통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

29조, 제30조 등의 관련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안전정지계통에 적용되는 규제지침, 산업기술기준 등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를 검토한 결과, 신청자가 이들 계통에 적용 가능한 지침들을 적절히 명시하였고, 

계통 설계가 적용지침들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동 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

다.

   안전에 중요한 안전정지계통의 비안전 부분은 안전정지계통의 안전부분을 포함

하여 안전계통으로부터 적절히 격리되어진다. 그러므로 심사자는 안전계통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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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계통의 격리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및 10 CFR 

50.55a(h)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결론짓는다.

   지진, 기타 자연현상, 비정상적인 환경 및 비산물 등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 안전정지계통과 동 계통의 기기들을 검토한 결과, 각 계통 및 기기들이 동 

계통의 설계기준과 부합하도록 명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동 계통 및 기기가 상기 

사건들을 견딜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검증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안전심사보고서 3.10 

및 3.11절에서 기술한다.  그러므로 동 계통 및 기기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제15조를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안전정지계통에는 핵분열과정, 원자로 노심의 건전성,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격

납건물 및 관련계통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및 계통들을 발전소 정지동안에 

기 설정한 운전영역 이내로 유지시키기 위한 계측 및 제어설비가 마련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그러므로 안전정지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발전소 정지중(사고 이후의 정지 포함)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

도록 조치할 수 있는 계측제어설비가 원자로제어실에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어실 외부의 적절한 위치에 놓인 장비는 (1) 고온정지중에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

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계측제어설비를 포함하여 원자로를 신속하게 고온정지 시킬 

수 있는 능력과 (2) 적절한 절차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원자로를 저온정지 시킬 

수 있는 능력 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므로 안전정지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안전정지에 필요한 계측제어계통이 안전정지계통에 적용 가능한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 일치하는 소내 및 소외 전력계통의 운전성 및 시험성, 

그리고 단일고장기준 등의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들 계통은 소내전

력 혹은 소외전력 어느 것만으로도 시험 및 운전 가능하고, 다중 안전정지계통에 

관련한 제어기가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며,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9조, 제30조 등의 

관련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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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자는 가압기 수위지시를 위한 전원을 검토한 결과 안전정지계통이 10 CFR 

50.34(f)(xx)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안전정지계통에 있어서 심사자는 이들 계통과 필수보조계통 간의 의존성을 조사

하여 검토한 결과, 안전정지계통의 설계가 필수보조계통의 기능적인 요건을 만족하

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2.  [주의] 아래 평가결과는 디지털-기반 설비들과 관련된다.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컴퓨터 개발공정 및 설계결과물에 대한 감사와 검토를 토

대로, 컴퓨터계통이 RG 1.152를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컴퓨터계통

의 설계특성이 적절히 기술되었으며, 컴퓨터-기반 안전정지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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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7.5절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검토의 목적은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이 이들 계통에 적용되는 허용기준 및 

지침의 요건을 만족하고, 요구되는 모든 발전소 상태에 대하여 발전소의 안전성 확보

를 위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는지 확인하는데 있다. 

   세부 검토 영역은 아래와 같다.

   안전심사지침 7.5절은 (1) 발전소상태 및 안전계통성능 평가와 비정상 사건 발생시 

발전소 대응과 연관된 판단결정, (2) 사고 완화와 관련되어 기 계획된 수동 운전원 조

치를 위해 발전소 운전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허용기준과 검토

공정에 대해 기술한다. 본 정보계통은 또한 예상운전과도의 결말을 완화시킬 수 있도

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절에서 검토되는 계통들은 

다음과 같다.

 - 사고 감시 계통(AMI)

 - 안전계통의 우회/작동불능상태 지시(BISI)

 - 발전소 경보계통

 - 안전변수 지시계통(SPDS)

 - 비상대응설비(ERF) 및 비상응답데이터계통(ERDS)과 관련한 정보계통

    

   안전변수 지시계통, 비상대응설비, 비상응답데이터계통(ERDS) 등의 경우, 본 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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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범위는 발전소 제어 및 보호계통과 상호 연계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들 계통

에 대한 성능과 여타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기능, 즉 사고 중이나 이후의 방사선 감시, 

화재감시, 환경상태 감시 등에 대해서는 다른 절에서 다룬다.

검토연계분야

안전심사지침의 본 절과 다른 절 사이의 연계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안전심사지침 7.0절은 검토에 대한 조정사항에 관하여 기술하며, 이러한 조정사항은 

검토 대상에 대한 정보 및 적용 대상별 검토 범위 등을 포함한다. 적용 대상의 종

류별 검토 범위에 관한 사항 및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와 타부서 사이의 업무 협조

에 대한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7.0절을 참조한다. 

상세한 허용기준 및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기술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아래의 규제기관 규정에 따라 관련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사고 감시 계통(AMI)에 적용되는 허용기준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

한 규정 및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은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1100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준용

기준 - KEPIC ENB-6100 및 ENB-1100). 이전에 KEPIC ENB-6100으로 건설허가를 

승인받은 원전에 대해서는 KEPIC ENB-6100에 기술된 요건으로 대신 적용될 수도 

있다. 안전계통과 격리된 사고 감시 계측기의 경우, KEPIC ENB-6100의 4.7절과 

KEPIC ENB-1100의 5.6.3절 및 6.3절을 만족해야 한다.

 2. 10 CFR 50.34(f)의 TMI 관련 후속요건 또는 이와 동등한 TMI 조치계획. 본 요건중 

사고 감시 계통(AMI)에 적용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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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v), “우회 및 작동불능상태 지시”

(2)(xi), “방출 및 안전밸브 직접 지시”

(2)(xii), “보조급수계통의 유량 지시"

(2)(xvii), “사고 감시용 계측"

(2)(xviii), “부적절한 노심 냉각상태의 감시"

(2)(xix), “노심손상후 발전소 상태 감시를 위한 계측"

(2)(xx), “가압기 수위 지시를 위한 전원"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

준”(Regulatory Guide (이하 "RG") 1.97, Rev. 2, 3의 범주 1, 2로 분류된 변수 또

는 RG 1.97 Rev. 4의 A, B, C, D로 분류된 채널에 적용)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RG 1.97, Rev. 2, 3의 범주 1, 2로 분류된 변수 또는 RG 1.97 Rev. 4의 A, B, C, 

D로 분류된 채널에 적용)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우회 및 작동불능상태 지시(BISI) 계통에 적용 가능한 허용기준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

한 규정” 및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

한 지침”은 KEPIC ENB-1100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준용기준 - KEPIC ENB- 

6100 및 ENB-1100). 이전에 KEPIC ENB-6100으로 건설허가를 승인받은 원전에 대

해서는 KEPIC ENB-6100에 기술된 요건으로 대신 적용될 수도 있다. 우회 및 작동

불능 상태지시(BISI) 계통의 경우, KEPIC ENB-6100의 4.13절 및 KEPIC ENB-1100의 

5.8.3절을 적용한다. 보호계통으로부터 격리된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지시(BISI) 계

통의 경우, KEPIC ENB-6100의 4.7절과 KEPIC ENB-1100의 5.6.3절 및 6.3절을 적용

한다.

 2. 10 CFR 50.34(f)(2)(v), "TMI 관련 후속요건". 우회/작동불능상태 지시(BISI) 또는 이

와 동등한 TMI 조치사항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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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경보계통에 적용 가능한 허용기준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

한 규정“ 및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

한 지침“은 KEPIC ENB-1100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준용기준 - KEPIC ENB- 

6100 및 ENB-1100). 이전에 KEPIC ENB-6100으로 건설허가를 승인받은 원전에 대

해서는 ENB-6100에 기술된 요건으로 대신 적용될 수도 있다. 보호계통으로부터 

격리된 경보계통의 경우, KEPIC ENB-6100의 4.7절과 KEPIC ENB-1100의 5.6.3절 

및 6.3절을 적용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안전변수 지시계통(SPDS), 비상대응설비(ERF)의 정보계통, 비상응답데이터계통

(ERDS)의 정보계통 등에 적용 가능한 허용기준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은 KEPIC ENB-1100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준용기준 - KEPIC ENB- 6100 및 

ENB-1100). 이전에 KEPIC ENB-6100으로 건설허가를 승인받은 원전에 대해서는 

ENB-6100에 기술된 요건으로 대신 적용될 수도 있다. 보호계통으로부터 격리된 

비상응답데이터계통(ERDS)의 정보계통, 비상대응설비의 정보계통, 안전변수 지시계

통 등의 경우, KEPIC ENB-6100의 4.7절과 KEPIC ENB-1100의 5.6.3절 및 6.3절을 

적용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안전심사지침 7.1절,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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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과 안전심사지침 부록 7.1-1에 기술되어 있다. 이는 관련 산업기준, RG, 규제입장 

등을 포함한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

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

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은 KEPIC ENB-1100의 안전계통에 대한 허용기준을 기술

한다.

 2. 안전심사지침 부록 7.1-2는 KEPIC ENB-6100의 보호계통에 대한 허용기준을 기술

한다.

 3. 안전심사지침 부록 7.1-4은 디지털 계측제어에서의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의 요구사항 적용에 대한 허용기준을 기술한다. 부록 7.1-4는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의 적용에 대해 기술한다.

 4. 심층방어 및 다양성 관련 지침은 SECY-93-087의 Staff Requirements Memorandum 

(이하 “SRM") 항목 II.Q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사항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7-16에 기술되어 있다.

 5. RG 1.97에서는 허용가능한 사고상태 변수 감시 계측설비에 대한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2006년 6월 이전에 운영허가를 얻은 발전소는 RG 1.97, Rev 2, 3을 적용한

다. 그러나 사업자가 발전소의 설비개선 없이 운영변경을 통해 RG 1.97, Rev. 4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RG 1.97, Rev. 4의 규제입장 1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2006년 4월 이후에 운영허가를 취득한 발전소는 RG 1.97, Rev. 4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RG 1.97의 적용에 대한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7-9에 따른다. 

III. 검토절차

   심사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에 따라 적합한 검토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새로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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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도입 및 기 검토/승인된 설계개념의 반영 등에 따라 검토의 차별화가 이루어져

야 한다. 

   본 절의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따른다. 사업자는 허용기준과의 설

계와의 차이점들에 대해 사업자의 대체수단이 II 장에 기술된 규제기관의 관련 요구사

항을 어떻게 만족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심사자는 사업자의 분석결과에 대

한 적합성을 확인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7.1절은 계측제어계통의 검토에 관한 일반 절차들을 기술하고 있으

며, 안전심사지침 7.5절은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의 검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아래에 기술된 계통들은 독립적인 계통 또는 다른 계통의 일부분으로 

구현될 수 있다. 만약 정보계통이 보호계통과 격리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정보계통은 

안전심사지침 7.2절 혹은 7.3절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 다른 정보계통들(예, 

발전소 전산기 및 중대사고 감시계통 등)은 본 절의 검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

한 계통의 허용기준은 각 계통의 기능 및 적용 가능한 설계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RG 1.97에 따른 사고 감시계통에서 어떤 예외사항 또는 불일치 사항은 안전성분

석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부록 7-9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허용 가능

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 검토는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 또는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

계”의 지침에 따른 연동계통의 설계 평가를 포함하며, 이는 설계기준에 관한 신

청자/인허가대상자의 적용방법에 따른다. 컴퓨터 기반의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의 

경우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을 따른다.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 및 KEPIC ENB-6370 “안

전계통 디지털 컴퓨터” 적용에 대한 절차는 각각 부록 7.1-2, 부록 7.1-3 및 부록 

7.1-4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심사자는 계통수준에서 전체적인 정보계통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정보계통의 설

계는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 혹은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

계”,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의 설계기준사고분석 및 운영 절차서와 일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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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검토는 사고감시 계측설비, 비상대응설비(ERF), 안전변수 지시계통(SPDS) 

등과 관련하여 NUREG-0737, 부록 1에 제시된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정보계통의 검토는 표 7-1의 해당 주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부록 7.1-1는 각 주제

에 대한 검토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표 7-1의 3항과 4항에 기술된 평가지침문서는 

우회/작동불능상태지시(BISI) 또는 사고감시 계측설비 중 하나에만 적용되므로, 두 

계통 모두에 적용하지 않는다. 각 계통에 적용 가능한 지침 문서는 아래와 같다.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의 검토에 있어서 주요 설계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다.

    사고 감시 계통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

가. RG 1.97과 부록 7-9에 따른 적합성

나. 디지털 계통의 사용 : 컴퓨터기반 디지털계통의 검토는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고유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부록 7.0-1 및 부록 7.1-4 참조 ; 공통원인 소프

트웨어 고장의 잠재성에 대비한 보호 설계; 표시 특성의 적합성 ; 위 두 사항

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은 RG 1.97, Rev 4에서 승인한 KEPIC ENB-6330 "사고 

감시용 계측 설비 설계"의 6.2절 및 8장에 기술되어 있다.

다. 비상운전절차서의 수행시점 : 측정의 불확실성을 보상하기 위해 비상운전절차

서의 수행시점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RG 1.105 "안전관련 계측기 

설정치" 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설정하기 위한 허용지침을 제공한다.

라. 중대사고에 대한 감시 : 사고감시 계측계통은 중대사고시 보호를 위한 의도된 

기능을 수행할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동 계통은 추가적인 환경검증 요건을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들이 중대사고 환경 하에서 장시간 운전된다는 확

증이 있다면, 감시설비는 요구되는 시간 동안 운전될 수 있다는 확증이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 성능 평가 : RG 1.97, Rev 4에 따라 개발된 계통의 경우, 성능 평가가 KEPIC 

ENB-6330 "사고 감시용 계측 설비 설계"의 5.6절에서 명시된 목표를 충족함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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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작동불능 상태지시(BISI) 계통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

가. BISI의 적용 범주 : 최소한 다음 계통에 대한 BISI가 제공되어야 한다.

   1) 원자로정지계통 및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 부록 7.1-2의 4.13항 및 부록 

7.1-3의 5.8.3항 참조

   2)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저압력 계통의 격리를 위한 연동 : 부록 7-1 참조

   3) 비상노심냉각계통 축압기 격리밸브 : 부록 7-2 참조

   4) 안전주입으로부터 재순환모드로의 전환시 잔열제거계통의 운전전환용 제어

기 : 부록 7-6 참조

나. RG 1.47에 따른 적합성

다. 독립성 : 부록 7.1-2의 4.7절과 부록 7.1-3의 5.6절 및 6.3절 참조. 지시계통은 

발전소 안전계통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지시설

비 내에서 발생한 고장이 보호기능의 고장이나 우회를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우회상태 지시가 다중화된 안전계통 사이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라. 디지털 계통의 사용 : 부록 7.0-1 및 부록 7.1-4 참조

    경보계통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

가. 신뢰성 : 신청자/인허가대상자는 경보계통의 다중성, 다양성, 시험성, 품질의 

정도가 정상/비정상 운전을 지원하기에 적합함을 정당화해야 한다. 부록 7.1-3

의 5.15항은 안전계통의 신뢰도 평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경

보계통의 신뢰도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나. 디지털 계통의 사용 : 부록 7.0-1 및 부록 7.1-4 참조

다. 독립성(안전계통과 기타 계통간의 격리) : 부록 7.1-2의 4.7절과 부록 7.1-3의 

5.6절 및 6.3절 참조

    개량형경수로(ALWR) 원전의 경보계통에 대한 추가 중점 검토사항

가. 다중성 : 다중 경보계통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들 다중 계통은 단일고장기준을 

준수할 필요는 없으나, 다중 경보계통들 사이의 독립성은 보호계통의 다중 채

널간 독립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부록 7.1-3의 5.6절 참조

나. 자기-시험 설비 : 부록 7-14 참조. 동 부록의 감시시험 부분은 본 심사대상에 

적용하지 않는다.

다.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에 따른 적합성 : 안전계통의 안전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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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를 지시하기 위한 경보계통과 자동제어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수동제어를 

위한 경보계통은 ENB-1100 "안전계통 설계"의 요구사항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부록 7.1-3 참조. 이러한 검토는 SECY-93-087, 항목 II.T, “제어실 경보 

신뢰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안전변수 지시계통, 비상대응설비의 정보계통, 원전 데이터 감시망의 정보계통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

가. 독립성(안전계통과 기타 계통간의 격리) : 부록 7.1-2의 4.7절과 부록 7.1-3의 

5.6절 및 6.3절 참조

IV. 평가결과

   검토담당부서에서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

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의 설계가 허용가능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12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10 CFR 50.34(f)등 관련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이 관련 규제지침, 산업기술기준 및 지침을 만족하는지 

검토한 결과, 신청자가 이들 계통에 적용 가능한 지침들을 적절히 명시하였으며, 

이 지침에 따라 동 계통이 적절히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동 계통은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을 만족한 것으

로 판단된다.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 및 기기들을 검토한 결과, 동 계통 및 기기가 지진, 기

타 자연현상, 비정상적인 환경 및 비산물 등의 영향에 대해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청자/인허가대상자가 계통의 설계기준에 따라 각 계

통 및 기기들을 적절히 명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상기 사건에서의 동 계통 및 기

기들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검증계획은 안전심사보고서 3.10 및 3.11절에 기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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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동 계통 및 기기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의 비안전 부분이 안전계통(동 계통의 안전 부분을 포

함)과 적절히 격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안전계통과의 격리에 대해서 동 

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의 요건

을 만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대사고상황 감시를 위한 계측기는 중대사고 환경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작동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졌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대사고 감시 계측기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

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감시 계측설비는 RG 1.97의 요건에 따라 사고 중 또는 사고 이후의 발전소 

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중 정보계통은 RG 1.75

에 명시된 전기적인 계통에 대한 물리적인 독립성 지침을 만족한다. 계측기의 경

간(span)과 비상운전절차서의 수행시점은 RG 1.105의 평가지침에 따라서 수립되었

다. 결빙으로부터 안전관련 계측용 감지선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감시계통은 RG 

1.151의 규제입장 5를 준수하고 있다. 사고감시 계측설비는 적절한 변수들을 포함

하며, 동 변수를 감시하기 위한 계측채널의 범위 및 정확도는 발전소 사고해석 결

과를 만족한다. 또한 사고감시 계측설비는 중대사고 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적절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 변수들을 감시하기 위한 계측채널의 범위 및 정확도

는 중대사고해석 결과를 만족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고감시 계측설비는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의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판단

된다.

      사고감시 계측설비는 10 CFR 50.34(f)에 따른 다음 기능들, 즉 급수계통 유량지

시, 사고감시 계측, 부적절 노심냉각 계측, 노심 손상 이후에 발전소 상태 등을 포

함하고 있다. 또한 사고 감시 변수인 가압기 수위 지시를 위한 전원은 10 CFR 

50.34(f)(xx)의 요건을 준수한다. 그러므로 안전에 중요한 계측계통은 10 CFR 

50.34(f)의 xii, xvii, xviii, xix, xx, xxiv 등의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어실의 BISI 계통을 검토한 결과, 우발적인 비가용 상태로 인한 영향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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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운전원들에게 시기적절한 정보 및 상태 보고를 제시하는 우회지시기가 적절

히 갖춰져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들이 RG 1.47의 지침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안전계통의 우회/작동불능상태지시(BISI) 기능이 KEPIC ENB-1100 

및 10 CFR 50.34(f)(2)(v)의 적용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어실의 경보계통을 검토한 결과, 이들 계통이 정상 및 비정상 운전을 지원하

는데 충분한 신뢰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보계통이 다중화되어 있으며,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의 5.6절 독립성 요건에 따라 다중 경보계통 사

이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 자동제어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수동제어가 안전계

통의 안전기능 수행완료를 위한 수동제어일 경우, 이러한 수동제어를 위한 경보계

통은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경보계통은 SECY-93-087, 항목 II.T,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

조 “원자로제어실 등”의 지침을 만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정보계통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 상

태에서의 변수 및 계통 감시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

조 “계측 및 제어장치”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및 관련 지침이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의 요건(발전소 정상

상태의 안전운전 및 발전소 사고상태의 안전한 상태유지와 관련된 제어실의 정보

계통 제공)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안전변수 지시계통, 비상대응설비 및 비상응답데이터계통의 정보계통, 사고 감

시계통의 비안전 부분, 우회/작동불능상태지시계통의 비안전 부분, 경보계통의 비

안전 부분 등이 안전계통과 적절히 격리되어야 한다. 전기적 격리장치는 부록 

7-10의 지침을 따라 해당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안전계통

으로부터의 동 계통의 격리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

자로보호계통”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자/인허가대상자는 동 계통 설계에 TMI 후속조치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

하였으며, 그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적용항목 및 이행방법을 명시할 것] 

      심사자는 보조지원설비 및 기타 보조설비의 가용성에 대한 안전에 중요한 정보

계통의 의존성을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검토와 보조지원설비 및 기타 보조설비의 

검토주관부서와의 협조를 토대로,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 설계내용이 보조지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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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및 기타 보조설비의 기능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의] 다음 사항들은 컴퓨터-기반 부품을 포함하는 계통에만 적용된다.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컴퓨터 개발공정 및 설계결과물에 대한 검토 결과, 컴퓨터계

통이 RG 1.152를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컴퓨터계통의 특성이 적절히 

평가되었으며, 안전에 중요한 컴퓨터-기반 정보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의] 다음 결론은 모든 인허가 대상에게 적용된다.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에 대해 상기 결론은 규제기관에 의해 승인된 부분을 제

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적용 계통 및 주제를 나열하고 참

고문헌을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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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7.6절 안전에 중요한 연동계통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검토의 목적은 다중성, 독립성, 단일고장, 검증, 우회, 상태지시, 시험 등과 같은 

설계 고려사항이 동 계통의 설계기준을 만족하고, 수행되어야 할 안전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1. 안전심사지침 7.6절은 안전에 중요한 연동계통에 대한 검토절차와 허용기준을 기

술하고 있다. 동 계통은 특정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거나 혹은 사고의 발생 시 

안전계통의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된다. 이러한 계통은 아래와 같은 계통들

이 포함한다.

 - 저압력계통(예, 잔열제거계통)이 고압력계통(예, 일차냉각재계통)에 연결될 때, 

저압력계통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장치

 - 원자로 용기의 저온 운전시 일차냉각재계통의 과압 방지를 위한 연동장치

 - 비상노심냉각계통 축압기의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밸브 연동장치

 - 안전계통을 비안전계통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연동장치(예, 보조지원계통의 내진

설계 부분과 비내진설계 부분), 다중 혹은 다양한 안전계통들 사이의 시험 또

는 보수 목적으로 존재하는 상호결선장치를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한 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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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안전심사지침의 본 절과 다른 절 사이의 연계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안전심사지침 7.0절은 검토에 대한 조정사항에 관하여 기술하며, 이러한 조정사항은 

검토 대상에 대한 정보 및 적용 대상별 검토 범위 등을 포함한다. 적용 대상의 종

류별 검토 범위에 관한 사항 및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와 타부서 사이의 업무 협조

에 대한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7.0절을 참조한다. 

상세한 허용기준 및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기술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아래의 규제기관 규정에 따라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

한 규정“ 및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

한 지침“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1100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준용기준 - KEPIC ENB-6100 및 KEPIC ENB-1100). 이전에 KEPIC ENB-6100으로 

건설허가를 승인받은 원전에 대해서는 KEPIC ENB-6100에 기술된 요건으로 대신 

적용될 수도 있다. KEPIC ENB-1100에 따라 안전계통으로 분류되지 않고 안전계통

으로부터 격리된 연동계통은 KEPIC ENB-6100의 4.7, KEPIC ENB-1100의 5.6.3절 

및 6.3절을 적용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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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8. 10 CFR 50.34(f)(2)(v), "TMI 후속요건, 우회 및 작동불능상태 지시"

연동장치와 상호 연동될 수 있는 안전계통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 

안전에 중요한 기능이 연동장치를 통해 수행될 경우, 지침의 수준으로 아래 기준을 적

용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잔열제거설비“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에 기술된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안전

심사지침 7.1절, 표 7-1과 안전심사지침 부록 7.1-1에 기술되어 있다. 이는 관련 산업

기준, Regulatory Guide(이하 "RG"), 규제입장 등을 수록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

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

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

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은 KEPIC ENB-1100의 안전계통에 대한 허용기준을 기술

한다.

 2. 안전심사지침 부록 7.1-2는 KEPIC ENB-6100의 보호계통에 대한 허용기준을 기술

한다.

 3. 안전심사지침 부록 7.1-4는 디지털 계측제어에 대한 KEPIC ENB-6370 "안전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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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컴퓨터"의 적용에 대해 기술한다. 

III. 검토절차

   심사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에 따라 적합한 검토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새로운 설계

개념의 도입 및 기 검토/승인된 설계개념의 반영 등에 따라 검토의 차별화가 이루어져

야 한다. 

   본 절의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따른다. 사업자는 허용기준과의 설

계와의 차이점들에 대해 사업자의 대체수단이 II 장에 기술된 규제기관의 관련 요구사

항을 어떻게 만족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심사자는 사업자의 분석결과에 대

한 적합성을 확인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7.1절은 계측제어계통의 검토에 관한 일반 절차들을 기술하고 있으

며, 안전심사지침 7.6절은 연동계통의 검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본 계통에 대한 검토는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 또는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의 지침에 따른 연동계통의 설계 평가를 포함하며, 이는 설계기준

에 관한 신청자/인허가대상자의 적용방법에 따른다. 컴퓨터 기반의 연동계통의 경

우,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을 따른다. KEPIC ENB-6100 "보호

계통 설계",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 및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

지털 컴퓨터" 적용에 대한 절차는 각각 부록 7.1-2, 부록 7.1-3 및 부록 7.1-4에 상

세히 기술되어 있다.  

      부록 7.1-2, 7.1-3 및 7.1-4는 각각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 및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컴퓨터"에 따른 

연동계통의 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비록 주요 검토대상은 연동계통으로 

한정되지만, 검토담당부서에서는 전체 계통수준의 연동계통 기능을 검토해야 한다. 

연동계통의 설계는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의 설계기준사고 분석결과를 만족해야 

한다. 연동계통의 설계기준이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나 KEPIC E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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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안전계통 설계"의 특정 설계요건을 만족한다고 하여, 이것만을 근거로 연동

계통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연동계통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표 7-1의 항목들을 대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부록 7.1-1은 각 주제에 대한 검토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연동계통에 대한 검토에

서의 주요 설계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단일고장기준 : 부록 7.1-2의 4.2절 또는 부록 7.1-3의 5.1절 참조

  - 구성품과 모듈의 품질 : 부록 7.1-2의 4.3절 또는 부록 7.1-3의 5.3절 참조

  - 독립성 : 부록 7.1-2의 4.6절 및 4.7절 또는 부록 7.1-3의 5.6절 및 6.3절 참조 

  - 계통의 시험과 작동불능상태의 감시 : 부록 7.1-2의 4.9절, 4.10절 및 4.13절 또

는 부록 7.1-3의 5.7절, 5.8절 및 6.5절 참조

  - 디지털계통의 사용 : 부록 7.0-1 및 부록 7.1-4 참조

  - 저압계통의 과압방지를 위한 연동장치 : 부록 7-1 참조

  - 원자로의 저온 운전중 1차 냉각 계통의 과압방지를 위한 연동장치 : 부록 5-2 참

조

  -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축압기 밸브에 대한 연동장치 : 부록 7-2 참조

  - 안전계통으로부터 비안전계통을 격리시키기 위한 연동장치

  - 다양성 또는 다중 계통들 사이의 부주의한 상호결선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장치

IV. 평가결과

   검토담당부서에서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

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검토담당부서에서는 연동계통의 설계가 안전 기능과 일치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의 기술내용과 같이 허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동 설계가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원자로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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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의 해당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판단

된다.  

      안전에 중요한 연동계통 관련 규제지침, 산업기술기준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신청자가 이들 계통에 적용 가능한 지침들을 적절히 명시하였고, 계

통 설계가 적용지침들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동 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동계통의 기능을 검토한 결과, 정상운전 또는 예상운전과도 상태에서도 연료

허용 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여유도 유지를 위한 연동계통이 제공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동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을 만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동계통의 상태정보, 수동 개시능력 그리고 원자로 안전정지를 지원하는 설비

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사고상황 등과 같이 예측되는 운전

범위 내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동설비 감시정보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연동기능의 개시 및 우회를 위한 제어기가 적절한 설비되어 있으며, 이 연동 

설비는 정상상태의 발전소 안전운전 및 사고상태에서의 안전유지를 위한 조작을 

적절히 지원한다. 그러므로 연동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를 만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동계통의 검토를 수행한 결과, 동 계통들이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 

또는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의 신뢰성 평가지침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동 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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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23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의 다중성 요건을 만

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동계통 및 기기들을 검토한 결과, 동 계통 및 기기가 지진, 기타 자연현상, 비

정상적인 환경 및 비산물 등의 영향에 대해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인하

였다. 또한 신청자/인허가대상자가 계통의 설계기준에 따라 각 계통 및 기기들을 

적절히 명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상기 사건에서의 동 계통 및 기기들 건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검증계획은 안전심사보고서 3.10 및 3.11절에 기술된다. 그러므로 

동 계통 및 기기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를 만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동계통의 BISI계통을 검토한 결과, 운전원이 예기치 않은 계통 이용불능의 영

향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운전원들에게 시기적절한 정보 및 상태 보고를 제공하는 

우회지시기가 적절히 갖춰져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들이 RG 1.47의 평가지침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안전계통의 우회/작동불능상태지시(BISI) 기능

이 10 CFR 50.55a(h)와 10 CFR 50.34(f)(2)(v)의 적용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판단된

다.

      비안전 관련 연동계통은 안전계통으로부터 적절히 격리되어 있으므로, 동 계통

의 격리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의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 관련 연동계통 설계를 검토한 결과, 연동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이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 또는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의 요건을 준수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안전관련 연동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의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자는 보조지원설비 및 기타 보조설비의 가용성에 의한 연동계통의 영향성

을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검토와 보조지원설비 및 기타 보조설비의 검토주관부서

와의 협조를 토대로, 연계계통 설계내용이 보조지원설비 및 기타 보조설비의 기능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의] 다음 사항들은 컴퓨터-기반 부품을 포함하는 계통에만 적용된다.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컴퓨터 개발공정 및 설계결과물에 대한 검토 결과, 컴퓨터계

통이 RG 1.152를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컴퓨터계통의 특성이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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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었으며, 안전에 중요한 컴퓨터-기반 정보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의] 다음 결론은 모든 인허가 대상에게 적용된다.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에 대해 상기 결론은 규제기관에 의해 승인된 부분을 제

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적용 계통 및 주제를 나열하고 참

고문헌을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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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7.7절 제어계통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이 검토의 목적은 제어계통이 허용기준과 평가지침을 준수하며, 제어된 변수들이 

규정된 운전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고, 동 계통의 운전이나 고장의 영향이 안전성분

석보고서 15장의 사고분석 내용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검토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심사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본 절은 예상운전과도 또는 사고 후에 안전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정상운전에 사용

되는 제어계통에 대한 검토절차와 허용기준을 기술하고 있다. 본 절은 발전소의 안

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발전소 공정(process)들을 제어하는 제어계통을 포함한

다. 이러한 제어계통은 정상 운전, 계통 고장 또는 부주의한 운전을 통해 중요 안전

기능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7.7-1은 본 안전심사지침 7.7절의 검토범주

에 포함될 수 있는 제어계통 기능들을 예시하고 있다.  본 안전심사지침 7.7절의 검

토범주에 포함되는 계통 기능 및 계통의 실제 목록은 발전소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정 발전소의 경우 표 7.7-1에 수록된 기능을 모두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으

며, 또한 이보다 더 많은 기능을 포함하거나 이와 다르게 여러 기능을 조합하여 구

성할 수도 있다.

  또한 계측제어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는 지원계통 및 발전소 공정계통의 계측제어 부

분에 대한 2차적인 검토책임을 가진다. 본 절의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이러한 다

른 계측제어계통에 적용이 가능하다. 표 7.7-2는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가 2차적인 

검토책임을 가지는 제어계통 기능들을 예시하고 있다. 표 7.7-2는 발전소유형별로 

조합하여 구성한 것은 아니다.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가 2차 검토책임을 지는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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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계통의 실제 목록은 발전소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정 발전소의 경우 

표 7.7-2에 수록된 기능을 모두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이보다 더 많은 

기능을 포함하거나 이와 다르게 여러 기능을 조합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

검토연계분야

안전심사지침의 본 절과 다른 절 사이의 연계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안전심사지침 7.0절은 검토에 대한 조정사항에 관하여 기술하며, 이러한 조정사항은 

검토 대상에 대한 정보 및 적용 대상별 검토 범위 등을 포함한다. 적용 대상의 종

류별 검토 범위에 관한 사항 및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와 타부서 사이의 업무 협조

에 대한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7.0절을 참조한다. 

2. 안전심사지침 7.0절의 협조사항검토와 더불어, 본 안전심사지침 7.7절의 검토에서는, 

(1) 발전소 운전중에 변수들을 운전제한치 이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제어계통이 적합

한지와, (2) 제어계통의 고장영향이 설계기준사고 분석에 적절히 포함되었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 원자로계통 및 발전소계통을 검토하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검토되

어야 한다.

3. 다른 부서가 1차 검토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경우, 동 검토에 필요한 허용기준과 

적용방법은 부록 7.1-1의 2.마항에 열거된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

다.

상세한 허용기준 및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기술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허용 기준은 아래의 규제기관 규정에 따라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규제요건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제7.7절                                                     개정 4 - 2014. 12- 2 -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9.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어재구동장치“

 1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

한 규정“ 및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

한 지침“ (준용기준 -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1100 또는 KEPIC 

ENB-6100 : 안전계통으로부터 격리된 제어계통의 경우 KEPIC ENB-6100의 4.7항 

(KEPIC ENB-1100의 5.6.3절 및 6.3절) 적용

 11. 10 CFR 50.34(f)(2)(xxii), "TMI 관련 후속요건" 또는 Commission order에 따른 동 

등한 TMI 행동 계획 요건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 7.1절, 표 7-1과 안전심사지침 부록 7.1-1은 제어계통 검토시 요구되는 

규제지침, 규제입장, 산업기술기준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들은 검토담당부서에게 허용

근거를 설명하는 정보, 권고사항, 지침 등을 제시한다.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

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

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

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

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은 KEPIC ENB-1100에 따른 안전계통의 허용 기준을 제공

한다. 안전계통만을 위해 KEPIC ENB-1100을 요구하고 있지만 KEPIC ENB-1100은 

다른 계측제어 계통의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어계통을 위해 심사자

는 처음에 KEPIC ENB-1100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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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심사지침 부록 7.1-2는 KEPIC ENB-6100에 따른 보호 계통의 허용기준을 제공

한다.

3. 안전심사지침 부록 7.1-4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152, "원전 안전 계통에

서의 디지털 컴퓨터의 기준“ 승인한 KEPIC ENB-6370, ”안전 계통 디지털 컴퓨터

“에 따른 보호 계통의 허용기준을 제공한다.

4. SECY-93-087, Ⅱ.Q,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공통모드고장에 대비한 방어"는 심층

방어 및 다양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6은 추가적인 지침

을 제공한다.

III. 검토절차

   심사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에 따라 적합한 검토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새로운 설계

개념의 도입 및 기 검토/승인된 설계개념의 반영 등에 따라 검토의 차별화가 이루어져

야 한다. 이 검토 절차들은 확인된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

한 허용 기준들의 차이에 대하여 심사자는 제안된 대안방법들이 II절에서 확인된 관련 

요건들을 만족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인가를 설명하는 신청자의 평가를 검토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7.1절에는 일반적인 계측제어계통의 검토절차가 기술되어 있고, 본 

절에는 상세한 제어계통의 검토절차가 주제별로 기술되어 있다.

 1. 제어계통의 검토에서 표 7-1에서 식별한 적용 가능한 주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부

록 7.1-1은 각 주제에 대해 검토방법을 기술한다. 제어계통의 검토에서 중요시 되

어야 할 주요 설계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기준 : 검토담당부서는 규정된 정상운전제한치 내에서 공정 변수의 자동 및 

수동 제어에 필요한 설비가 제어계통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나. 안전등급 분류 : 검토담당부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의 발전소 사고해석에서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어계통 기능의 운전성에 의존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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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 사고시 제어계통 운전의 영향 : 검토담당부서는 사고 및 예상운전과도시에 발전

소 과도응답을 평가할 때 안전성 분석이 제어계통의 동작 및 부동작에 대한 영

향을 고려하여 포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라. 제어계통 고장의 영향 : 검토담당부서는 어떠한 제어계통 부품이나 제어계통을 

지원하는 보조지원계통의 고장이 발전소 상태를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의 예상

운전과도에 대한 분석에서 기술된 발전소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하드웨어 무작위적인 고장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설계오

류와 같은 디지털 시스템과 관련될 수 있는 고장모드에 대해 다루어야 한다.(다

중 독립적인 고장에 대한 평가를 의도하는 것은 아님)

  마. 사고에 의해 유발되는 제어계통 고장의 영향 : 검토담당부서는 예상운전과도/사

고의 결과가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에 기술된 것 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제어계통의 고장을 유발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바. 환경제어계통 : 검토담당부서는 계측제어계통이 극한 환경으로부터 기기를 보호

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제어를 포함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환경제어기에는 안전계통의 안전성 계측기 및 계측 감지관의 보온(RG 1.151 참

조), 캐비넷의 냉각팬 등이 있다.

  사. 디지털 계통의 사용 : 안전계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어계통의 고장 잠재성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어계통의 소프트웨어는 안전계통에 적용된 소프트웨어

와 유사하게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개발되어야 한다. 제어계통 소프트웨어가 

안전계통보다 비교적 낮은 안전 중요도를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개발공정중의 

일부 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부록 7.0-1 및 7.1-4의 디지털 계통에 대한 지침 참

조)

  아. 독립성 : 제어계통으로부터 안전계통 기능의 독립성은 확인되어야 한다. 안전심

사지침 부록 7.1-2의 4.6항 및 부록 7.1-3의 5.6항 및 6.3항을 참조한다.

  자. 다양성 및 심층방어 : 다양성 및 심층방어 분석(부록 7-16 참조)에서 고려된 제

어계통은 7.8절에서 기술하고 있는 다양성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기준에 따라 검

토되어야 한다.

  차. 부주의한 작동가능성 : 제어계통은 안전계통에 미치는 영향과 부주의한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성이 제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카. 접근통제 : 디지털 컴퓨터-기반 제어계통의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에 대한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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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전자적 접근은 비인가자에 의한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되어야 한다. 이 

관리는 네트워크 접속 및 보수 장비들에 의한 접근을 다루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담당부서에서는 신청자가 충분한 정보가 제공하였는지 확인하고 또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종류의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검토 및 계산들(적용 가능

하다면)에 대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자는 이러한 결론에 대한 근거를 언급한

다.

   

1. 검토담당부서에서는 제어계통의 설계가 허용가능하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1조, 10CFR 

50.34(f)에 관련된 요건들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제어계통이 적용되는 규제지침, 산업기술기준 등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

한 결과, 신청자가 이들 계통에 적용 가능한 지침들을 적절히 명시하였고, 계통 설계

가 적용지침들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심사자는 제어계통이 적절하게 

설계되었고 안전계통 저해에 대한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품질을 가졌는지

확인한다. 계통설계를 검토하여, 계통이 적용 가능한 지침을 완전히 만족하고 있다고 

확인한다. 따라서, 동 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정상부하의 변화와 예상운전과도(예, 원자로정지, 터빈정지, 급수 및 증기우회계통의 

고장)에 따른 발전소 과도응답을 검토하여, 제어계통이 계통변수들을 기 설정된 운전

범위 이내로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청자는 안전관련 계기 및 계측감지

관을 결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RG 1.151, 규제입장 5를 만족하는 환경제어계통

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제어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를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공정계통의 수동 및 자동제어설비를 포함하여 제어계통을 검토하여, 수동 및 자동 

제어설비는 발전소 변수들을 기 설정된 운전범위 이내로 유지할 수 능력이 있음을 확

인하였다. 제어계통이 정상운전 중이거나 예상운전과도가 발생하였을 때 발전소를 안

전하게 운전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작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동 제어계통은 발전소 정상운전에 관련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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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제어계통은 안전계통으로부터 적절히 격리되어 있다. 따라서 동 계통은 격리와 관련

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

다.

  신청자의 다양성 및 심층방어 분석과 동 분석에 고려된 제어계통의 품질을 검토한 

결과, 제어계통이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공통모드고장에 대비한 방어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으로서 고려된 제어

계통의 기능은 SECY-93-087, Ⅱ.Q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심사자는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의 결과가 발전소 상태를 사고분석 결과보다 악화시

킬 수도 있는 제어계통 고장을 초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에 기술된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의 분석결과는, 발전소의 안

전성이 제어계통의 응답에 의존하지 않음을 확인하는데 이용되었다. 검토담당부서에서

는 제어계통 자체고장이나 전원상실과 같은 지원계통 고장의 결과로 발생한 제어계통 

고장이 발전소 상태를 설계기준사고 및 예상운전과도의 분석에 기술된 상태보다 악화

시키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2. 주: 다음 결론은 모든 신청서에 적용 가능하다.

  제어계통에 대한 상기 결론은 규제기관이 사전 검토하여 승인한 것을 제외하고 이 

계통의 모든 부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적용 계통 및 주제를 나열하고 참고문헌을 

명시할 것]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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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 제어실 등“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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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정“

 1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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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IEEE Std 279-1971, "Criteria for Protection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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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Generating Stations." 

 17. Regulatory Guide 1.151, " Instrument Sensing Line," Office of Nuclear Regulatory 

Research, U.S. NRC, 1983

 18. Regulatory Guide 1.152, "Criteria for Digital Computers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Office of Nuclear Regulatory Research,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2006. 

 19. SECY-93-087, "Policy, Technical, and Licensing Issues Pertaining to Evolutionary 

and Advanced Light Water Reactor (LWR) Designs," April 2, 1993.

 20. Staff Requirements Memorandum on SECY-93-087. "Policy, Technical, and Licensing 

Issues Pertaining to Evolutionary and Advanced Light Water Reactor(AL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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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7-1.  7.7절의 검토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제어계통 예시

표 7.7-2. 안전심사지침 다른절에 포함될수 
있는 제어계통 예시

1. 반응도 제어계통

2. 보론제어계통

3. 원자로 출력 감발계통

4. 제어봉위치 계측

5. 노내중성자 감시계통

6. 노외중성자 감시계통

7. 가압기 압력 및 수위 제어계통

8. 급수제어계통

9. 노내 온도감시 계통

10. 증기발생기 수위제어계통

11. 증기덤프 제어계통

12. 증기우회 제어계통

13. 내부 구조물 진동 감시제어계통

14. 음향누설 감시계통

15. 원자로냉각재 펌프 진동감시계통

16. 금속파편 감시계통

17. 공정 컴퓨터계통

18. 안전계통과 감지관 환경제어

1. 화재방호계통

2. 화재진압계통제어

3. 보안계통

4. 사용후연료 저장 계측제어

5. 기체방사성 폐기물 계통제어 

6. 액체방사성 폐기물 계통제어

7. 고체방사성 폐기물 계통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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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7.8절 다양성 계측제어계통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에서는 보호계통의 공통원인고장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공된 다양성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검토절차 및 허용기준을 기술한다. 본 절의 검토목적은 원자로정

지불능 예상과도(ATWS) 완화계통 및 설비들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조 (다양성보호계통)의 요구조건에 따라 설계되고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또한 

본 절의 검토범위에 포함되는 기타 다양성계측제어계통이 다양성 및 심층방어

(Diversity and Defense-in-Depth, 이하 D3)에 대한 규제기관의 입장에 부합하는지 확

인한다.

1. 아래의 계통들이 본 절에서 다루어진다.

  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조 (다양성보호계통)를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원자로정지불능 예상과도(ATWS) 완화계통.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 27조 (다양성보호계통)에서 ATWS 완화계통 및 설비에 대한 설

계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나. SECY-93-087에 따라 다양성 및 심층방어에 관한 규제기관의 입장 만족을 위한 

다양성 수동 제어 및 표시설비. 이들은 관련 디지털안전계통과는 독립적이고 다

양성을 가지며, 관련 제어 및 표시설비 등의 운전원 연계설비는 원자로제어실에 

위치해야 한다. 이들은 안전기능을 위한 변수 감시와 중요 안전기능의 수동 및 

계통수준의 작동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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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심층방어 및 다양성분석(D3)에 대한 규제기관의 입장 만족을 위한 다양성 작동

계통(DAS). 다양성 작동계통 및 ATWS 완화계통 기능은 단일계통으로 통합되어 

질 수 있다. 

  심층방어 및 다양성 요건 만족을 위해 원자로정지계통,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 제

어계통 혹은 다른 계측제어계통 등이 다양성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계통들

에 의해서 수행되는 다양성 기능은 본 절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들 기능은 전체적으로 

그 계통에 적용가능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심층방어 및 다양성분석의 가

정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들 계통에 대한 요구조건과 심사자의 검토는 각각의 해당

계통에 대한 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검토연계분야

안전심사지침의 본 절과 다른 절 사이의 연계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안전심사지침 7.0절은 검토에 대한 조정사항에 관하여 기술하며, 이러한 조정사항은 

검토 대상에 대한 정보 및 적용 대상별 검토 범위 등을 포함한다. 적용 대상의 종

류별 검토 범위에 관한 사항 및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와 타부서 사이의 업무 협조

에 대한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7.0절을 참조한다. 

2. 안전심사지침 7.0절에 기술된 검토협조에 추가적으로, 원자로계통에 대한 검토관련 

부서는 다양성계측제어계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평가한다.

  가. ATWS 완화계통의 기능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조 (다양

성보호계통)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는지와 원자로 정지불능 사고해석이 예상운전

과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으로부터 참조되고 제시된 

해석들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ATWS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기

계적인 시스템들이 적절히 설계되어야 한다.

  나. 일련의 수동 제어 및 표시기능은 발전소의 상태감시 기능을 적절히 제공하고, 

운전원에 의해서 발전소를 고온정지 시킬 수 있어야 하며, 중요 안전기능인 반

응도제어, 노심 열제거, 냉각재 재고량, 격납건물 격리 및 격납건물 건전성을 제

어하는데 적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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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디지털-기반 원자로정지계통 및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의 경우, 다양성 작동계

통기능 및 심층방어 및 다양성 관련 기능이 사고해석의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

석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상세한 허용기준 및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기술되어 있다.

Ⅱ.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아래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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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

침“은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를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안전계통과 격리된 다양성작동계통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요건은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 4.7절, “제어 및 보호계통 상호작용”, KEPIC ENB-1100, 5.6.3절, 

“안전계통과 타 계통간의 독립성”, 6.3절, “감지 및 명령 설비와 타 계통간의 상

호작용”가 있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원자로보호계통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2절과 7.3절에 따라 검토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다양성보호계통“에 따라 표준설계

인증을 위해 제안된 안전에 중요한 모든 정보계통에 적용가능한 요건 :

ATWS 완화기능에 적용가능한 추가적인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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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다양성보호계통“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에 기술된 규제기관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안전심사

지침 7.1절, 표 7-1과 안전심사지침 부록 7.1-1에 기술되어 있다. 이는 관련 기술기준, 

규제지침, 규제입장 등을 수록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

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

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

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디지털 원자로정지계통 또는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의 경우 D3에 대한 규제기관

의 입장이 다루어져야 하며, 이는 SECY-93-087의 II.Q.,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

서의 공통유형고장에 대한 방어”에 포함되어 있다. 다양성 계측제어계통의 기능

에 적용가능한 규제요건은 다음과 같다.

       “만약 어떤 가상된 공통원인고장이 안전기능을 상실시킬 수 있다면 그와 동

일한 기능 또는 그와 다른 기능이라도 수행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

되어야 한다.  다양한 방법이라 함은 문서화된 기준으로 판단할 때 동일한 공

통모드고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어야 한다. 다양한 기능이나 대체 기능

은 관련된 사고조건하에서 계통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품질이 확

보될 경우, 비안전계통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

 

       “원자로제어실에 위치한 일련의 표시 및 제어 설비가 안전기능을 지원하는 

변수들의 감시 및 중요 안전기능의 수동시스템 작동을 위해 제공되어져야 한

다.  표시 및 제어설비는 안전등급컴퓨터 시스템과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다양

성이 있어야 한다.”

  2.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은 KEPIC ENB-1100의 안전계통에 대한 허용기준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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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안전심사지침 부록 7.1-2는 KEPIC ENB-6100의 보호계통에 대한 허용기준을 기술

한다.

  4. 안전심사지침 부록 7.1-4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152가 승인한 IEEE 

Std 7-4.3.2-2003(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허용기준에 대해 기술한다. 

Ⅲ. 검토절차 

  심사자는 아래에 기술된 절차들 중에서 특별한 경우에 적합한 내용들을 선택할 것

이다. 획일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새로운 설계특성이 도입될 수도 있으

며, 이미 검토 및 승인된 설계특성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본 절의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따른다. 심사자는 허용기준과의 차

이점들에 대해 II절에 따른 신청자의 대체방안이 어떻게 규제기관의 관련 요건을 만족

하는지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7.1절은 계측제어계통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일반 절차들을 기술하고 

있으며, 안전심사지침 7.8절은 다양성계측제어계통의 검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기술

한다. 

 다양성계측제어계통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표 7-1에 명시된 주제들을 다루어

야 한다.  부록 7.1-1은 각 주제에 대해 검토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다양성계측제어계

통의 검토에서 강조되어야 할 주요 설계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설계기준 : 설계기준들은 각 다양성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언급되어져야 한다.  설계기준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취급되어야 한다. 

    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다양성보호계통“에서 확인

된 것으로서 적용가능한 특정 설계요건 및 기타 적용가능한 설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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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양성 계측제어계통에 의해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조건의 확인. 

        다양성 작동계통에 대해서 이들 사건들은 신청자의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

에서 확인되어진다. ATWS 완화계통에 대해서 이들 사건들은 발전소의 전수

명 기간 동안 한번 혹은 그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상운전 조건으로

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정의와 설명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예상운전 과도현상으로 제한된다. 이들 사건들은 소외전원상실, 주복수

기 격리상실, 터빈정지 기능상실, 모든 재순환 펌프의 전원상실을 포함하지만 

이 사건들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다. 안전성 분석보고서 15장에서 참조되고 제시된 분석 근거 및 사건들의 확인. 

        심사자는 원자로계통의 검토담당부서와 함께 각 다양성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해석적인 근거가 수용할 만하고 15장의 해석과 일관성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원자로계통 및 발전소계통 검토 담당부서와 함께 ATWS를 완화를 

위해 적용된 기계적 계통설계가 적절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계통이 반드시 작동하여야 하는 조건(정상, 비정상 그리고 사고 상황)에 대하

여 에너지공급 및 환경에 대한 과도 및 정상상태 범위의 확인 

    마. 성능요건 확인. 동적응답 및 정확도 등과 같이 설계기준 사건완화에서 요구되

는 성능요건들이 확인되어야 한다. 검토는 신청자가 검증시험 및 감시에 의해 

성능 요구조건들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기기 및 모듈의 품질 

    Generic Letter(이하 "GL") 85-06, “안전관련계통이 아닌 ATWS 설비에 대한 품

질보증 지침”은 다양성 계측제어계통 및 기기의 품질보증에 대한 허용지침을 제

공하고 있다. 

  3. 계통시험 및 감시 

    신청자는 시험, 보수, 감시 및 교정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이들 자료는 GL 85-06

의 지침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ATWS 완화계통은 최종 구동기까지(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음) 출력 운전중에 시험이 가능해야 한다. 

  4. 디지털 시스템의 사용 : 부록 7.0-1, 부록 7.1-4, 부록 7-13, 부록 7-14, 부록 7-15, 

부록 7-16, 부록 7-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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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원공급의 가용성 

    심사자는 전원계통 검토담당부서와 함께 소외전원 상실동안 전원공급이 가능한가

를 확인해야 한다.

  6. 환경검증 

    설치되는 다양성 계측제어계통 장비는 장비가 응답할 것으로 가상되는 사건동안

에 존재하는 환경조건에 대해 기기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7. 계통상태  

    다양성 계측제어계통의 작동표시를 위하여 제어반에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검토는 비상운전절차서에 포함된 사항들과 연계할 수 있다. 

  8. 보호계통과의 독립성 

     ATWS 완화설비는 원자로정지계통 센서출력으로부터 최종 구동기까지 다양성이 있

어야 하고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부록 7.1-2 4.6절 및 부록 7.1-3의 5.6절 참조)

  9. 부적절한 작동의 가능성 

    다양성 계측제어계통 설계는 안전계통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작동 가능

성을 억제하여야 한다. 

  10. 수동개시 능력 

     ATWS 완화계통 및 다양성 작동계통은 원자로제어실에서 개시할 수 있어야 한다. 

  11. 보호조치의 완료  

     ATWS 완화 논리 및 다양성 작동계통은 일단 ATWS 완화 기능이 개시되면 완료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2.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 

    다양성 계측제어계통 설계는 신청자의 심층방어 분석의 가정과 일관성을 유지해

야 한다. 예를 들어 다양성 계측제어계통 장비는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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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환경에 대해서 보증되어야 한다.  다양성 및 심층방어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

은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성 기준이 만족되어야 한다. 

    가. 설비의 다양성은 공통원인고장의 잠재성을 최소하기 위하여 실제적이고 합리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설비의 다양성은 센서/전송기로부터 제어봉 전력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된 기

기까지를 포함한다. 

    다. 제어봉 전원의 차단을 위해서 차단회로를 다른 제작사로 한다는 것 자체만으

로는 요구되는 다양성을 제공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라. 다양성 원자로정지계통 외에 보조급수와 같은 다른 사고완화계통에 대한 다양

성은 센서부터 최종 구동기(포함되지 않음) 까지를 요구한다. 

    마. 센서들은 다양한 설계 또는 제작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바. 기존의 원자로정지계통의 감지기 선로는 ATWS 완화 계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사. 센서/전송기 및 감지기 선로는 기존의 제어계통에 의한 상호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아. ATWS 완화계통의 논리 및 작동기기의 전원은 기존의 원자로정지계통에 공급

되는 전원과 독립적인 계측전원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 기존의 원자로정지 

센서와 계측채널 전원은 공통원인고장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만약 ATWS 완화계통이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의 일부분으로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면, 이러한 분석은 ATWS 완화계통과 원자로정지계통 사이의 다양성에 대한 적합

성 평가를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

에는 위에서 기술한 8가지 다양성 기준들에 대한 ATWS 완화계통의 독립적인 평가는 

불필요하다. 

Ⅳ. 평가결과 

   심사자는 신청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확인하고 또한 검토 및 계산들(적

용가능할 경우)이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 포함된 아래의 결론형태들을 뒷받침할 수 있

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자는 이러한 결론에 대한 근거를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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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양성 계측제어계통에 적용 가능한 평가결과 

    검토담당부서에서는 이들 계통에 적용 가능한 규제지침, 산업기준 그리고 표준에

서의 지침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 계통의 검토를 수행하였다. 검토담당부서에서

는 신청자가 이들 계통에 적용가능한 지침들을 명시했다고 결론 내렸으며,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계통설계의 검토에 의해 심사자는 계통들이 이

들 계통들에 적용 가능한 평가 지침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증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검토담당부서에서는 다양성 계측제어계통이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만족했으며 또한 신청자의 GL 85-06의 

품질보증지침에 대한 신청자의 이행내용에 근거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품질보증요건이 만족되었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다양성 계측

제어계통의 상태지시, 수동개시능력 및 안전정지를 위한 설비들에 대한 검토를 기

초로 검토담당부서에서는 정상운전시 예상되는 운전과도 및 사고조건들에 대해서 

안전정지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감시 정보가 제공되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다양성 

계측제어기능에 대한 수동개시를 위한 적절한 제어기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양성 

계측제어계통은 정상운전하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 조건하

에서는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 따라서 검토담당부서에서는 다양성 계측제어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및 제25조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다

양성 계측제어계통의 주기적인 시험을 위한 신청자의 이행내용에 근거하여 검토

담당부서에서는 계통 가용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2. [주의] 다음 결과는 디지털 컴퓨터 기반의 기기들에 관련한 계통에만 적용한다.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컴퓨터 개발공정 검사 그리고 설계 출력물들의 검토에 의해

서 검토담당부서에서는 컴퓨터시스템이 RG 1.152를 만족하는가를 판단한다.  컴퓨

터시스템의 특징이 적절하게 기술되어졌으므로 검토담당부서에서는 다양성 계측

제어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요건들을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3. ATWS 완화계통에 적용가능한 추가적인 평가결과 

    ATWS 완화계통 계측설비는 검토를 위해 제출된 계측제어계통의 기본기능 및 요

소들을 포함하여 제출된 설계기준 및 이들 기능의 검토에 의해서 검토담당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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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ATWS 완화설계가 적절한 일련의 기능들이 포함되었다고 판단한다. 원자로

정지계통과 ATWS 완화계통의 상호 연관 검토에 따라 검토담당부서에서는 원자로

정지계통의 이격 및 독립은 ATWS 완화계통 설계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고 판단

한다. ATWS 완화계통과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원자로정지계통에 격리장치들이 

설계될 경우, 격리장치들은 부록 7-10의 지침에 따라 검증된 것이 사용되었다고  

판단한다. 

    상기 내용에 따라 검토담당부서에서는 ATWS 완화계통의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다양성보호계통“에서 확인된 특정한 설계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허용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4. 다양성 계측제어계통의 수동제어 및 표시설비에 적용 가능한 추가적인 평가결과 

    신청자에 의해 제출된 설계기준 내용의 검토에 근거하여 심사자는 수동제어 및 

표시기능들이 안전컴퓨터계통으로부터 독립성과 다양성이 확보되고 또한 안전기

능과 관련된 변수감시 및 중요 안전기능들의 수동 혹은 계통수준의 작동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심사자는 수동제어 및 표시기능이 

SECY-93-087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5. 다양성 작동계통에 적용 가능한 추가적인 평가결과 

    신청자에 의해 제출된 설계기준 내용의 검토에 근거하여, 심사자는 다양성 작동계

통이 허용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다. 이 계통에 대한 요건, 독립성 요건 및 다중성 

요건은 신청자의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내용과 일관성이 있으며, SECY-93-087

의 II,Q에 대한 규제요건메모(SRM)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6. 검토결과는 표준설계인가 검토를 위해 요건 및 제약사항들(예. 연계 요건들 및 사

이트 변수들)에 대한 심사자의 평가를 요약할 것이다.

  7. 다양성계측제어계통에 대한 상기의 결론은 규제기관의 사전검토 및 승인을 근거

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스템의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다.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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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7.9절 데이터 통신계통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검토의 목적은 데이터 통신계통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함이

다. (1) 허용기준 및 지침에 대한 확인, (2) 데이터 통신계통에 관련된 안전기능 수행의 

적절성, (3) 계통에 가정된 신뢰도 및 이용도의 목표치 만족여부, (4) 무작위성 전송고

장에 대한 계통의 내성 등이다.  특별한 관심사항은 전송로에 의한 다중신호의 전송으

로 아날로그 계통일 때 보다 계통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수 있는 단일지점

의 고장에 관한 것이다.

   데이터 통신계통은 멀티플렉서와 일반적인 통신계통을 포함한다. 멀티플렉서와 일

반적인 데이터 통신계통의 명확한 구분은 모호하며, 멀티플렉서는 전기적 도체 및 광

섬유 매체를 통해 정해진 일정이나 순서에 따라 여러 가지 신호들을 순서대로 연결 

혹은 전송(수신)하는 장비이다. 내부적인 컴퓨터 버스는 본 절에서 사용된 데이터 통신

계통의 정의에서 특별히 제외된다.  멀티플렉서는 아날로그 혹은 디지털  부호에 따라 

한 개 혹은 더 많은 전기적/광섬유 도체상에서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신호를 전송한

다. 여러 가지 신호의 전송에 대한 스케쥴은 고정되지 않을 수 있고 특별한 신호나 데

이터는 정해지지 않은 주기로 전송될 수 있다.  전기적인 도체 혹은 광섬유 매체 외의 

통신은 7.9절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본 절에서 기술된 검토는 한 계통 내에서의 컴퓨터들 사이의 통신과 계통들 사이

의 통신을 포함한다.  그리고 본 절에서는 안전 및 비안전 통신계통을 포함한다. 

검토연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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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의 본 절과 다른 절 사이의 연계사항은 아래와 같다.

1. 7.0절은 검토에 대한 조정사항에 관하여 기술하며, 이러한 조정사항은 검토 대상에 

대한 정보 및 적용 대상별 검토 범위 등을 포함한다. 적용 대상의 종류별 검토 범

위에 관한 사항 및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와 타부서 사이의 업무 협조에 대한 사항

은 7.0절을 참조한다. 

상세한 허용기준 및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기술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데이터 통신계통에 대한 허용기준은 그 통신계통에 의해 지원된 계통들에 대한 허

용기준에 준한다.  특정한 데이터 통신계통에 대한 허용기준은 데이터 통신계통이 지

원하는 계통에 적용 가능한 허용기준과 일치한다. 이들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

어진 발전소 설계는 한 개 이상의 데이터 통신계통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각 

계통에 적용 가능한 허용기준은 다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허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규제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

한 규정“ 및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

한 지침“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 및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의 만족을 요구한다. 모든 데이터 통신계통에 

적용 가능한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의 유일한 요구조건은 4.7.2항의 

“격리장치”이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위에서 기술된 것 외에 보호계통기능(원자로정지계통 : 7.2절, 공학적 안전설비작동 

계통 : 7.3절)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 통신계통에 적용 가능한 허용기준

  1. 10 CFR 50.34(f)(2)(v), "안전계통장비의 작동불능 및 우회기능의 자동표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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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위에서 기술된 것 외에 안전정지계통(7.4절),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7.5절), 안전에 

중요한 연동계통들(7.6절), 제어계통(7.7절)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 통신계통에 적용 가

능한 허용기준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위에서 기술된 것 외에 다양성보호계통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 통신계통에 적용가

능한 허용기준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다양성보호계통“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 7.1절, 표 7-1과 안전심사지침 부록 7.1-1은 데이터 통신계통의 검토 

시  요구되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규제입장 및 산업기술기준 등을 수록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은 KEPIC ENB-1100의 안전계통에 대한 허용기준을 기술한다.

2. 안전심사지침 부록 7.1-2는 KEPIC ENB-6100의 보호계통에 대한 허용기준을 기술한다.

3. 안전심사지침 부록 7.1-4는 디지털 계측제어에서의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

계”의 요구사항 적용에 대한 허용기준을 기술한다. 부록 7.1-4는 RG 1.152에 따른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의 적용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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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각 안전성 검토에 있어서 심사자는 추가적으로 중점 검토되어야 할 설계사항을 결정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차별화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은 새로운 설계특성이 도입될 수

도 있으며, 이미 검토/승인된 설계특성이 설계에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절의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따른다. 사업자는 허용기준과의 설

계와의 차이점들에 대해 사업자의 대체수단이 II장에 기술된 규제기관의 관련 요구사

항을 어떻게 만족하는지 평가해야 하고, 심사자는 이러한 사업자의 분석결과를 검토해

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7.1절은 계측제어계통을 검토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기술한다. 각 

허용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들은 부록 7.1-1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데이터 

통신계통에 대한 특정한 검토절차는 부록 7.1-1로부터 참고될 수 있다. 

NUREG/CR-6082 "데이터통신"은 데이터 통신기술에 대해서 논하고 데이터 통신계통

의 검토를 위한 기술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또한 중요한 기술적 특성을 검토함에 있

어서 심사자에게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모든 데이터 통신계통의 검토에 있어서 강조되어야할 주요 설계사항들이 아래에 

기술되어 있다. 

   검토는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 또는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

계”의 기준, 신청자의 설계기준 및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를 

승인한 RG 1.152에 따라 데이터 통신계통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 절에 대

한 검토 절차는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에 관한 안전심사지침 부록 7.1-2,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에 관한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 및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에 관한 안전심사지침 부록 7.1-4에 상세히 기

술되어 있다. 

   비록 데이터 통신계통이 기기들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강조되더라도, 심사자

는 데이터 통신계통의 기능이 계통 수준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데이터 통신계통의 

설계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각 장에 기술된 계통과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의 설계기

준사고 분석에서 가정한 기능 및 성능을 지원하는 계통으로 볼 수 있다. 데이터 통신

계통 검토시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 또는 KEPIC ENB-1100 “안전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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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상세 요건을 만족하는 설계인지 여부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데이터 통신계통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1절, 표 7-1과 안전심사지침 부록 

7.1-1에 기술되어 있는 적합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데이터 통신계통의 검토를 위해 

확인되어야 하는 주요 설계 관점은 다음과 같다. 

  · 구성품과 모듈의 품질 : 부록 7.1-2 항목 4.3 혹은 부록 7.1-3 항목 5.3 참조  

  · 데이터 통신계통의 소프트웨어 품질 : 부록 7-13 참조 

  · 성 능 : 검토는 데이터 통신계통의 통신규약이 관련된 모든 계통의 성능요건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실시간 성능은 부록 7-17로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것은 데이터 통신계통 안전계통의 타이밍이 결정론적인가를 확인

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데이터 통신계통에 의해 야기된 측정의 부정확

성과 데이터 통신내에서의 시간지연은 계측기의 설정치를 검토할 때 고려

되어야 한다(RG 1.105 및 부록 7-11 참조) 정상 및 비정상 작동일 때의 

데이터 전송율, 데이터 대역폭 및 정확도 요건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오차에 대한 성능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작사의 실험데이터 및 현장

시험 결과들이 성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져야 한다. 데이터 통

신계통의 용량에 대한 분석적 정당성이 정확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

른 데이터 통신계통 혹은 계측제어계통의 다른 부분들과의 상호연결은 호

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져야 한다. 

  · 신뢰도 : 데이터 통신계통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과 데이터 통신계통에 의한 잠

재적인 위험성이 검토되어져야 한다. 데이터 통신계통에 포함은 되어 있

는  불필요한 기능들이 불시적으로 작동되어 안전기능의 수행을 방해하

지 않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오류의 검출 및 수정과 관련된 영향성 여부

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오류 검출은 최소한 CRC-16 이상이어

야 한다. 잘못된 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통신계통 기기의 고장 또

는 오류로 인한 영향이 검사되어야 한다. 잘못된 메시지(패킷 분실 또는 

손상), 메시지의 분실 및 중복되는 메시지는 검출되고 복구되어야 한다. 

검토담당부서에서는 유사한 적용분야에서의 데이터 통신계통의 운전이력

이 알려져 있으며 만족스러운가를 확인해야 한다. 검토담당부서에서는 

보수와 운전원 관련서류의 품질 및 존재를 확인해야 하고 적절한 훈련이 

수행되었는지 혹은 수행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검토시에 데이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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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통의 안전계통이 결정론적인가를 확인한다. 데이터 통신계통은 자기

진단 시험 및 감시시험기능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져야 한다(부록 7-14). 

  · 데이터의 시간 동기 : 데이터 통신계통의 수신단에서 데이터 패킷의 정확한 수신

이 이루어짐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 접근통제 : 검토시에 데이터 통신계통이 허가받지 못한 직원이 발전소의 소프트

웨어를 변경시키거나 운전원에게 잘못된 발전소의 상태정보를 지시할 

수 있는 전자적인 경로를 제공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발전소 직

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컴퓨터나 기기가 데이터 통신계통에 연결되었

을 경우(예, 소외원격데이터 지시연결), 이러한 연결은 소외에서 허가되

지 않은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계된 통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

다. 이러한 경우, 그 연결은 외부로부터 기인하는 비인가된 접근으로부

터 보호되기 위해 게이트웨이를 통해 연결되어야 한다. 안전관련 계통

에 대한 원격 접근은 구현되어서는 안된다.

  데이터 통신계통 안전계통의 검토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할 추가적인 주요 설계사항

들은 아래에 기술되어 있다. 

  · 단일고장기준 : 부록 7.1-2 항목 4.2 혹은 부록 7.1-3 항목 5.1을 참고한다.  단일

선로로 다중신호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 통신계통의 사용은 

단일고장의 결과로서 대규모의 중대한 고장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야기시킨다. 본 검토는 통신하부계통 각각에 대한 채널 할당이 관

련된 계통내에서 다중성 및 다양성 요건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부록 7-16). NUREG/CR-6082는 독립성 및 고장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 독립성 : 안전심사지침 부록 7.1-2 항목 4.6과 4.7, 부록 7.1-3 항목 5.6과 6.3 및 

부록 7.1-4 항목 5.6을 참고한다. 다중 통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면 

독립성과 다중성이 상실될 수 있다. 만약 다중 통신 네트워크가 연결되

어 있지 않거나, 안전 및 비안전 통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통신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연결성이 있다면, 독립성에 

대한 결정은 복잡해지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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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연결되어 있는 계통으로부터 입력이나 영향이 없이 안전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며, 연결된 시스템 또는 고장 데이터로 

인한 통신의 고장으로 인해 안전계통의 독립성이 저해되거나 영향을 받

지 않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쪽의 물리적, 전기적, 논

리적 또는 소프트웨어의 고장이 안전기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

인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한다. 

  · 계통시험 및 작동불능 감시 : 부록 7.1-2 항목 4.9, 항목 4.10 및 항목 4.113 혹은 

부록 7.1-3 항목 5.7, 6.5 및 5.8을 참고한다. 데이터 통신계통의 우회 혹

은 작동불능은 데이터 통신계통이 속해있는 계통에도 같은 상황을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데이터 통신계통에 대한 우회 및 작동불능표시와 데

이터 통신계통이 속해있는 계통의 표시가 일관성을 가지는가를 확인하

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프로토콜 :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실제 프로토콜 기능이 결정되어야 

한다. 표준형이든 폐쇄형이든 위험도와 성능 제약이 불필요한 기능과 

복잡성에 따라 분석되어야 한다. 프로토콜에 대한 추가 지침은 

NUREG/CR-608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MI/RFI 감응성(Susceptibility) : 부록 7.1-2 항목 4.4 혹은 부록 7.1-3 항목 5.4를 

참고한다.  검토는 데이터 통신매체가 고에너지의 전기적인 오류 혹은 

번개와 같은 환경영향으로 인해 시스템의 다중 계통으로부터 다른 계

통으로 혹은 다른 계통으로부터 안전계통에 대한 전송오류가 일어나

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광섬유는 전형적으로 그러한 영향에 저항력

이 강하지만 보편적인 적용성을 가로막는 다른 특성들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만약 광통신매체가 방사선에 노출된다면, 방사선 조사 하에

서도 도체가 절연 및 손상측면에서 이상이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체계획이 정의되어져야 한다. 

   ·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 : 만약 한 개나 그 이상의 데이터 통신계통이 심층방

어분석이 요구되어지는 원자로정지계통, 공학적 안전설비계통, 원자

로정지불능 예상과도(ATWS), 다양성계측제어계통의 일부분이라면 신

청자에 의해 분석이 수행되어져야 하며 모든 유사한 데이터 통신계통

의 공통유형고장에 대한 취약성도 평가되어져야 한다. 심사자는 데이

터 통신계통을 포함하는 설계가 충분한 심층방어개념을 갖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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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야 한다. 심층방어에 대한 검토지침은 부록 7-16참조.

  · 지진위험이 있는 데이터 통신계통 : 검토담당부서에서는 데이터 통신계통 장비가 

지진 기준 Ⅰ의 구조물에 설치되어야 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어떤 

설계에서는 연결된 데이터통신 혹은 멀티플렉서 장비가 비안전 지

진기준 Ⅰ구조물에 위치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심사자는 

해당되는 장비의 지진으로 인한 교란 및 파괴가 다중의 데이터 통

신계통을 동시에 무력하게 하지 않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IV. 평가결과

   심사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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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1. 모든 데이터 통신계통에 적용 가능한 평가 결과 :

    검토담당부서에서는 적용 가능한 산업코드 및 표준, RG에 대한 이들 계통의 적합

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검토담당부서에서는 신청자가 이들 계통에 적용가능한 

지침들을 명시했음을 확인하였다.  지침들에 대한 준수 확인을 위한 계통설계의 검토

를 기초로 하여 검토담당부서에서는 계통이 이들 계통에 적용 가능한 지침들에 적합

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켰다는 결론을 내린다. 

    안전기능을 지원하는 데이터 통신계통에 적용 가능한 추가적인 평가 결과

    

    데이터 통신계통의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

등급 및 규격“의 관련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확인함.

        검토는 지진, 다른 자연현상, 비정상적인 환경 및 비산물 등에도 건전성을 유

지하도록 설계되어진 데이터 통신계통에 대한 계통 및 구성품의 확인을 포함하였으며 

이러한 검토결과에 따라서 검토담당부서에서는 신청자가 그들 계통이 설계기준과 일

관성을 유지하는 계통과 구성품들임을 확인했다고 결론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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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계통 기능(원자로정지계통 : 7.2절 혹은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7.3절)을 지

원하는 모든 데이터 통신계통에 적용 가능한 추가적인 평가결과 :

     설정치 분석은 RG 1.105 지침에 따라서 데이터 통신계통에 기인한 측정의 부정

확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검토담당부서에서는 안전심사보고서에 평가되고 안전성분석

보고서의 15장에서 기술된 사고분석과 일치하는 보호조치를 기동하기 위하여 운전중 

예상사고와 사고상황을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데이터 통신 계통이 원자로

정지계통 및 공학적안전설비계통을 적절하게 보조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므로 검토담

당부서에서는 데이터 통신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

자로보호계통“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원자로정지계통 및 공학적안전설비계통을 보조

하는 것을 확인한다. 

     데이터 통신계통은 RG 1.22 및 1.118의 주기시험에 대한 규제 지침을 준수하며,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표시는 RG 1.47의 지침을 따른다. 데이터 통신계통은 RG 1.53

이 보완하고 있는 KEPIC ENB-3000 "안전계통 단일 고장기준“의 단일고장기준에 대

한 지침을 따른다. 이러한 검토결과에 따라 검토담당부서에서는 데이터 통신계통은 계

통의 신뢰성 및 시험성에 관한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의 요구조건을 만

족하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그러므로 검토담당부서에서는 데이터 통신계통은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의 요건들을 만족함을 확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컴퓨터 개발과정의 검사 그리고 설계결과물의 검토를 근거

로 검토담당부서에서는 컴퓨터계통이 RG 1.152의 지침에 적합하다고 결론짓는다. 그러

므로 컴퓨터계통의 특별한 특성이 적절하게 기술되어졌으며, 검토담당부서는 데이터통

신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한다. 

     데이터 통신계통의 기능은 원자로정지계통 및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의 다양성 

및 심층방어에 대한 심사자의 검토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검토에 준하여 검토담당

부서에서는 데이터 통신계통 기능을 포함한 보호계통이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공통

유형고장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므로 검토담당부서에서는 공통유

형고장에 대한 적절한 다양성 및 방어개념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의 다양성 요건과 SECY-93-087 관련 규제요건 메모 Ⅱ,Q항을 만족하기 위

하여 제공되어졌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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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자는 데이터 통신계통의 지진관련부분 및 EMI/RFI의 민감성에 대해서 검토

하였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결과와 검토에 따라서, 검토담당부서에서는 데이터 통신계

통이 자연현상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조건을 만족한다고 결론

짓는다. 데이터 통신계통은 보호계통의 독립성을 위한 RG 1.75의 지침을 따른다. 계통

의 독립성 및 분리에 대한 검토에 따라, 검토담당부서에서는 데이터 통신계통은 독립

성에 관련된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 혹은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의 요구조건을 만족한다고 결론 내린다. 그러므로 검토담당부서에서는 데이터 

통신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의 요구조건을 만족하

는 것을 확인한다.

     데이터 통신계통 고장모드는 원자로정지계통 및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에 대한 

고장모드 및 영향분석에서 설명되어졌다.  이들 분석에 대한 심사자 검토에 따라서 검

토담당부서에서는 데이터 통신계통을 포함한 보호계통이 시스템의 차단, 에너지 상실 

혹은 가상된 불리한 환경이 일어났을 때 안전한 모드로 고장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므로 검토담당부서에서는 데이터 통신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의 요구조건에 만족함을 확인한다.

     데이터 통신계통과 발전소 운전제어계통 사이의 상호 관련에 대한 검토에 따라 

검토담당부서에서는 데이터 통신계통이 제어와 보호계통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와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의 요구조건을 만

족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므로 검토담당부서에서는 데이터 통신계통이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의 요구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위의 모든 검토에 따라서 검토담당부서에서는 데이터 통신계통이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요구조건을 만족한다고 결론내린다. 

     위에서 언급한 심사자의 결론은 데이터 통신계통의 설계에 대한 KEPIC ENB- 

6100 “보호계통 설계” 혹은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의 요구조건을 근거

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검토담당부서에서는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에 관

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요구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한다. 

     아래 기능들을 보조하는 모든 데이터 통신계통에 적용 가능한 추가적인 평가결

과(안전정지계통(7.4절),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7.5절) 혹은 안전에 중요한 연동계통

(7.6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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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안전관련 연동계통, 안전관련 정보계

통 및 안전정지계통에 사용되는 데이터 통신계통은 계통정지동안 규정된 운전범위내

에서 그것의 관련 시스템과 원자로 용기,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원자로심의 건전성, 

핵분열 과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 및 변수들을 전송한다고 결론짓는다.  그

러므로 검토담당부서에서는 안전정지계통, 안전관련 정보계통 및 안전관련 연동계통에 

의해 채택된 데이터 통신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

측 및 제어장치“와 SECY-93-087관련 규제요건 메모 Ⅱ,Q항의 요구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한다. 데이터 통신계통은 사고에 따른 정지를 포함한 원자로 정지기간 동안 원자

력 발전소를 안전조건으로 유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어실내에서 계측제어기

기를 보조하기 위해 제공되었다.

    제어실밖에 적절한 위치에 설치된 기기들도 고온정지 및 원자로 저온정지를 감당

할 수 있도록 데이터 통신계통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므로, 안전정지계통, 안전관련 정

보계통이나 안전관련 연동계통에 이용되는 데이터 통신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의 요구조건을 만족한다고 결론짓는다.

    제어계통기능을 지원하는 모든 데이터 통신계통에 적용 가능한 추가적인 평가결

과(7.7절) : 

     검토담당부서에서는 원자로제어계통에 사용되어지고 다른 설비들과 관련하여 사

용된 데이터 통신계통은 발전소 정지기간 동안 격납건물,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원자

로심의 건전성, 핵분열 과정 및 그것들의 관련 시스템을 규정된 운전범위 내에서 유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 및 변수들을 전송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므로 검토담당부

서에서는 원자로제어계통에 의해 채택된 데이터 통신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의 요구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한다. 

    데이터 통신계통은 사고에 따른 정지를 포함한 원자로 정지기간 동안 원자력 발

전소를 안전조건으로 유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어실내에서 계측제어기기를 

보조하기 위해 제공되었다. 그러므로 검토담당부서에서는 원자로제어계통에 의해서 채

택된 데이터 통신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

실 등“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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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성 계측제어계통을 지원하는 모든 데이터 통신계통에 적용 가능한 추가적인 

평가결과(7.8절) : 

     원자로정지계통 기능을 지원하는 데이터 통신계통과 원자로 정지불능 완화 기능

을 지원하는 데이터 통신계통 사이의 다양성과 데이터 통신계통 성능의 검토에 따라 

검토담당부서에서는 데이터 통신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

조 “다양성보호계통“의 요구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한다. 

     검토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안전관련 연동계통, 안전관련 정보

계통 및 안전정지계통에 사용되는 데이터 통신계통은 계통정지 동안 규정된 운전범위

내에서 그것의 관련 시스템과 원자로 용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원자로심의 건전성, 

핵분열 과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 및 변수들을 전송한다고 결론짓는다. 그

러므로 검토담당부서에서는 다양성 계측제어계통에 의해 채택된 데이터 통신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의 요구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한다. 데이터 통신계통은 사고에 따른 정지를 포함한 원자로 정지기간동

안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조건으로 유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어실내에서 계

측제어기기를 보조하기 위해 제공되었다.  제어실 외부의 적당한 위치의 설비들도 원

자로의 고온정지 및 저온정지를 취하기 위해서 데이터 통신계통의 설계에 의해서 역

시 지원되어진다. 그러므로 검토담당부서에서는 다양성 계측제어계통에 의해 채택된 

데이터 통신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결론짓는다.

  2. 주의 : 다음 결론은 모든 신청서에 적용된다. 

    데이터 통신계통에 대한 상기 결론은 규제기관이 사전 검토하여 승인한 것을 제

외하고 이 계통의 모든 부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적용 계통 및 주제를 나열하고 

참고문헌을 명시할 것.]

Ⅴ.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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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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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표 7-1에는 규제요건(“R" 로 표시), 허용기준("A" 로 표시) 및 안전성분석보고서 7

장 여러 절의 적용범위 등을 기술하였다.

  이들 허용기준은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에 관한 규제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적

용 가능한 일반설계기준 및 지침들을 포함한다. 이들 요건의 이행에 관한 지침은 

Regulatory Guides(이하 ”RG"), 승인된 IEEE Std.,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및 본 지침의 계측제어분야 기술입장을 기술한 7장 부록 등에 제시되었다. 본 표에 나

열한 부록은 이 안전심사지침의 해당부록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부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규제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타당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본 안전심사지침

의 부록에 있는 규제입장은 어떤 특정한 설계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타당한 해결방안

을 가질 때 사용되나 이것 역시 의무사항은 아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설계 타당성

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는 규제요건의 준수에 있다.

   RG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고 혹은 규제 법규 또는 7장의 부록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고 승인된 바가 없는 산업기술기준 등은 어떤 

설계 승인을 위한 유일한 근거로 채택되기 이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

은 기술기준들은 안전에 중요한 계통의 검토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를 확인

하는 지침으로 이용될 수는 있다.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에 관한 TMI 조치계획 요건은 1982. 2. 16이후 승인된 신

청의 경우에 대해서는 10 CFR 50.34(f)를 적용한다.  1982. 2. 16 이전에 건설허가가 

승인되어 운영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NUREG-0718, NUREG-0737, NUREG-0737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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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및 NUREG-0694 자료 등과 일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Generic Letter를 적용한다. 

   표 7.1에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7장과 관련하여 TMI 조치계획 요건들에 대한 규

제법규와 TMI 요건번호를 표시하고 있으며 조치계획 참고자료는 10 CFR 50.34(f)의 요

건과 일치하는 번호가 괄호속에 표시되어 있다.  부록 7.1-1은 TMI Action Plan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허용기준을 설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참조된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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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규제요건(R) 및 허용기준(A)

기       준 제       목
적    용    범    위 비    고

(NUREGs)7.2 7.3 7.4 7.5 7.6 7.7 7.8 7.9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제2013-08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2. 10 CFR 50

가
50.55a(a)(1)
제2012-09호

안전에 중요한 계통에 
대한 품질기준 

R R R R R R R R

나
50.55a(h)(2)
제2013-08호

원자력발전소 보호계
통에 대한 기준 
(KEPIC ENB-6100 또
는 KEPIC ENB-1100) 

R R * * * * * **
부록 7.1-3 

또는
부록7.1-2참조

다
50.55a(h)(3)
제2013-08호

안전계통
(KEPIC ENB-1100)

√ √ √ * * **
부록 7.1-3 

참조

라
50.34(f)(2)(v)

[I.D.3]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지시 

R R R R **
0718, 0737, 
0737 부록-1, 

0694

마
50.34(f)(2)

(ⅹⅰ) [I.D.3]
릴리프 및 안전밸브의 
직접지시

R
0718, 0737, 
0737부록-1, 

0694

바
50.34(f)(2)(xii)
[II.E.1.2]

보조급수계통 자동개
시 및 유량지시 

R R

PWR에만 
적용됨. 

0718, 0737, 
0694

사
50.34(f)(2)(xvii)

[II.F.1]
사고 감시계측 R

0718, 
0737부록-1, 

0694

아
50.34(f)(2)(xviii)

[II.F.2]
부적절한 노심냉각  
계측 

R 0694

자
50.34(f)(2)(xiv)
[II.E.4.2]

격납건물 격리계통 R 0737

차
50.34(f)(2)(xix)

[II.F.3]
노심손상이후 발전소 
조건 감시계측 

R 0718

카
50.34(f)(2)(xx)

[II.G.1]

가압기 방출 및 안전
밸브 제어 및 가압기 
수위지시용 전원 

R R
PWR에만 
적용됨 
0737

타
50.34(f)(2)(xxii)
[II.k.2.9]

통합제어계통에 대한 
사고모드 및 영향분석

R

B&W에만 
적용됨. 

0718, 0737, 
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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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제       목
적    용    범    위 비    고

(NUREGs)7.2 7.3 7.4 7.5 7.6 7.7 7.8 7.9

2. 10 CFR 50

파
50.34(f)(2)(xxiii)
[II.k.2.10]

터빈트립 혹은 주급수 
상실시 예상트립 

R
B&W에만 
적용됨.

0737, 0694

하
50.34(f)(2)(xⅹⅳ)

[II.k.3.23]
원자로 건물 중앙수위
기록

R
B&W에만 
적용됨.
0718

거 50.62

원자로정지가 없는 예
상과도사건(RTWS) 위
험의 감소를 위한 요
건

R **

너 52.47(b)(1)
설계인증 신청서상의 I
TAAC 

R R R R R R R R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가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R R R R R R R R

나 제13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R R R R R **

다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R R R R R **

라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R R R R

마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R R R R R R R **

바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R R R R

사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R R R

아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R R R R R R R **

자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R R R R R R R R

차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R R

카 제29조 잔열제거설비 R R R

타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R R R

파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R 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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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제       목
적    용    범    위 비    고

(NUREGs)7.2 7.3 7.4 7.5 7.6 7.7 7.8 7.9

4. Staff Requirements Memorandum

 
가

SECY93-087 
II.Q 관련 SRM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의 공통모드 고장에 
대비한 방어 

A A A A **
부록 7-17 

참조

나
SECY93-087 
II.T 관련 SRM

원자로제어실 표시장
치(경보기) 신뢰도

A **
차세대 

원자로에만 
적용됨.

5. Regulatory Guides

가 RG 1.22
보호계통 작동기능의 
주기적 기능시험 

A A A **
부록 7-7 

참조

나 RG 1.47
원전 안전계통의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 지시

A A A A **

다 RG 1.53
원전보호계통에 단일
고장기준의 적용 

A A A A A **
KEPIC 

ENB-3000 
참조

라 RG 1.62 보호조치의 수동 개시 A A A

마 RG 1.75 전력계통의 물리적 분리 A A A A A A A A
KEPIC 

ENB-2100 
참조

바 RG 1.97

사고기간 및 이후 발
전소 및 환경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가압경
수로의 계측설비 

A
ANSI/ANS 4.5 

참조

사 RG. 1.105 계측범위 및 설정치 A A A A A A A A
KEPIC 

ENB-6350 및 
부록-11 참조

아 RG 1.118
전력계통 및 보호계통
의 주기시험 

A A A A A A **
KEPIC 

ENF-3100
참조

자 RG 1.151 계측감지선로 A A A A A A A
ANSI/ISA-
S67.02
참조

차 RG 1.152
안전계통의 디지털컴

퓨터 
A A A A A A A A

KEPIC 
ENB-6370

참조

카 RG 1.168

안전계통 디지털컴퓨
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확인, 검증, 심사 및 
감사 

A A A A A A A A
IEEE 1012, 

10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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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제       목
적    용    범    위 비    고

(NUREGs)7.2 7.3 7.4 7.5 7.6 7.7 7.8 7.9

타 RG 1.169

안전계통 디지털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형
상관리계획(Configurati
on Management Plans)

A A A A A A A A
IEEE 828, 

1042
참조

파 RG 1.170
안전계통 디지털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
프트웨어 시험서류

A A A A A A A A
IEEE 829

참조

하 RG 1.171
안전계통 디지털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
프트웨어 단위시험 

A A A A A A A A
IEEE 1008

참조

거 RG 1.172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
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 

A A A A A A A A
IEEE 830

참조

너 RG 1.173
안전계통 디지털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
프트웨어 개발공정 

A A A A A A A A
IEEE 1074

참조

더 RG 1.174

발전소별 운영변경허가
와 관련한 위험도 정보
활용 결정에 확률론적 
위험도 평가 적용 방법

부록 7-11

참조

러 RG 1.177
발전소별 위험도 정보
활용 결정 과정을 위한 
접근법: 기술지침서

부록 7-11

참조

머 RG 1.180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
의 전자기파 및 무선주
파수 간섭평가를 위한 
지침

A A A A A A A A

버 RG 1.189
가동중 원자력 발전소
의 화재방호

A

서 RG 1.200

위험도 정보 활동을 위
한 확률론적 위험도평
가 결과의 기술적 적합
성 결정 방법론

부록 7-11

참조

어 RG 1.204
원자력 발전소의 낙뢰
보호를 위한 지침

A A A A A A A A

저 RG 1.209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관련 컴퓨터기반 계측
제어계통의 환경검증을 
위한 지침

A A A A A A A A
부록 7.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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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제       목
적    용    범    위 비    고

(NUREGs)7.2 7.3 7.4 7.5 7.6 7.7 7.8 7.9

6. 부  록

가 부록 7-1
고압력의 원자력냉각재
계통으로부터 저압력계
통의 격리

A

나 부록 7-2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축압기 배관에 있는 
전동기 구동밸브에 관
한 요건

A

다 부록 7-3

원자로냉각재펌프 비
가동중 원자로 운전을 
위한 보호계통의 정지 
설정치 변경

A A

라 부록 7-4
보조급수계통의 설계

기준
A

마 부록 7-5
가압경수형 원자로 단일 

제어봉의 불필요한 인출 
A A A

바 부록 7-6

안전주입모드에서 재
순환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 설치된 계측제어 
설비의 설계

A

사 부록 7-7
RG 1.22 적용에 관한 

지침 
A A

**

아 부록 7-8
원자로보호계통의 예

상정지에 관한 요건
A

자 부록 7-9
RG 1.97 적용을 위한 

지침 
A

차 부록 7-10 격리장치의 적용과 검증 A A A A A A A **

카 부록 7-11

계측기장비의 설정치 

설정과 유지에 대한 

지침 

A A A A A A A A

타 부록 7-12

보호계통의 저항온도

검출기의 교차교정에 

대한 지침 

A A A A

파 부록 7-13

디지털컴퓨터기반 계

측제어계통에 대한 소

프트웨어 검토지침 

A A A A A A A A

하 부록 7-14
자기시험 및 감시시험 

설비에 대한 평가지침 
A A A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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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제       목
적    용    범    위 비    고

(NUREGs)7.2 7.3 7.4 7.5 7.6 7.7 7.8 7.9

거 부록 7-15

디지털 컴퓨터 기반 

I&C 계통에서의 PLC 

사용에 대한 지침 

A A A A A A A A

너 부록 7-16

디지털 컴퓨터기반 

계측제어계통의 심층

방어 및 다양성 평가

지침 

A A A A A

더 부록 7-17

디지털 컴퓨터 실시

간 성능에 관한 평가

지침 

A A A A A A A A

 * 보호기능과 제어기능사이의 적절한 격리를 유지하라는 KEPIC ENB-1100(항목 5.6.3 

및 6.3.1) 요건은 모든 계측제어계통에 적용되며,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지시요건

(KEPIC ENB-1100 항목 5.8.3)은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7.5절)에 적용된다. 비안전

계통에는 요구되지 않지만 KEPIC ENB-1100의 다른 기준들 즉, 설계기준, 다중성, 

독립성, 단일고장, 검증, 우회, 상태지시 및 시험성 등의 요건은 안전심사지침의 해

당 절에서 적절히 준용된다. 

** 7.9절에 기술된 데이터 통신계통 (Data Communication Systems)은 7.2절부터 7.8절

까지 기술된 계통들을 한 개 혹은 그 이상으로 보조하는 계통이다.  데이터통신계

통에 대한 허용기준은 데이터 통신계통에 의해 보조받는 계통에 대한 허용기준을 

준용한다. ** 표시된 기준은 하나 이상의 데이터 통신계통 응용에서 데이터 통신계

통에 적용될 것이다. 7.9절에는 특정 데이터 통신계통 응용에 이러한 기준의 적용에 

대한 상세한 규제지침이 기술되어 있다. 

√ KEPIC ENB-1100의 요건이 설계기준사건 동안이나 이후에 (1) 원자로 냉각재 압력 

경계의 건전성 (2) 원자로 정지 능력과 안전정지상태로 유지 (3) 10 CFR Part 100 

지침에 비교되는 잠재적인 발전소 외부로의 방사능 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결

과의 예방과 완화 능력을 확실히 하는데 이용되는 계통의 기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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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7.0-1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검토절차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개  요  

   본 부록은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현안사항 검토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제시한 

것으로서 (1) 7.0절의 전체 계측제어계통 설계, (2) 7.1절의 상세설계기준과 준수사항, 

그리고 (3) 7.2절부터 7.9절까지의 각 개별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검토절차를 상

술한 것이다.  본 부록은 검토활동들의 상호관계와 7.1절부터 7.9절까지 기술된 전체 

계측제어계통 검토절차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검토절차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는 본 

부록의 IV. 참고문헌을 참고한다.

   특정한 현안들에 대한 규제근거, 허용기준, 검토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7.1

절, 관련된 부록, 그리고 규제지침 등에 기술되어 있다.

정의

활동그룹이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활동들의 집합으로서, 그것 모두는 특정 생명주기

의 주제(Topic)와 관련된다.  이 부록에서는 8개의 활동그룹, 즉 계획, 요건, 설계, 구

현, 통합, 검증, 설치, 운전 및 보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특성이란 장비의 안전기능수행에 필수적인 특성이나 속성들을 의미한다(IEEE Std. 

934 참조).  상용제품 인증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EPRI NP-5652에도 필수 특

성에 대해 이와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다.

설계결과물은 구조물, 계통, 그리고 기기들에 대한 기술적 요건들을 정의하는 문서로

서 도면과 명세서를 포함한다(전력산업기술기준 QAP(원자력 품질보증) 참조).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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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에 대한 설계결과물은 발전소에 설치될 최종제품을 기술하는 개발공정의 산출물

이다.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의 설계결과물은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SRS),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SDS),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조설명서(SAD), 코드 목록, 통합문서, 설치 

구성표, 운전 매뉴얼, 보수 매뉴얼, 훈련 매뉴얼 등이다.

설계공정은 설계 입력의 식별부터 설계 결과문서의 발간까지 기술적 및 관리적 공정

들로 구성된다(전력산업기술기준 QAP(원자력 품질보증) 참조).

설계요건이란 어떤 계통이나 계통 기기에 대한 설계를 명시 또는 제한한다(IEEE Std 

610.12 참조).

결정론적이란 컴퓨터나 통신계통의 입출력간 시지연이 최대치와 최소치 사이를 보장할 

경우 이러한 계통의 속성을 일컫는 말이다. 

내장용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Firmware)는 사전에 정해진 작업만을 수행하는 컴퓨터

의 ROM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내장용 소프트웨어는 이를 설치

한 컴퓨터에서는 수정될 수 없으며 전력이 상실되더라도 지워지지는 않는다.  어떤 컴

퓨터는 내장용 소프트웨어를 EEPROM에 설치하여 필요시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도

록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자격있는 보수요원에 의한 특별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기능이란 계통의 특정한 목적 또는 그 특성에 맞는 동작을 의미한다(IEEE Std 610.12 

참조).

기능 특성이란 하나의 기능요건 또는 그 일부분을 구현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기능 

요건들을 조합해서 구현하는 설계결과물에 대한 특성을 의미한다.  부록 7-13에는 소

프트웨어의 검토에서 고려되어야 할 특정 기능 요건들을 제시해 놓았다.

기능 요건이란 계통 또는 그 기기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기능을 정해 놓는 요건이다

(IEEE Std 610.12 참조). 이 부록에서의 기능요건에는 IEEE Std 610.12에 기술된 바와 

같은 설계요건, 연계요건, 성능요건, 물리적 요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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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의 필수특성이란 안전성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컴퓨터, 주변기기, 또

는 통신용 하드웨어 등의 특성 또는 속성들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규제기관의 안전성 

평가 근거인 신뢰성, 시험성, 예측성 등과 같은 속성들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시방서를 포함한다. 

기성 소프트웨어제품(PDS : Predeveloped Software)이란 이미 쓰이고 있는 소프트웨어

로서 상용제품이거나 재산권-보호제품(Proprietary Product)일 수도 있고 컴퓨터-기반 

계통에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IEC 60880, IEC 60880-1 참조). 상용제품(COTS) 소프

트웨어는 기성 소프트웨어 제품(PDS)의 일부분이다.

소프트웨어 필수특성이란 관련된 장비의 안전성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수적인 소프

트웨어 또는 펌웨어 제품의 특성 또는 속성들을 의미한다.  이것은 규제기관의 안전성

평가 근거인 강인성, 시험성, 종속성 등의 속성들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품에 배정

된 기능 요건들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특성이란 설계공정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개발공

정 설계결과물의 특성이다.  부록 7-13에는 소프트웨어의 검토에서 고려되어야 할 소

프트웨어 개발공정 특성들을 제시해 놓았다.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요건은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에 포함되어야 할 하나이상의 활동

들을 기술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순서에 따른 활동들을 정의하는 것이

다(IEEE Std 1074 참조).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는 일반적으로 계획단계, 요건단계, 설

계단계, 구현단계, 통합단계, 검증단계, 설치단계, 운전 및 보수단계 등이 있다. 이러한 

정의의 목적은 관련 활동들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게 하고, 제품이나 공정 특성들이 

개발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단계별 점검사항들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Ⅱ. 배  경

   계측제어계통에 관한 기본적인 허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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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고시“ 및 제2013-8호 “전력산업기

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고시“와 관련된 전력산업기술기준(이

하 “KEPIC") ENB-6100, KEPIC ENB-1100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에는 안전등급 계측제어계통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등에 적용되어야 할 품질보증프

로그램에 관한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들은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계통들의 인허가 신청시에 이용된다. 

   Regulatory Guide(이하 “RG") 1.152, 개정 2에서 승인한 KEPIC ENB-6370 “안전

계통 디지털 컴퓨터”은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의 요건을 보충하는 컴퓨

터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의 적용에 대

한 지침은 본 심사지침 부록 7.1-4에 나타나 있다.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몇 가지 특성들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본적인 허용기준을 따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검토방식을 강화하고 새

로운 검토관점을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컴퓨터를 이용할 때 

새롭게 보증되어야 하는 (1) 디지털계통의 설계 검증, (2) 공통원인고장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3)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과 일반설계기준에서 선정된 기능적 요

건 등을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것들이다.  다음은 이러한 특성들에 대한 내용이다.

Ⅱ.1 디지털 계측제어계통과 기기의 검증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은 아날로그 계측제어계통에 비해서 추가적인 설계 및 검증 

방식들을 요구하게 된다.  아날로그 계측제어계통의 성능은 공학적인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또한 아날로그 계측제어계통이 연속적인 성능을 보이

는 전 범위를 예측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물리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을 이

용해서 설계를 분석하는 능력과 이러한 모델을 이용해서 입력 전 범위에 대한 예측 

연속성능을 수립하는 능력은 아날로그 계측제어계통의 검증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요소는 아날로그 계측제어계통과 기기의 설계를 검증할 때 설계결과물에 대한 

폭넓은 형식시험, 인수시험, 검사 등에서 사용될 수가 있다.  만약 설계공정이 정해진 

범위의 입력에 대한 대상 계통의 연속적 성능을 확인하고 각각의 연속된 범위에 대해

서 제한된 갯수의 입력 조건에서 수행된 시험이 대상 계통의 성능을 허용 가능한 것

으로 입증한다면, 임의로 선택된 시험점들 사이의 중간 입력값에서의 성능은 높은 신

뢰도를 갖고서 허용 가능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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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은 설계 및 구현 단계에서의 사소한 오류에도 예측할 

수 없는 거동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아날로그 계측제어계통과는 기본적으로 다르

다.  결과적으로 전구간의 입력조건에 대한 디지털계통의 성능은 일반적으로 선택된 

입력조건에서의 시험만으로는 추론될 수가 없다.  디지털 계측제어계통과 기기들에 대

한 검사, 형식시험, 그리고 인수시험 그 자체만으로는 높은 신뢰수준의 설계 검증을 

달성할 수가 없다.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설계 검증에 대한 검토방식은 신청자가 설

계요건에 엄격한 시방서와 이행사항을 반영한 고품질의 개발공정을 채택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있다.  구현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최종 제품의 요

구 기능을 검증하는 데에 검사와 시험이 사용되지만, 격리되고 불연속적인 고장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개발공정의 엄격한 규율에서 얻어진다.

Ⅱ.2 공통원인고장(CCF)에 대비한 방어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은 아날로그 계측제어계통에 비해서 코드, 데이터 전송, 데이

터, 그리고 하드웨어들을 폭넓게 여러 기능들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록 이

러한 공통성이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커다란 장점이 되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안전

성 관점에서 중요한 현안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즉 공유된 데이터 또는 코드를 이용

한 설계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공통원인 고장을 파급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

드웨어 아키텍쳐 구조로서 달성되는 다중성을 파기시킬 수도 있다.  어떤 한 채널에서 

더 큰 공통성 또는 기능사이의 하드웨어 공유는 단일 하드웨어 모듈의 고장결과가 커

지게 되고 단일 안전채널 내에서 가용한 다양성의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안전성관련 현안 때문에 디지털 계측제어 보호계통의 대한 규제 검토방법

으로는 기능들 내에서와 기능들 간의 공퉁원인고장의 파급에 따른 대비책으로서 품질

과 심층방어 및 다양성에 역점을 두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Ⅱ.3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 관한 현안사항

    안전등급 계측제어계통에 적용되는 기능 요건에는 이들 요건을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에 적용할 때 새로운 측면의 보증현안을 부과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현안사항들에는 실시간 성능, 독립성, 그리고 온라인 시험 등이 있다.  이러한 주제들

에 대한 검토과정에서는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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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절차

Ⅲ.1 요약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현안사항 검토를 위한 일반절차는 그림 7.0-1-1과 같다.  

그림 7.0-1-2는 그림 7.0-1-1의 각 항목에 적용될 수 있는 미결사항(open item) 해결절

차를 보여준 것이다.  그림 7.0-1-1의 절차는 인허가 신청서나 변경허가 신청서에 제

안된 모든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또는 기능에 적용된다.

    검토절차의 범위는 모든 계측제어계통의 안전성 기능에 대해 같지만, 단순히 몇 

개의 안전성 요건이 적용되는 계통에 대한 검토절차와 비교해서, 통합이 완료된 디지

털 안전계통과 같이 복합적인 계통에 대한 검토절차는 매우 까다로워질 것이다.  규제

검토의 역점사항은 주어진 계통의 안전성 중요도 또는 검토대상 계통의 설계관점에 

걸맞게 선정되어야 한다.  발전소 개별안전성평가(IPE) 프로그램(Generic Letter(이하 

"GL") 88-20 참조)에 따라 수행된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는 검토의 적정 수준을 결

정하는 데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다음의 7가지 주제들이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검토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각 주제

에 대한 논의는 본 부록의 III.3.1 ∼ III.3.7절을 참조하고,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소프

트웨어 검토에 대한 정보는 III.2절을 참조)

1. 신청된 계통에 적용되어야 할 상세설계기준과 지침의 적합성

2. 검토주제의 확인 - 확인된 검토주제에 대한 검토절차는 신청된 계측제어계통에 따

라 달라진다.

3. 심층방어 및 다양성 - 원자로정지계통(RTS) 또는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ESFAS)과 관

련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공통원인고장에 대처하는 계측제어계통의 종합적인 능력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검토에서는 심층방어 및 다양성 설계가 7.1절과 부록 7-16의 지

침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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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개별 계측제어 계통에 대한 계통 기능요건과 준수사항의 적합성 - 각 계통의 요

건들이 7.1절부터 7.9절까지 기술되어 있다.  안전 관련 디지털 컴퓨터계통의 경우 

새롭게 부과된 현안사항(new challenge)에 대해서는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의 기능요건들과 일반설계기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7.1절의 디지털 컴

퓨터-기반 안전계통에 대한 추가지침에서는 디지털계통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관점들을 기술하고 있다.

5. 생명주기 공정계획 - 컴퓨터계통 개발공정, 특히 디지털계통의 소프트웨어 생명주

기 계획이 각 활동그룹의 유기적인 실행과 개발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할 제품 및 공

정 특성에 대한 단계별 점검 등을 위해 적절히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6.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이행의 적합성 - 신청자의 생명주기 활동들이 계획대로 

이행되어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생명주기 단계들에 대한 확인 및 검증

(V&V), 안전성 분석, 그리고 형상관리(CM) 문서들을 임의로 선정하여 감사하여야 

한다.  부록 7-13, Ⅱ.3.2절에는 이러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허용기준

과 검토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7.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에 따른 설계결과물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설계기

준에서 도출된 기능 및 공정 요건들을 따르고 있는지를 감사하여야 한다.  설계결

과물이 소프트웨어에 배정된 기능요건들을 다루고 있는지와, 그리고 예상된 소프트

웨어 개발공정 특성들을 설계결과물이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설계결과물을 샘플로 취해서 검토하여야 한다.  검증 및 설치 활동들에 대한 검토

에서는 계통의 기능들이 의도대로 발휘하는지를 보증하는 계통 시험절차서와 시험

결과(검증시험, 현장 인수시험, 사용전 및 기동 시험)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부록 7-13, Ⅱ.3.3절에는 그러한 감사에서 확인되어야 할 기능 특성들과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의 특성들을 기술하고 있다.

   심층방어 및 다양성(상기 3번의 주제)의 검토는 전체 계측제어계통 설계 기능들이 공

통원인고장에 대비해서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계측제어계통들

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검토는 컴퓨터를 채택하지 않은 계통과 컴퓨터-기반 계통 

모두와도 관련될 수 있다.  4, 5, 6번의 주제들에 대한 검토는 다중계통에 공통된 설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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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평가하기 위해 한 번만 수행해도 무방하다.  7번 주제에 대한 검토는 신청자의 안

전성분석보고서 7장의 각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서 샘플을 취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상용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계통의 경우에도 상기한 7가지 주제가 적용되지만, 

상용제품의 검토는 이와는 다르게 수행될 것이다.  계통 내에 설치된 상용제품에 대해

서는 이의 사용을 위해 적절한 인증절차(Acceptance Process)가 적용되었음을 확인해

야 한다.  여기서 인증절차는 동 제품이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동 제품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는 품질보증절차서에 

따라 설계/제작된 제품과 동등하다는 것을 확신함으로서, 이의 이용을 인증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인증절차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 가능한 조

항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상업용 기기의 종류에 따라 또는 적용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요구되는 보증사항을 성취해야 한다. RG 

1.152 (개정 2)는 기존 상업용 컴퓨터의 검증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EPRI TR-106439

는 상용제품 인증절차에 대해 다루고 있다.

   새로운 기기로 기존 기기를 교체하는 설비개선과 관련하여 상기한 7가지 주제는 여

전히 적용가능 하지만 변경부분에 제한된다. 검토 시 교체되는 기존 기기에는 존재하

지 않았던 새로운 안전성 영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한 가지 예로 새

로운 소프트웨어의 공통원인고장을 들 수 있다.

   만약 교체되는 기기가 기존의 기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심사자는 

새로운 기기가 실제적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최소한 기존 기기만큼 신뢰할 수 있

으며, 새로운 안전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Ⅲ.2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토절차

   소프트웨어 요건에는 계측제어 계통수준의 기능요건들과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요

건이 있다.  계측제어 계통수준의 기능요건은 그 계통이 수행해야 할 기능에 대한 것

이며,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요건은 계통 개발공정의 수행방법에 대한 것이다.

   기능요건과 공정요건은 개발과정에서 서로 합해진다.  결과적으로 설계결과물은 기

능 및 공정 특성들을 모두 갖게 된다.

   기능 특성이 설계결과물에 반영됨에 따라 최종 계통은 요구되는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공정 특성들은 개발공정의 가공물로서 설계결과물이 갖춰야 하는 특성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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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특성들이 있다는 것은 엄격하게 다루어진 개발공정이 채택되었고, 고품질의 소

프트웨어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의 내부 

일관성은 설계결과물에 대한 한 가지 특성이다.  설계결과물이 이런 속성을 갖는다면 

개발공정이 엄격하게 관리되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한다.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소프트웨어에 관한 검토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

함된다.

1. 계측제어 계통수준의 기능요건들에 대한 검토에서는 관련 법령의 기본요건들과 규

제지침, 표준, 그리고 안전심사지침의 지침들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검토에

서는 디지털계통의 특별한 설계고려사항들이 적절히 고려되었고 필수 디지털 하드

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특성들이 파악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계획활동의 검토에서는 지정된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요건들이 

효과적이고 엄격한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하였는지를 확인한다.

3. 개발공정의 검토에서는 계획된 절차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와, 적절한 안전해석, 확

인 및 검증, 그리고 형상관리 활동들이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4. 설계결과물의 감사(audit)에서는 기능요건들이 모든 중간단계의 설계문서들을 걸쳐

서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추적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설계결과물에 대한 감사는 

또한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특성들과 필요한 소프트웨어 필수특성들이 있는

지를 확인한다.

5. 기성 소프트웨어 허용절차와 그 결과의 검토는 기성소프트웨어와 연관된 계통 요소

가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

러한 검토는 각 기성 소프트웨어의 결정적인 특성이 적절하게 식별되고 확인되었음

을 확정하는 것이다.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토는 그림 7.0-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계통의 생명주기 단계 내에서 수행되어져야 한다.  계통설계활동을 통해 기기에 

대한 계통요건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요건도 주어지게 된다.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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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 개발활동은 하드웨어 개발과 함께 병행하여 진행되며 계통 검증단계에서 하드웨

어 활동과 통합되어진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요건에 따라 검증되어 하드웨어와 

통합되고 완성된 계통은 계통요건에 따라 검증되어진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요건 명시 및 할당 활동은 계통개발에 있어 많은 실패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단계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의 많은 부분이 

신뢰할만한 특정 소프트웨어 요건을 이행하도록 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그러므로 III. 

1절에서 주제 4, 5, 6, 7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요건에 대해 주의를 집중하여야 한다.  

주제 4는 계통 기능요건의 적절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부록 7.1-2과 부록 7.1-3에서 

논의된 설계기준 특성을 갖추는 것은 요건명세서의 실수를 방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주제 5, 6, 7은 계획 및 이행 활동이 계통 기능요건을 각 기기에 할당하는 

것, 기능 및 관련 소프트웨어 요건의 선정, 계통 및 소프트웨어 요건의 검증 및 관리 

등에 적절한 중요도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는 부록 

7-13의 Ⅱ.3.3절 가.항에 기술된 기능 및 공정특성을 보여야 한다. 

   설계결과물을 준비함에 있어 정형적 혹은 준정형적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  정

형적 명세서 언어와 고급설계언어(예, 기능블록도, 논리도, 래더논리도)들은 소프트웨어 

요건의 특정 측면을 명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방법들이다. 예를 들어 기능블록도면

은 보호계통에서 수행되는 논리적 기능을 상세히 기술하는데 충분하다.  이러한 언어는 

명확성을 높여주며 불완전하고 모순되는 요건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준다.  또

한 분석도구들이 명확성, 완전성, 일치성, 정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가 요건 또는 설계의 특정 측면을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도움이 

될지라도 현재의 언어들은 요건이나 설계내용의 완벽한 명시를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

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정형적 설계방법들은 타이밍이나 강인성 요건들을 언급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형적 언어나 혹은 고급 언어가 사용되는 경우, 설계나 명

세서에 사용된 언어가 요건들을 기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요건들이 간과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요건들은 명시되고 언급되어야만 한다. 다른 형태로 기술된 요건들간의 

상호관계가 적절하게 언급되었다는 가정 하에, 요건이나 설계는 정형적 언어, 고급언

어, 자연어 등을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기술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정형적 방법들은 단일 생명주기 활동들만을 다루고 있다. 종종 하나의 활

동에 대한 결과물이 후속 활동에 사용되는 방법이나 도구를 위한 입력으로 제공되기 

위해서 수동으로 변환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형적 방법들이 조합되어 사용될 경우, 

변환과정이 적절히 검증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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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는 단일 고급언어로 작성된 내용이 한 개 이상의 설계결과물

에 일부분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PLC언어의 단일 래더논리가 소프트웨

어 요건명세서(SRS)의 논리요건과 소프트웨어 설계설명서(SDD)의 논리설계내용을 기술

한 원시코드의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각 설계결과물이 부록 7-13의 기준을 만족 

할 경우, 이러한 방법도 허용 가능하다.

   상기의 검토절차는 어떠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검토의 복잡성이나 깊이는 관련된 계통의 범위, 복잡성, 그리고 안전성 중요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러한 각 검토주제들은 아래에서 보다 상세하게 기술된다.

Ⅲ.3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검토주제에 관한 토의

   이 절은 위에서 확인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각 검토주제들에 관한 상세한 정보

를 다루게 된다.  신청자가 기 승인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을 신청하는 경우, 검토범

위는 크게 줄어들 것이고 다만 변경과 관련된 특정한 현안들(예, 환경검증, 형상관리)

에만 역점을 둘 것이다. 신청된 설계의 일반사항, 즉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제품, 그리

고 문서들에 대해서는 만약 그것들이 발전소의 특정한 차이점에 의해서 변경 혹은 영

향을 받지 않았다면 반복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전에 승인된 것과 차이점

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확인되어야 하며, 그 검토에서는 그러한 차이점들을 수용할 만

한 적합한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차이점들을 평가해야 한다.

Ⅲ.3.1 상세설계기준과 지침의 적합성

    7.1절에는 상세설계기준과 지침들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를 다루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계통에 대해서 신청자는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을 승인

한 RG 1.152의 지침과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을 상세히 기술한 일련의 소프트웨어공학 

표준들을 따라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 소프트웨어공학 규제지침, 즉 RG 1.168, RG 

1.169, RG 1.170, RG 1.171, RG 1.172, RG 1.173 또는 허용 가능한 대처방안을 포함해

야 한다.

Ⅲ.3.2 검토주제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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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검토주제들은 표 7.0-1-1과 같이 검토대상 계통에 따라서 

다루어져야 한다.  검토의 수준은 검토대상 계통의 안전성 중요도에 따라 달라진다.  

제어계통에 대해서는 그 계통의 고장이 안전계통의 기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며 안전

계통에 빈번하게 새로운 검토현안(new challenge)들을 부과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제한된 범위의 검토가 이루어진다.  제어계통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할 부

분은 제어계통의 설계가 제어계통과 안전계통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

는 것이다.  안전계통이 제어계통의 고장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표 7.0-1-1 검토주제의 확인

      관련절

 주제 

보호계통

(7.2 ~ 7.3)

기타 안전계통

(7.4 ~ 7.6)

제어계통

(7.7)

다양성 

계측제어계통

(7.8)

데이터 통신계통

(7.9)

심층방어 및

 다양성
검토 * * *

지원 받는 계통과 

동일한 검토

개발 공정 검토 검토 제한 검토 검토
지원 받는 계통과 

동일한 검토

기능 요건 검토 검토 제한 검토 검토
지원 받는 계통과 

동일한 검토

공정 이행 검토 검토 제한 검토 검토
지원 받는 계통과 

동일한 검토

설계 결과물 검토 검토 제한 검토 검토
지원 받는 계통과 

동일한 검토

* 원자로 정지계통과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 이외의 기타 계측제어 계통에 대해서는 심층방

어 및 다양성 분석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기존의 디지털 원자로정지계통과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을 갖는 발전소에서 기타 계측제어계통을 디지털 설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그 변경내

용이 기존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에서 이루어진 가정 및 준수사항들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토되어야 한다.

  비록 데이터 통신계통이 특수한 하드웨어, 내장용 소프트웨어, 통신 프로토콜 소프

트웨어(데이터 통신계통으로 상호 연결된 컴퓨터에서 이용되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되

었을지라도 이 계통은 지원계통으로서 취급된다.  통신계통은 보호계통, 기타 안전계

통, 다양성 작동계통, 제어계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안전성 및 비안전성 데이터 통

신계통들은 분리 설계될 수 있다.  데이터 통신계통에 적용될 수 있는 검토주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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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통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계측제어계통에 적용될 수 있는 주제들을 포함한다.

  컴퓨터 내부 데이터통신은 현재 컴퓨터계통 제작자에 의해서 설계된 고속 데이터버

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컴퓨터 내부에는 다수의 표준화된 내부 버스가 있지만, 데이

터통신 계통과 달리 이들은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외의 여타 소프트웨어는 관련이 없

으며, 통상 하드웨어에 의해 제어된다.  이러한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컴퓨터 내부 

데이터통신에 대한 검토에서는 필수 하드웨어 특성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컴퓨

터 내부 데이터통신에 소프트웨어가 관련된다면 데이터 통신계통 검토시 동 소프트웨

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Ⅲ.3.3 심층방어 및 다양성의 검토

    원자로 보호계통이나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에 디지털 컴퓨터 기술을 채택한 안

전등급 계측제어계통은 SECY-93-087 및 관련 규제요건메모(SRM)의 심층방어(D-I-D) 및 

다양성에 대한 규제입장을 따라야 한다.  그림 7.0-1-3은 그러한 입장을 따르기 위해서 

결정해야 할 계통수준의 심층방어 및 다양성 특성들을 검토하는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부록 7-16에는 규제근거, 검토자료, 허용기준, 그리고 검토절차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

다.  단순한 디지털기능을 아날로그 계측제어계통에다 적용시키는 것과 같은 단순한 변

경일 경우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은 매우 간단할 수가 있다.  완전히 통합된 컴퓨터-

기반 원자로 보호 및 제어 계통에 대해서는 폭넓고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Ⅲ.3.4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계획의 검토

    디지털 컴퓨터계통의 품질과 신뢰도에 관한 결론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

는 것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1. 발전소 및 전체 계측제어계통의 요건들이 검토중인 각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 관

한 요건들로 올바르게 세분화하여 분리되었다.  필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특

성들이 명시되었다.

2. 공정의 이행을 통해서 기능요건들이 컴퓨터계통에서 구현되거나 또는 구현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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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개발공정이 상세히 정해지고 문서화되었다.  생명주기 

공정계획은 잘 조화된 공학적 절차로 구성되었으며, 이것은 계획된 각 설계공정에

서 각 단계 입력요건의 구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결과물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설계결과물을 포함한 상세 절차와 결과물들은 단계별 점검시 적절히 검사될 수 있

도록 작성되었다.

4. 설치된 계통은 설계 목적대로 기능을 발휘한다.  동 계통이 필수 하드웨어 및 소프

트웨어 특성을 갖추고 있음을 검증 및 통합 시험, 인수시험, 현장 사용전 및 기동 

기능시험 등을 통해 입증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사자는 부분적으로는 소프트웨어가 엄격한 공학적 절

차를 이용해서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디지털 계측제어계통과 기기들의 검증내

용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한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공학적 절차는 일련의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개발계획 문서들에 기술되며, 이들 문서에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활동

들에 관한 공정요건들과 준수사항들이 정의되어 왔다.  그림 7.0-1-4는 검토시에 고려

되어야 할 소프트웨어 생명주기계획의 주제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준수사항들은 

위의 Ⅲ.3.1절에서 언급된 상세설계기준과 지침들에 관한 준수사항들과도 일치해야 한

다.  그림 7.0-1-5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계획을 검토하는 절차들을 보여준다.  

부록 7-13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공정계획을 평가하기 위해서 검토되어야 할 

상세한 규제근거와 자료들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부록 7-13의 Ⅱ.3.1절은 이런 검토

를 위한 허용기준을 기술하고 있다.  심사자는 동 계획서류들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 

외에도 현장 감사를 통해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중에서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활동들을 확인/평가해야 한다.

    대부분의 컴퓨터계통은 어느 정도까지는 기성 소프트웨어제품(PDS)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기성 소프트웨어제품은 발전소 컴퓨터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거나, 발전소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기성 소프트웨어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검증절차는 개발공정의 평가 일환으로서 검토되어야 한다.

    건설/운영허가 신청이나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계획의 

검토는 다음의 조건들이 만족되었다면 동 계획서상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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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자가, 심사자가 인정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안전등급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

 2. 신청자가 부록 7-13에 제시된 개발계획에 상응하는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을 작성한다.

 3. 심사자가 그러한 계획을 승인한다.

Ⅲ.3.5 개별 계통의 기능요건에 대한 검토

    각 계측제어계통의 기능요건과 준수사항들은 7.1절과 안전심사지침 관련 절에 기술

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요건들에 견주어서 검토되어야 한다.  디지

털계통의 경우는 이와는 다르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검토주제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전자기적합성(EMC)을 포함한 기기 검증

  - 실시간 결정론적 성능

  - 온라인 시험 및 주기시험 설비

  - 통신 독립성

  - 접근 통제

   그림 7.0-1-6은 이러한 주제들을 검토해 나가는 절차를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림 7.0-1-9, 7.0-1-10 및 7.0-1-11에서는 통신독립성, 실시간 성능요건 및 가동

중(on-line) 시험기능의 검토 절차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각 검토주제에 대한 상세한 

규제근거, 검토되어야 할 자료, 허용기준, 그리고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 7.1절과 

안전심사지침 부록 7-14 및 부록 7-17 등에 제시되어 있다.

Ⅲ.3.6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이행에 대한 실사

    신청자의 생명주기 활동들은 그 계획된 절차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

사를 받아야 한다. 그림 7.0-1-7은 이행공정을 감사하기 위한 개략적인 절차를 보여주

고 있다. 그림 7.0-1-4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이행 주제들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감사활동시 이들을 고려해서 확인/평가해야 한다.  부록 7-13, Ⅱ.3.2절에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이행에 따른 허용기준을 기술하고 있다.  그 검사의 범위와 깊이는 신청

된 디지털계통의 범위와 복잡성 그리고 계통의 고장에 따른 안전성 영향에 알맞게 선

정되어야 한다. 기존 계통에 대해서 단순하고, 제한되고, 영향이 적은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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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ofit)의 경우 그 공정감사는 일부 선정된 공정문서에 대한 매우 제한된 범위의 

“서류감사(desk audit)”로 대체할 수 있다.  통합된 디지털 보호 및 제어 계통과 같

은 대형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검토에서는 다양한 범위의 소프트웨어 공정문서들을 

상세히 다루어야 한다. 이상적인 공정검토는 그림 7.0-1-4에 나타나 있는 생명주기 공

정중 몇 단계의 생명주기 공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본 부록 Ⅲ.3.7절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일련의 생명주기 활동들에 대한 감사와 각 활동 과정 중 발생한 결

과물들에 대한 검사가 하나의 감사로 통합되어 수행될 수도 있다.

    한 가지 유효한 감사기법에는 일괄감사(string audit)가 있다.  이 감사는 심사자가 

몇 가지의 특정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요건들과 기능요건들을 샘플로 선정해서 그것들

이 생명주기 동안에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Ⅲ.3.7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 설계결과물에 대한 감사

    설계공정 제품이란 계통과 기기들에 대한 기술적 요건들을 서술하는 설계결과물

들과 계통 및 기기 자체들 모두를 포함하여 말한다. 디지털계통의 검토는 그 계통과 

기기들이 기능요건들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기준으로 설계공정 제품들을 

검사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그림 7.0-1-8은 설계결과물들을 검사하기 위한 개략적

인 절차를 보여준 것이다. 세부 검사항목에는 부록 7-14, 부록 7-17, 그리고 부록 

7-13, Ⅱ.3.3절 등에 기술된 항목들이 포함된다.

    소프트웨어 제품의 검사는 설계결과물, 즉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조설명서, 코딩 목록, 통합 문서, 설치구성표, 운전 

매뉴얼, 보수 매뉴얼, 그리고 훈련 매뉴얼 중에서 선정된 대표적인 샘플에 대해 수행된

다.

    그 검사에서는 계통 기능요건들이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의 각 단계에서 적절히 이

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능 특성들을 조사해야 한다.  또한 설계결과물이 계통 

기능요건들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필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특성들을 검토

하기 위해 확인 및 검증 분석과 시험 보고서들을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들이 효과적이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에 따라 개

발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특성들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일부 선정된 제품이 기능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확인결과

(positive-findings)가 전 소프트웨어 제품의 특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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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공정감사, 그리고 제품검사에 대한 긍정적인 확인결과는 전 소프트웨어 제

품이 기본적인 계통 요건들을 따르고 있다는 확신을 주게 된다.

    이러한 검토방식은 설계결과물의 건전성이 코드를 기계어로 변환할 때에도 유지

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심사자는 이러한 변환과정의 건전성을 확인

하여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변환을 수행하는 기구나 툴(예, COTS 컴파일러와 링

커)들을 검증하고 계통 통합시험, 설치 시험, 사용전 시험 등에 대한 보고서들을 검토

함으로써 달성된다.

    이미 성공한 것으로 입증된 제품을 검사하기 위한 한 가지 방식은 예전에 작성된 

몇 가지 선정된 기능요건들을 설계결과물에서 추적해 보는 일괄감사(String Audit)를 

활용하는 것이다. 제품 검사의 범위와 깊이는 검토대상 디지털계통의 범위, 복잡성, 그

리고 안전성 중요도에 맞게 결정되어야 한다.  부록 7-13, Ⅱ.3.3절에는 특정 제품에 

대한 검사 활동을 파생시키는 상세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운영허가 및 운영허가 변경, 신청서들에 대해서는 제품의 검사에서 검토대상 계통

이 적절하게 설치, 운전, 그리고 보수되는지를 또한 확인해야 한다.  미원자력규제위원

회 검사지침서, Chapter 52001, “Digital Retrofits Receiving Prior Approval”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을 검사하기 위한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다. 

Ⅲ.3.8 상용 디지털 기기에 대한 검토

    안전계통 컴퓨터에 내재된 모든 소프트웨어(운영체계 포함)는 이들이 목적하는 바

에 따라서 검증되어야 한다.  검증은 첫째, 기성 소프트웨어(PDS) 제품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품질보증절차에 따라 생산하거나, 둘째, 동 제품의 선정

과정이 10 CFR 21에 정의된 바와 같이 안전계통에 상용제품을 인증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상기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검토를 수행하여 적합성을 

평가하고, 두 번째 방법은 신청자가 적절한 인증절차에 의해 대상 설비가 목적하는 기

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보증(reasonable assurance)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CFR 21에 따르면 “이러한 보증은 (1) 제품 인도 이후 구매자나 제3의 인증

기관이 제품의 필수 특성을 확인하여 검사, 시험, 또는 분석을 통해 적합성을 입증함

으로서 확보되며, (2) 상용등급 조사, 제작자 시설의 중간 정지점에서 제품 검사 또는 

입회 검사, 제품 이력의 분석을 통한 적합한 성능 확인 등과 같은 활동 중 하나 이상

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보완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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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절차에 대한 허용 가능한 일련의 기본 요건들은 KEPIC ENB-6370 “안전

계통 디지털 컴퓨터”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표준은 RG 1.152 (개정 2)에서 승인하

고 있다.  이 규제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검증절차는 상용등급 제품을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의 설계기준과 비교함으로써 성취된다.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는 기성 소프트웨어를 허용하기 위해 공학적 판

단을 이용하는 것과,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중 누락된 요소들을 대체하기 위한 보상인

자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이 기성 소프트웨어를 허용함에 있

어서 기술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관성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동 신

규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토지침은 공학적 판단 및 보상인자의 사용을 적절히 평

가하기 위한 기술적 배경을 기술하고 있다.  이 표준은 허용과 허용근거를 검증문서와 

함께 문서화하고 유지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합리적인 보증(Reasonable Assurance)을 갖기 위해 대부분의 기성 소프트웨어

(PDS)에 대한 허용과정은 상세히 설명한 다양한 기술적 활동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

다.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지침이 EPRI TR-106439에 제시되어 있다.  미국의 원자력

규제기관(NRC)은 "EPRI TR-106439가 원전 안전계통에 상용 디지털 설비를 인증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기술한 안전성평가보고

서(SER)를 발행하였다.

    EPRI TR-106439의 지침이 어떤 부품의 인증에 적용될 경우, 심사자는 다음 사항

을 주의하여야 한다.

  - EPRI TR-106439는 상세 입문교재("how-to" Manual)로 이용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다.  공급자, 기기, 적용분야 등에 따라 특정 단계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상용제품인증을 위해서는 동 보고서에 예로서 제시된 정보 외에 상세

한 특정 정보가 요구될 것이다.  변경허가 평가와 관련하여 EPRI TR-106439를 사

용할 경우, 인증절차의 지침에서 벗어난 사항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선정된 방법 

등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 인증노력은 안전성 중요도와 상대적인 복잡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다.

  - EPRI TR-106439는 EPRI NP-5652를 참조하고 있고, EPRI NP-5652는 상용등급제품

인증을 위해 (1) 특별 시험 및 검사, (2) 상용등급 공급자 조사, (3) 기초 설계서류 

확인, (4) 허용가능한 공급자/제품의 성능기록에 대한 적합성 확인 등과 같은 4가

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PRI TR-106439, GL 89-02 (“부적합 제품 퇴치를 위

한 조치”에 대한 메모), GL 91-05 (“사업자의 상용등급 구매 및 인증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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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에 대한 메모) 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 한가지의 방법으로는 인증절차를 

만족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인증절차는 상기 방법 중 (1), (2), (4)번 방법을 요구

할 것이다.

  - EPRI TR-106439에 수록된 예들은 모든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제품

사양과 적용내용에 따라 몇 가지 평가들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이들 예

에 나열된 활동들 외에도 추가적인 확인 활동이 요구될 수도 있다.

  - 허용과정에 적용된 공학적 판단은 심사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검증된 요원이 동일

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게 문서화되어야 한다.

  - 상용제품인증에 대한 타당성은 그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 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인증된 소프트웨어 제품은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선행되지 않는 한 새로

운 버전으로 갱신되지 않아야 한다. 상용으로 인증된 제품은 최초로 인증된 환경

이외의 구성체계에서 운전되지 않아야 한다.

  - 사업자는 결함이 발견될 경우, 공급자로부터 통보받을수 있는 체계를 가져야 한

다.  이것은 공급자가 이러한 필요성을 지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위해 요구된다.

  - EPRI TR-106439는 “모든 상용제품이 성공적으로 인증되지는 않는다” 라고 언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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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1-1 디지털 I&C 시스템의 현안사항 검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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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1-2 미결사항(Open Item) 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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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1-3 심층방어 및 다양성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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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1-4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활동

그림 7.0-1-4 소프웨어 생명주기 활동

(주) 1. 명시된 각 주제에 대해 개별적인 문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프로젝트 문서 내에는 

모든 주제를 다루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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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1-5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계획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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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1-6 디지털 I&C 기능요건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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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통제 여부
N

7.1-3 및 7.9  참고

하드웨어 환경 
품질 검정 



부록7.0-1                                                     개정 4 - 2014. 12- 30 -

그림 7.0-1-7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이행사항 검토절차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이행 검토

Exit Yes 

새로운 소프트

웨어 제품 개

발 여부 

기존의 상용 

소프트웨어 

포함 여부 

Y

Y

N

부록 7-13§Ⅱ.3.2 참고

관련 기술기준 

준수 여부 

상 용 제품 에 

대한 기술기

준 준수 여부 

Exit No

Y

N

Y

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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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1-8 설계결과물에 대한 검토절차 

Exit Yes Exit No

설계결과물 확인 

소프트웨어 결과물
의 요구되는 기능요
건

소프트웨어 결과물의 
요구되는 설계공정
특성 충족 여부 

Y

Y

N

N

부록 7-13§Ⅱ.3.3 참

고

부록 7-13§Ⅱ.3.3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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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1-9  통신 독립성 검토 절차 

N

N

N

적      합 부   적   합 

다중찬넬간 디

지털  통신이용 

Y

Y

Y

통신 독립성 

구조적인 

독립장치 ?

통신 Protocol

보호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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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1-10   실시간 성능요건 검토 절차 

시스템 실시간 성능

요건 추출의 적합

설계내용의 성능요

건 만족여부 ? 

Y

Y

N

N

Exit Yes Exit No

실시간 성능요건 적합성



부록7.0-1                                                     개정 4 - 2014. 12- 34 -

그림 7.0-1-11  가동중(On-line) 시험기능 검토 절차 

                                       

계통 주기시험  

요건과의 일치성?

자기진단 기능의 

 적합성 ?

시험범위의 적합성?

Y

Y

Y

N

N

N

Exit Yes Exit No

가동중 시험 및 가기진단 

설비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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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7.0-2 가동중 원전의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변경허가 검토절차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개  요  

   가동중 원자력시설의 변경에 관한 중요한 법규는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규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동중인 원전의 디지털 

설비개선과 관련해서 미국 10 CFR 50.59와 EPRI TR-102348의 기술적 배경을 근간으

로 해서 그 변경이 법적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인지 또는 단순히 경미한 사

항에 대한 변경신고만으로도 가능한지를 결정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그림 7.0-2-1은 신청된 디지털 변경사항이 국내 법규상의 인허가 관점에서 변경허

가사항인지 또는 변경신고사항인지를 구별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면, 아날로그설비를 디지털설비로 변경하고자 할 때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운영허

가“의 규정에 따라 그것이 운영기술지침서 또는 안전해석에 관련된 부분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만약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원자력안전

법 시행령 제34조와 시행규칙 제17조 “변경허가의 신청“에 따라 총리령이 정한 바

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검토 후 허가를 받아야 한

다.  만약 그 변경사항이 운영기술지침서 또는 안전해석 관련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원

자력안전법 제20조와 시행규칙 제18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2항에 따라 변

경에 관한사항을 기록하여 문서로 비치하고, 그 내용을 매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변경사항이 안전관련 설비 또는 시

설의 변경이나 개조를 수반하는 변경사항일 경우 변경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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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

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가동중 원전의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고려사항 

   그림 7.0-2-1은 신청된 디지털 변경사항이 국내 법규상의 인허가 관점에서 변경허

가사항인지 또는 변경신고사항인지를 구별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 

절차에서 신청자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운영기술지침서의 변경 검토

    신청자는 어떤 디지털 설비개선이 관련 운영기술지침서의 변경을 수반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 검토에서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다루어야 한다.

- 안전제한치(SL), 안전계통 제한설정치(LSSS), 설정치, 허용값

- 운전제한조건(LCO)

- 감시요건

- 설계특성

- 행정관리

- 응답시간 및 시험주기

- 허용 및 연동

- 원격제어반 계측기

- 사고후 감시설비

   이 검토는 운영기술지침서의 변경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기술지침서의 

기준과 적용 가능한 발전소 안전심사보고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교체된 기존의 

계통 또는 기기에만 적용되고 디지털 설비에는 적용되지 않은 변수, 가정사항, 또는 

시험 요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교체된 기존 계통에는 요구되지 않지만 디지털 

계통 또는 기기에만 추가로 필요한 독특한 변수, 가정사항, 또는 시험요건들을 포함시

켜야 한다.  만약 신청된 설비개선사항이 운영기술지침서의 변경을 필요로 한다면, 신

청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4조와 시행규칙 제17조의 조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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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하고 검토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출물은 운영기술

지침서의 변경에 따른 사항에만 역점을 두면 된다.

 2. 인허가 규제요건에 미치는 영향 검토

    변경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또는 기기도 역시 기존의 인허가 규제요건, 즉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6100 “보

호계통 설계” 및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 등을 만족해야 하며, 특히 변경

된 계통이 변경되지 않은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디지털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본적인 허용기준을 따르고 있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아날로그계통에 비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전자기적합성(EMC)을 비롯한 환경

검증,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품질보증 확증, 하드웨어 필수특성들의 확증, 실시간 결정

론적 성능 보장, 온라인 시험 및 주기시험 설비, 그리고 통신 독립성 등이다.  신청자

는 디지털계통이 갖는 기능적 현안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고 그 해결방

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내용에 미치는 영향 검토

   일반적으로 안전성분석보고서는 많은 구조물, 계통 또는 기기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어떤 설비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지 않은 구조물, 계통 또는 

기기들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그것들은 대개가 기기, 대형기기에 달려 있는 하부기

기, 또는 계통 전체일 수도 있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내용 검토와 관련해서 공

통된 의문사항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분명하게 기술된 구조물, 계통 또는 기기들의 변

경사항에 대해서만 안전성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그것은 아니

다.  그 이유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구조물, 계통 또는 기기들의 

변경사항도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구조물, 계통 또는 기기들의 기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비상디젤발전기에 부착된 과속도 트립회로의 일

부 계전기를 다른 유사한 계전기로 교체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 계전기는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과 관련된 과속도 트립회로와 비상디젤발전기

는 그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그 계전기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과속도 트립회로의 성능 또는 설계가 변화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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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 경우는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어떤 변경사항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대로 변경되었는지를 결

정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변경된 부분이 어떤 대형 구조물, 계통 또는 기기의 일부인지

를 고려해 보는 것이다.  만약 그 변경된 부분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대형 구

조물, 계통 또는 기기의 일부이고 그 변경사항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대형 구

조물, 계통 또는 기기들의 설계, 기능, 또는 그 기능의 수행방법에 영향을 준다면 안전

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보수활동으로 인한 변경사항들은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보수활동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절차를 무시한다든지, 발전소

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것과는 다른 기능을 발휘하는 조건으로 진입하게 한다

든지, 또는 관련 운영기술지침서를 위반해 가면서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안전성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계측제어에 관련된 보수활동이라 함은 검교

정, 보수 및 청소, 동일한 기기로 교체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4. 안전성 평가

    미국 10 CFR 50.59의 법규에는 운영허가를 소지하는 자가 ①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바대로 시설물을 변경할 수 있고, ②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바대로 절차

서를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③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도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지 않은 시험이나 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변경, 시

험 또는 실험이 인허가에 반영된 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을 변경시키지 않아야 하고, 

또한 미검토안전성문제(USQ)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에 반해서 국내 원자력안전법 상에는 10 CFR 50.59와 같이 이미 안전성 평가가 

수행된 원자력발전소에서 10 CFR 50.59의 조건들이 만족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

전 검토 또는 승인 없이 신청자가 발전소를 변경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 조항은 없

다.  그러나 운영허가를 받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면 관련법규에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변경허가를 신청하든지 아니면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법규에 입각하여 국내 가동중 원전의 디지털 설비변경과 

관련해서 10 CFR 50.59의 안전성 평가개념이 변경허가사항인지 또는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인지를 구분짓는 기준으로서 적용될 수가 있다.  따라서, 가동중 원전의 기존설비

를 디지털로 변경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아래의 안전성 평가지침에 따라서 변경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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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평가에서는 어떤 신청된 변경사항이 만약 ①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예전에 평

가된 사고의 발생확률 또는 그 결말을 크게 하고, 또는 안전관련 기기에서 잘못된 기

능을 가중시킬 수 있거나, 또는 ②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예전에 평가된 것과는 다른 

종류의 사고 또는 잘못된 기능을 발생시킬 수 있거나, 또는 ③ 운영기술지침서의 기반

이 되는 안전성 여유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그 변경사항을 미검토 안전성문제(USQ)

로 간주해야 한다.  만약 그 변경사항이 미검토 안전성문제로 밝혀지면 신청자는 원자

력안전법 시행령 제34조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하고 검토 및 허가를 받은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그때 제출물은 미검토 

안전성문제를 제기한 설계변경사항에만 역점을 두면 된다.  그렇지만, 그 변경사항이 

미검토 안전성문제를 만들지 않는다면 신청자는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만으로도 설비 

변경이 가능하다.

III.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운영허가"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4조, "변경허가의 신청"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 "변경허가의 신청"

 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경미한사항의 변경신고"

 5. KEPIC ENB--6100-2005, “보호계통 설계”

 6. KEPIC ENB-1100-2005, “안전계통 설계”

 7. EPRI TR-102348, "Guideline on Licensing Digital Upgrades", December 1993

 8. 10 CFR 50.59, "Changes, tests and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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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변경

(예, 디지털)

기술지침서/안전

해석사항 변경?

안전관련설비 

및 시설 변경?

기지침서/안전해석

변경허가 신청 및 허가 

FSAR 개정 제출

변경 예정일 30일 이전 

경미한 사항 신고 FSAR 

개정 제출

매 반기 경과후 20일 내 

경미한사항 변경신고 

FSAR 개정 제출

NoNo

Yes Yes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17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그림 7.0-2-1 디지털 계측제어설비 변경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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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7.1-1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허용기준 및 지침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허용기준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허용기준 및 지침은 4가지로 구분된다.  

즉, (1)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6100 및 KEPIC ENB-1100을 포함한 규제 

법규,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3) 승인된 산업기술기준을 포함한 규

제지침 및 (4) 부록 등으로 구분된다.  각 기준 및 지침들이 계측제어계통 검토에 어떻

게 적용되는가는 “적용성”에서 설명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의 준수 여부는 안전성분석보고

서 7.1절 검토에서 평가하며, 나머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준수 여

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7.2절에서 7.9절까지의 검토에서 계통별로 평가된다.  안전심사

지침에서 제시한 지침, 규제기준 및 산업기술기준 등에 대한 준수성 여부는 안전성분석

보고서 7.2절에서 7.9절까지의 검토에서 계통별로 평가된다.  규제지침, 승인된 산업기

술기준 등에 제시된 요건과 다른 예외사항이 제기될 경우 그에 대한 적용범위를 검토

에 포함시켜 검토해야 한다. 그 평가결과는 안전성분석보고서 7.1절 검토의 일부로 제

시되거나 혹은 예외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참고자료가 관련 절에 제공되어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에 관한 TMI Action Plan 요건은 1982. 2. 16이후 승인

된 경우에 대해서는 10 CFR 50.34(f)를 적용한다.  1982. 2. 16 이전에 건설허가가 승

인된 신청의 운영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NUREG-0718("Licensing Requirements for 

Pending Applications for Construction Permits and Manufacturing License"),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NUREG-0737 부록 1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Requirements for Emergency 

Response Capability") 및 NUREG-0694 ("TMI-Related Requirements for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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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Reactor Licenses") 자료 등과 일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Generic Letter를 

적용한다. 

   표 7.1에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7장과 관련하여 TMI Action Plan 요건들에 대한 

CFR과 TMI 요건번호를 표시하고 있으며 Action Plan 참고자료는 10 CFR 50.34(f)의 요

건과 일치하는 번호로 괄호 속에 표시되어 있다.  부록 7.1-1는 TMI Action Plan 항목

에 대하여 구체적인 허용기준을 설명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관련보고서에 개념들을 

포함하여 기술되어 있다. 

계측제어계통의 관점에서 주관 검토책임이 7장 이외의 다른 절에 의거하여 검토될 경

우의 허용기준 및 지침 등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규제법규

   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

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 적용범위 : 모든 계측제어계통 

      - 검토방법 : 신청자는 7장 부록 7.1-1 및 7.1절～7.9절까지에서 참조하는 규제

기준 및 지침을 준용하여 설계하고 이들 설계는 해당 규제기준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KEPIC ENB-6100 및 KEPIC ENB-1100) 

      - 적용범위 : 원자로정지계통(RTS),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ESFAS), 보조지원계

통 및 지원계통인 데이터 통신계통. KEPIC ENB-6100의 4.7.2절 "격

리장치"(KEPIC ENB-1100, 5.6.3항)는 모든 계측제어계통에 적용되며

KEPIC ENB-6100, 4.13절 "우회 표시" (KEPIC ENB-1100, 5.8.3항)은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에도 적용된다. 

      - 검토방법 : 부록 7.1-2는 규제지침 등을 포함하여 KEPIC ENB-6100의 요구내

용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Regulatory Guide(이하 "RG") 1.153에서 승인한 KEPIC ENB-1100

이 준용되며 설계, 신뢰도,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의 품질확인 및 

시험성 등이 평가된다.  부록 7.1-3은 RG 1.153에 적합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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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지침)을 제공한다. 

   다. 50.34(f)(2)(v) [TMI Action Plan 항목 I.D.3]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지시 

      - 안전계통에 대한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가 자동적으로 지시하는 설비가 제공

되어야 한다. 

      - 적용범위 : 원자로 보호계통(원자로정지계통,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 연동계통 및 데이터 통신계통 

      - 검토방법 : 10 CFR 50.34(f)(2)(v)에 대한 적합성 확인은 KEPIC ENB-6100와 

KEPIC ENB-1100에 기술된 다음 특성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

며 부록 7.1-2 및 부록 7.1-3는 이들 특성들에 대한 검토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주         제
검    토    지    침 

부록 7.1-2항목 부록7.1-3항목 

보조적인 특성 4.5 5.1

우회 표시 4.13 5.8

제어 및 보호계통의 상호작용 4.7 5.6, 6.3

독립성 4.6 5.6

                   이들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7.2, 7.3, 

7.6절 심사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며 바이패스 및 작동불능 상태지

시는 7.5절 및 7.6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선정된 정보계통 및 

연동계통에만 요구된다. 

  라. 50.34(f)(2)(xi) [TMI Action Plan 항목 II.D.3], 안전밸브 위치의 직접지시 

      - 제어실에 안전밸브 위치(닫힘 및 열림)를 직접 지시해야 한다.

      - 적용범위 :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

      - 검토방법 : 안전밸브 위치지시는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에 포함되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 7.5절의 검토지침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위치지시

는 신뢰할 수 있는 밸브위치 검출기에서 검출되거나 배수 파이프내

부의 신뢰할 수 있는 유체흐름으로부터 검출하여야 한다. 위치지시

와 경보 모두 제어실에 제공되어야 한다. 밸브위치 지시는 안전등급

일 수 있다. 만약 위치 지시가 안전등급이 아니면 필수 기기 버스로

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신뢰할 수 있는 단일채널 직접지시가, 밸브위

치를 결정하는 백업방법이 가용하고 운전원의 행동진단시에 비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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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서상에 논의되어 진다는 가정 하에 제공될 수 있다. 위치지시는 

지진 및 환경검증이 되어야한다. NUREG-0737은 이러한 요건을 만

족하는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요건의 만족성 평가는 안

전성분석보고서 7.5절의 검토시에 다루어져야 한다.

   마. 50.34(f)(2)(xii) [TMI Action Plan 항목 II.E.1.2], 보조급수계통 자동개시 및 유량

지시 

      - 보조급수계통 개시를 위한 자동 및 수동장치가 제공되어야 하며 주제어실에 

보조급수계통 유량지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 적용범위 :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 검토방법 : 보조급수 개시 및 유량지시 기능은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및 계

측계통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NUREG-0737은 이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지침을 제시하

고 있다.  이들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7.3 및 7.5절 검토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바. 50.34(f)(2)(xvii) [TMI Action Plan 항목 II.F.1] 사고 감시계측 

     - 주제어실에는 (1) 격납건물 압력 (2) 격납건물 수위 (3) 격납건물 수소농도 (4) 

격납건물 방사능 준위(고) 및 (5) 불활성 기체 유출물을 감시하는 기록장치 및 

계측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잠재적인 사고방출지점으로부터 이들 기체 

유출물(옥소 및 입자)을 연속적으로 감시, 측정 및 분석하기 위한 장치가 소내

에 설계되어야 한다.

     - 적용범위 :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 

     - 검토방법 : 10 CFR 50.34(f)(2)(xvii)에서 요구되는 사고 감시계측기능은 안전심

사지침 7.5절에서 제시된 검토지침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며 안전성

분석보고서 7.5절 검토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사. 50.34(f)(2)(xviii) [TMI Action Plan 항목 II.F.2] 부적절한 노심냉각 계측 

     - 노심열전대, 원자로용기내 원자로 냉각재 수위지시계 및 원자로냉각재 과냉각 

여유도 등과 같은 부적절한 노심냉각상태에 대한 명확한 감시기능이 주제어실

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 적용범위 :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 

     - 검토방법 : 부적절한 노심냉각 감시계측기능은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인 안전

성분석보고서 7.5절에 기술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 7.5절에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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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지침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부적절한 노심냉각 계측계통은 

이들 조건들에 대한 정확한 지시를 제공해야 하며, 안전계통들이 적

절히 동작하는지 여부 및 계획된 수동조작을 취할 수 있도록 사고 조

건동안 충분한 정보를 운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환경

으로의 방사능 누출 등을 포함하여 보호방벽의 대형균열 및 노심노출 

등에 대한 잠재위험성을 운전원으로 하여금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NUREG-0737은 이들 요구사항의 적합성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안전성분석보고서 7.5절 검토에서 이

들 요구사항에 대한 일치성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아. 50.34(f)(2)(xiv) [TMI Action Plan 항목 II.E.4.2] 격납건물 격리계통 

     - (1) 모든 비필수계통은 격납건물 격리계통에 의해 자동으로 격리되고 (2) 각 비

필수관통부(계측라인은 제외)는 직렬로 2개의 격리장벽이 있어야 하며 (3) 격리

신호의 리셋에 의해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재개방이 있어서는 안되며 (4) 격납건

물 격리를 개시하는 격납건물 설정치 압력을 정상운전 조건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낮게 이용하며 (5) 외부환경에 통하는 경로를 갖는 모든 계통에 대해서 고준

위방사능 신호시 자동닫힘을 수행하는 격납건물 격리계통이 설계되어야 한다. 

     - 적용범위 :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위의 (2)항목은 안전해석분야 및 구조부지

분야 담당부서에 검토의뢰 한다.)

     - 검토방법 :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의 격납건물 격리기능은 각 비필수 관통부

분에 대해 각각의 격리기기를 자동적으로 폐쇄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호의 다양성이 격납건물 격리신호에 제공되어야 한다.  디

지털 컴퓨터-기반 공학적 안전설비작동계통을 갖고 있는 발전소의 

경우, 신호의 다양성은 심층방호 및 다양성분석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확인된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기능에 대한 단일 고장기

준 및 전기적 독립성이 계속 만족된다면, 격리밸브의 재개방은 밸

브 혹은 라인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격납건물 격리밸브들에 대한 

집단적인 재개방은 허용되지 않는다. 

                  RG 1.105(안전계통에 대한 계측기 설정치) 및 부록 7-11은 계측기 

설정치 설정 및 유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비필수 격납건물 관통부의 격리에 대해서, 트립설정치는 사고분석

에 의한 분석적 제한치에서 오차를 빼는 방법보다 발전소 정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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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간동안 예상되는 최대압력값으로부터 측정오차를 더하는 방법

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설정치는 분석적 제한치에 도달

되기 이전에 보호계통기능이 작동되도록 충분히 낮음이 입증되어

야 하며, 압력설정치는 정상운전 기간동안 압력센서의 정확도에 따

른 계측기 드리프트 혹은 변동에 의한 불필요한 격납건물 격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운전시 격납건물내의 예상 혹은 최대측정압

력보다 충분히 크게 설정되어야 한다. 정상운전시 격납건물 압력이

력은 격납건물 격리를 개시하기 위한 적절한 최소압력설정치를 결

정하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며, 신규 발전소 신청자의 경우 최소

격납건물 압력설정치를 설정하기 위하여 비슷한 발전소로부터 1년 

이상의 운전압력 이력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격납건물 배기라인 및 대기(환경)로의 통로를 갖고 있는 기타 관통부는 

다양한 격리기능중의 한가지인 고방사능 신호에 의해 격리되어야 한다. 

                  10 CFR 50.34(f)(2)(xiv)와 관련된 설계내용 검토는 안전성분석보고

서 7.3절 심사에서 이루어지며 계통성능분야 및 중대사고 관련분야

와 함께 심사가 수행된다.  NUREG-0737은 이들 요구사항들의 준

수여부를 확인하는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자. 50.34(f)(2)(xix) [TMI Action Plan 항목 II.F.3] 노심손상이후의 발전소 상태 감시 

계측 

     - 노심손상을 포함하는 사고 이후의 발전소 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적절한 계측

장치가 설계되어야 한다. 

     - 적용범위 :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 

     - 검토방법 : 노심손상이후 발전소 상태를 감시하는 계측계통이 안전에 중요한 정

보계통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고후 및 진행기간 동안 발전소 변수 및 

계통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품질, 계측범위, 유용

도 및 신뢰도를 갖춘 계측계통이어야 한다.  (1) 발전소 안전정지를 

위하여 계획된 수동조치를 취하고 (2) 원자로정지계통, 공학적안전설

비 계통 및 수동으로 개시되는 안전관련 계통들이 요구되는 안전기능

(예, 반응도제어, 노심냉각 및 격납건물 건전성 등)을 수행하는지 여

부를 판단하는 것 (3) 방사능 누출에 대한 방벽물(예, 연료피복재)의 

대형균열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 등에 대해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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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운전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들 요건들에 대한 적합성 평

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7.5절 검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차. 50.34(f)(2)(xx) [TMI Action Plan 항목 II.G.1] 가압기 방출 및 안전밸브 제어와 가

압기 수위지시용 전원 

     - 가압기 방출 및 안전밸브 제어와 수위지시기에 공급되는 전원은 다음과 같아야 한

다. 

     1) 수위지시기는 필수 전원으로부터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고 

     2) 구동 및 제어용 전원은 안전에 중요한 계통에 적용되는 요건에 맞도록 품질보

증된 장치를 통해 비상전원에 연결되어야 한다. 

     3) 전력은 비상전원장치로 부터 공급되어야 한다. 

     - 적용범위 :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 및 안전정지계통

     - 검토방법 : 가압기 수위지시, 안전밸브 위치표시 및 방출밸브 위치표시 장치는 

소외전원상실시에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전

원공급장치는 NUREG-0737 지침을 만족해야 하며, 안전성분석보고

서 7.4절 및 7.5절 검토시에 동 규제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야 한다. 

  카. 50.62 원자로정지불능 예상과도사건(ATWS) 위험의 감소를 위한 요건 

     1) 가압경수로형 원자로는 감지기 출력에서부터 최종 작동장치까지 원자로정지계

통과는 다른 다양한 설비가 있어야 하고 ATWS 조건하에서 터빈트립 개시 및 

보조급수계통을 자동으로 개시하기 위한 설비가 설계되어야 한다. 이 설비는 

기존의 원자로 정지계통과는 별도로 독립(감지기 출력단부터 최종 작동장치까

지)되고 또한 신뢰할만한 방법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Combustion Engineering(CE)사에 의해 제작되는 가압경수로형 원자로는 감지

기 출력단부터 제어봉 전원차단장치까지 다양한 원자로 정지계통을 갖추어야 

한다.  이 정지계통은 기존 원자로 정지계통으로부터 독립(감지기 출력단부터 

제어봉 전원 차단장치까지)되고 신뢰할만한 방법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적용범위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의 요건에 따라 

ATWS 완화목적에 사용되는 계통 및 설비와 관련 데이터 통신계통

(data communication systems)

     - 검토방법 : 7.8절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의 요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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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일치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기술하고 있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가.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

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규와 표준 등을 사용할 경우 그것들의 적용범위, 적합성 및 충분성 

등을 결정하기 위해 이들 법규와 표준 등은 확인 및 평가되어야 하며, 요구된 

안전기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품질 제품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들 

법규와 표준은 추가 혹은 수정되어야 한다.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그것들

의 안전성 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할 것임을 적절히 보증하기 위해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해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부품 등의 설

계, 제작, 조립 및 시험 등에 관한 기록이 원전 수명기간 동안 신청자의 통제

하에 보관되어야 한다.

       - 적용범위 : 안전에 중요한 모든 계측제어계통 및 부품

       - 검토방법 : 본 부록 4절에는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에 적용 가능한 RG 

및 승인된 산업기술기준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들 지침은 그것

들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안전성분

석보고서 7.1절 검토에서는 RG 및 승인된 산업표준이 안전에 중

요한 각 계측제어계통에 경우별로 적절히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품질보증계획과 그에 따른 기록에 대한 평가는 안전성분석

보고서 17장에서 검토된다.

   나.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외

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

여야 한다." 그러한 구조물, 계통 및 부품에 대한 설계기준은 다음 사항을 반

영해야 한다. (1)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현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그리고 (3) 

수행되어야 할 안전기능의 중요도

        - 적용범위 : 안전에 중요한 모든 계측제어계통 및 부품과 관련 데이터 통신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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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방법 :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의 자연현상에 대비한 보호시설의 

설계기준이 안전성분석보고서 7장의 각 계통에 대해서 마련되

어야 한다. 설계기준에는 지진 및 기타 자연현상 등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검증되어야 하는 계통 및 부품들을 명시해야 

한다. 이 검토는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이 안전성분석보고

서 3장에 제시된 사건들의 분석과 일치한 자연현상에 보호기능

을 갖도록 검증되는지의 여부와 그것들이 이들 요건에 따른 구

조물내에 위치 및 내장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연현상에 

따른 영향을 견딜 수 있는 계측제어계통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

한 검증계획의 적합성 평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3.10절 검토에

서 언급한다. 중대사고에 필요한 계측계통이 설계되어야 하며 

중대사고 조건하에서도 필요한 기간이상 동안 요구되는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동 계통은 추가적인 환경 및 내진품질시험 

혹은 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動的)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동적)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

게 보호되도록 할 것".

       - 적용범위 : 안전에 중요한 모든 계측제어계통 및 부품과 관련 데이터 통신계통

       - 검토방법 :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의 환경 및 비산물에 대한 설계기준

은 안전성분석보고서 7장의 각 계통에 대해서 마련되어야 한다.  

설계기준에는 환경조건에 따른 영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검증되

어야 하고 비산물, 배관 파단으로 인한 거동 및 방출 유체 등의 

동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계통 및 부품 등을 명시해야 

한다. 계통 혹은 부품이 가상사고에 따른 환경적 영향에 제한된 

기간만 견딜 수 있도록 검증되었다면 제한된 운전성에 대한 근거

를 제시해야 한다.  환경조건들에 대한 장비품질 검증 내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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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록 7.1-2 항목 4.4 및 부록 7.1-3 항목 5.4에 제시된 규제지

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중대사고에 필요한 계측계통이 설계

되어야 하며 중대사고 조건하에서도 필요한 기간이상 동안 요구

되는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동 계통은 추가적인 환경 및 내

진품질시험 혹은 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원자로의 노심·냉각계통, 제어계통 및 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연

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적용범위 : 계측제어 보호 및 제어계통

       - 검토방법 : 원자로 본체 및 냉각계통에 대한 계측제어계통이 설계 여유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계측제어 안전 및 제어기능의 적합성

을 검토하는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원자로 계통 

심사를 담당하는 조직과 연계가 된다. 계측제어계통은 많은 방법

으로 원자로 설계 여유도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수적

으로 트립설정치 계산 시에 요구되는 최소성능보다 더 나은 성능

을 제공함으로써, 보호 및 제어계통이 고장에 더욱 강인하도록 

하는 계통특징으로써 가능하다. 여유도는 많은 부분에서 신뢰성

이 있을 수 있으며, 원자로설계상의 여유도, 성능분석 가정과 방

법상의 여유도와 계측제어 설계상의 여유도 사이에는 자연적으로 

상호 상반적인 관계(tradeoffs)가 있다. 원자로 계통과 계측제어계

통 검토자는 신청자의 설계상에 제공된 여유도를 이해하고 적정

한 여유도가 주어졌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함께 일을 해야 한다.

   마.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원자로시설에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정상

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시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걸쳐서 관련 변수 및 

계통들을 감시할 수 있는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에는 위의 관

련 변수와 계통들을 설정된 운전범위 이내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높은 신뢰성을 

갖는 제어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에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는 연속적으로 자동

기록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적용범위 : 모든 계측제어계통 및 관련 데이터 통신계통

       - 검토방법 : 적합성 평가에는 다음의 주제들에 대한 고려사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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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전소 변수 및 계통 감시 계측 - 7.5절 및 7.7절 참조 

       2) 보호계통 상태감시 계측 - 부록 7.1-2 항목 4.9, 4.13, 4.19 또는 부록 7.1-3 

항목 5.8, 6.5 참조 

       3) 안전기능의 수동개시를 위한 계측제어 - 부록 7.1-2 항목 4.17, 4.19 또는 부

록 7.1-3 항목 5.8, 6.2, 7.8 참조 

       4) 안전기능의 다양성 작동을 보조하는 계측제어 - 7.8절 참조 

       5) 공학적 안전설비계통을 제어하기 위한 계측제어 - 7.3절 참조 

       6) 안전상태로 변수 및 계통을 유지하기 위한 연동계통 - 7.6절 참조 

       7) 정상운전 제한치안에서 변수 및 계통을 유지하기 위한 계측제어 - 7.7절 참조 

       8) 과도한 환경조건으로부터의 계측용감지선 보호 - RG 1.151 참조 

       9) 계측계통 경보 및 제어계통 동작을 위한 설정치 - 부록 7-11 참조 

      10) 발전소 계측제어계통을 보조하는 데이터통신계통 - 7.9절 참조 

 바.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원자로냉각계통과 그와 관련된 보조계통·제어계통·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

운전과도 동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여유

도를 가져야 한다.“

       - 적용범위 : 계측제어 보호 및 제어계통

       - 검토방법 :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위한 설계 여유도에 대한 계측제어 계통의 

평가는 계측제어 안전 및 제어기능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의 일

부분이다. 이러한 검토는 원자로 계통의 검토를 담당하는 조직에 

할당된다. 계측제어계통은 다양한 방법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수적으로 트립설정치 계산 시에 

요구되는 최소성능보다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함으로써, 보호 및 

제어계통이 고장에 더욱 강인하도록 하는 계통특징으로써 가능

하다. 여유도는 많은 부분에서 신뢰성이 있을 수 있으며, 원자로

설계상의 여유도, 성능분석 가정과 방법상의 여유도와 계측제어 

설계상의 여유도 사이에는 자연적으로 상호 상반적인 관계

(tradeoffs)가 있다. 원자로 계통과 계측제어계통 검토자는 신청자

의 설계상에 제공된 여유도를 이해하고 적정한 여유도가 주어졌

음을 확실히 하기위해 함께 일을 해야 한다.

사.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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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및 관련계통은 설계에 고려되는 모든 사고조건에 대하여 격납건물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누출이 최소화되도록 누설밀봉 방호벽기능을 갖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적용범위 : 공학적안전설비 계측제어계통

       - 검토방법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원자로건물이 

누출이 없는 방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학적안전설비 계측제어

계통의 기능요건을 부여한다. 관련된 계측제어 기능은 예를 들어 

원자로건물 격리기동, 원자로건물 공기에서 방사능 물질제거(예, 

원자로건물 살수)나 원자로건물 환경제어(예, 원자로건물 살수 혹

은 원자로건물 냉각)를 포함할 수 있다. 검토는 계측제어계통이 

원자로건물 계통 안전기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능, 성능 및 

신뢰성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토는 원자로

건믈 검토를 담당하는 조직에 할당된다. 

아.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원자로시설에는 원자로제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원자로제어실에는 제어계통설

비를 조작하는 장치, 비상노심 냉각장치 등 비상시에 원자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를 조작하는 장치, 원자로 및 1차 냉각계통을 구성하는 주요기기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장치, 주요계측장치의 계측결과를 표시하고 기록하는 장치, 그 

밖에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주요장치를 집중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원

자로제어실 및 이와 연결되는 통로 등에는 사고기간 동안 받는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사고조건하에서 운전원이 출입하거나 거주할 수 

있도록 방사선 및 유독가스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운전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사

선방호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에는 화재 등에 의하여 원자로제어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원자

로제어실로부터 물리적·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원자로제어실외의 장소에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 원자로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

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적용범위 : 모든 계측제어계통 및 관련 데이터 통신계통

       - 검토방법 : 정상 및 사고조건하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계측

제어계통에 대한 평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7.3, 7.5절 및 7.7절 기

술내용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며 원자로 정지기능, 연동기능 및 

다양한 계측제어 기능들에 대한 평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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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및 7.8절 검토를 통해 수행된다. 제어실 설계에서 인간공학적 

측면의 타당성은 안전성분석보고서 18장 검토에서 수행되고, 방

사선 방호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의 거주성 평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6.4절 검토에서 수행된다. 원

격 정지능력을 포함한 안전정지능력 검토를 위한 지침은 안전심

사지침 7.4절에 기술되어 있다. 

   자.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원자로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호계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원

자로출력의 현저한 상승이나 노심냉각 능력의 현저한 감소 등 예상운전과도에 의하

여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게 될 우려가 발생한 때에 이를 검출하여 연료

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반응도 제어계통과 관련 계통을 자동적으로 

작동시킬 것.  2. 사고조건을 감지하여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를 작동시킬 

것."

       - 적용범위 : 원자로정지계통 및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 검토방법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에 대한 적합성 검토

는 KEPIC ENB-6100 및 KEPIC ENB-1100에 기술된 다음의 주제

를 포함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2 및 7.1-3은 이들 주제들

에 대한 검토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주         제
검토지침의 위치 

부록 7.1-2항목 부록7.1-3항목 

설계기준 요건 3 4

일반기능 요건 4.1 5, 6.1 및 7.1

계통건전성 4.5 5.5

설정치 3, 4.15 6.8

                  이들 요건들에 대한 일치성평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7.2절 및 7.3

절 검토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차.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원자로시설의 보호계통은 안전기능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1. 안전기능에 적합한 기능적 신뢰성과 운전 중에 발생하

는 고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단일고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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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보호기능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다중성 및 독립성 설계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호계통의 운전 허용신뢰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일 기기 또는 채

널을 운전에서 제거하더라도 요구되는 최소 다중성은 유지할 수 있을 것.  나. 원

자로의 운전 중 발생 가능한 고장 및 다중성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채널에 

대한 시험능력을 포함한 주기적 시험능력을 가질 것."

      - 적용범위 : 원자로정지계통,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과 관련 데이터 통신계통

      - 검토방법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에 대한 적합성 검토

는 KEPIC ENB-6100 및 KEPIC ENB-1100에 기술되어 있는 아래의 

주제들을 포함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2 및 7.1-3은 이들 주

제들에 대한 검토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 요건들에 대한 적합

성 검토는 안전성분석보고서 7.2절 및 7.3절에서 수행된다.

 

주                제
검토지침의 위치 

부록 7.1-2항목 부록 7.1-3항목 

설계 기준 요건 3 4

단일-고장 기준 4.2 5.1

개시된 보호조치의 완료 4.16 5.2, 7.3

품질 4.3 5.3

계통 건전성 4.5 5.5

물리적, 전기적 및 통신 독립성 4.6, 4.7 5.6, 6.3

시험 및 교정능력 4.9 및 4.10 5.7, 6.5

우회지시 4.13 5.8

안전계통기기에 대한 접근 통제 4.14, 4.18 5.9

보수 및 고장처리용 설비 4.21 5.10

보호계통 기기의 식별 4.22 5.11

보조적인 기능 4.5 5.12

다수호기발전소(Multi-unit Stations) 4.5 5.13

인간공학적인 검토 4.19 5.14

신뢰도 4.1 5.15

수동제어 4.17 6.2, 7.2

계통 입력의 유도 4.8 6.4

운전 우회 4.12 6.6, 7.4

보수 우회 4.11 6.7, 7.5

설정치 4.1, 4.15 6.8

전원공급장치 4.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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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다중채널(multiple channel)에 미치는 자연현상의 영향, 점검·보수·시험을 포함한 

정상운전조건,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 등의 영향에도 보호기능을 상실하지 아니

할 것.".

       - 적용범위 : 원자로정지계통 및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과 관련 데이터 통신

                   계통

       - 검토방법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에 대한 적합성 검토

는 KEPIC ENB-6100 및 KEPIC ENB-1100에 기술된 다음의 주제

들을 포함한다.  부록 7.1-2 및 7.1-3은 이들 주제들을 검토하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다. 

주                제
검토지침의 위치 

부록 7.1-2항목 부록 7.1-3항목 

설계기준 신뢰도 요건 3 4

단일-고장 기준 4.2 5.1

품질 4.3 5.3

기기 검증 4.4 5.4

계통 건전성 4.5 5.5

물리적, 전기적 및 통신 독립성 4.6, 4.7 5.6, 6.3

수동 제어 4.17 6.2, 7.2

설정치 4.1, 4.15 6.8

전원공급장치 4.5 8

  타.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보호계통은 파손, 전력·계기용 공기 등의 에너지원 상실 또는 최악의 가상환경

조건에서도 고장안전기능에 의하여 안전한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 적용범위 : 원자로정지계통 및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과 관련 데이터 통신

계통 

       - 검토방법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에 대한 적합성 검토

는 KEPIC ENB-6100 및 KEPIC ENB-1100에 기술된 계통건전성요

건의 검토중 한 부분으로 수행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2 및 

7.1-3은 이들 특성들에 대한 검토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부록 

7.1-2 항목 4.5 및 부록 7.1-3 항목 5.5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26에 대한 일치성 검토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부록7.1-1 개정 4 - 2014. 12- 16 -

이들 요건들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7.2절 및 

7.3절 검토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파.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보호계통은 다음 각목의 상태에서도 다중성·독립성 및 신뢰성의 요건을 만족하

는 건전한 계통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어계통으로부터 분리할 것.  가. 단일 제

어계통 기기 또는 채널 고장.   나. 제어 및 보호계통의 공용기기 또는 공용채널 

고장.  다. 단일 채널의 운전중 제거"

      - 적용범위 : 모든 계측제어계통

      - 검토방법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에 대한 적합성 검토

는 KEPIC ENB-6100 및 KEPIC ENB-1100에 기술된 다음 주제들을 

포함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2 및 7.1-3은 이들 주제들에 대

한 검토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주                제
검토지침의 위치 

부록 7.1-2 항목 부록 7.1-3 항목 

단일고장기준 4.2 5.1

물리적, 전기적 및 통신 독립성 4.6 5.6

제어-보호 상호 연결 4.7 6.6, 6.3

보조설비 4.5 5.12

전원공급장치 4.5 8

                  보호계통 및 제어계통간의 분리는 안전성분석보고서 7장 모든 절

의 검토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모든 상호연결내용은 적절히 확

인되고 설명되어야 한다. 

  하.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보호계통은 우발적인 제어봉 인출 등 반응도 제어계통의 단일 오동작시에도 연료

허용손상한계의 초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

     - 적용범위 : 어떠한 단일고장에 의해서도 핵연료설계제한치가 초과되지 않는다

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15장에서 식별한 반응도 제어계통 

연동장치와 원자로정지계통

     - 검토방법 : 보호계통이 반응도 제어계통 고장에 대비하여 설계되었는지를 확인

한다.  부록 7.1-2 항목 3 및 부록 7.1-3 항목 4는 이들 주제들에 

대한 검토지침을 제공한다.  이들 요건에 대한 일치성 평가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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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석보고서 7.2절 검토에서 수행된다. 

  거.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반응도제어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에서 예상되는 반응도 변화를 신뢰성 

있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운전상태를 유

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 

     - 적용범위 : 계측제어 연동 및 제어 계통

     - 검토방법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반응도 사고의 영

향을 막거나 제한하기 위해 반응도 증가를 제한하는 기능적 요건을 

계측제어 연동 및 제어계통에 적용한다. 관련 계측제어 계통은 예

를 들어 제어봉 블록이나 제어봉 흡수치 최소화 계통을 포함할 수 

있다. 검토는 계측제어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28조와 합치됨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반응도 증가를 제한하

는 기능, 성능 및 신뢰도를 제공함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원자로 계통 검토 담당 부서에 할당된다. 

  너.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보호계통은 예상운전과도시에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달성할 수 있을 것."

      - 적용범위 : 보호계통 및 반응도 제어계통과 관련 데이터 통신계통

      - 검토방법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요건 준수에 대

한 평가는 상기 항들에서 적용한 일반설계기준 들에 따른 보호계

통 및 반응도 제어계통의 준수내용을 토대로 결론지어진다.  확률

론적 안전성분석은 특정계통에 대한 결정론적 기준 개발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규제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질 수 있다.  그

러나, 이들 계통의 검토는 수립된 결정론적 기준의 충족을 언급할 

것이다.  반응도 제어계통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26조의 준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7.2절 검토에서 언급한다.

 

 3. 규제요건 메모(Staff Requirements Memorandum, SRM)

  가. SECY-93-087 항목 II.Q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공통원인고장에 대비한 방어“ 

      1) 신청자는 신청된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심층방어와 다양성을 평가하고 공통원

인고장에 따른 취약점들이 적절히 다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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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급자 또는 신청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사고해석 절에서 평가된 각종 사

건에 대해 최적평가방법을 이용해서 가상된 각종 공통원인고장을 분석하여야 

한다.  공급자 또는 신청자는 설계에서도 그러한 각 사건들에 대한 적절한 

다양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3) 만약 어떤 가상된 공통원인고장이 안전기능을 상실시킬 수 있다면, 그것과 

동일한 안전기능 혹은 또 다른 동등한 기능을 수행해낼 수 있는 어떤 다양

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하며, 그 수단은 가상된 것과 동일한 공통원인고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문서화된 근거를 가져야 한다.  다양한 혹은 또 다른 

안전기능은 만약 그 계통이 관련된 사고조건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해낼 만

큼 충분한 품질을 갖추었다면 비안전계통으로도 수행될 수가 있다. 

      4) 필수 안전기능들을 수동으로 계통수준에서 작동시키고 그런 기능들을 지원하

는 변수들을 감시하는 한 세트의 표시기와 제어기가 주제어실에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상기 첫 번째와 세번째 항목에 있는 안전등급 컴퓨터계통과

는 독립되고 다양한 것이어야 한다.  

      - 적용범위 : 디지털 컴퓨터기반의 원자로정지계통 또는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

통이 적용된 발전소에서의 원자로정지계통,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

통, 다양성 계측제어계통, 제어계통 및 관련 데이타 통신계통

      - 검토방법 : 부록 7-16은 이 요건에 대한 일치성 평가를 위한 지침이며 안전심

사지침 7.7절과 7.8절에는 안전계통내에서 공통원인고장에 대비한 

보호수단으로서, 비안전등급의 다양성 계통으로 고려되는 제어 및 

다양성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심사를 위한 지침이 기술되어 있다. 

  나. SECY-93-087 항목 II.T “주제어실 경보창(경보) 신뢰도” 

     경보창 계통은 경보(타일창표시, 비디오 표시장치(VDU) 혹은 기타 장치 등) 장치

와 음향장치; 논리 및 처리 지원; 운전원에게 경보의 묵음, 확인, 리셋, 및 시험 

기능을 제공한다.    

      주제어실은 경보, 표시기, 및 제어기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제공

하는 여러 개의 표시기 및 제어장치로 구성된 소형, 다중의 운전원 워크스테이션

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각 워크스테이션은 주제어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

력과 함께 2인의 운전원 사이에 업무분할을 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

다.  표시 및 제어설비는 기존의 규제요건 즉, 등급 1E회로(IEEE-384)에 대한 격

리 및 독립성 규제요건, 보호계통(IEEE-279)에 대한 규제요건 및 계통수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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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계통에 대한 수동개시(RG 1.62)등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설계자는 

이러한 기준들을 만족하는 다중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제공되는 경보, 표시, 및 제

어를 보증하기 위해 적절하게 기존의 방어적인 수단들(예, 분할, 고장허용, 신호

검증, 자가시험, 오류점검 및 감시용 위치독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야 한다.

     자동제어가 제공되지 않는 수동제어만을 위해 제공되는 경보이고 안전기능을 수

행하는 안전계통에 요구되는 경보일 경우, 등급 1E 장비 및 회로에 적용되는 규

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적용범위 :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 및 관련 데이터 통신계통 

     - 검토방법 : 7.5절은 개량형경수로원전의 경보창 계통에 대한 검토방법을 기술

하고 있다. 

     

4. Regulatory Guides (승인된 산업기술기준 포함) 및 부록  

  가. RG 1.22, "보호계통의 주기적인 기능시험"

     - 적용범위 : 원자로정지계통,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다양성 계측제어계통과 

관련 데이터 통신계통

     - 검토방법 : 본 규제지침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와 

KEPIC ENB-6100, 4.10절～4.13절 그리고 KEPIC ENB-1100, 5.7, 

5.8.3, 6.5, 6.7, 7.5 및 8.3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제

시하고 있다. 부록 7-7은 보호계통에 대한 주기시험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부록 7-14는 디지털 컴퓨터-기반계통에 대한 허

용 가능한 주기시험 설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침을 설명하고 있

다. 

  나. RG 1.47,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의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 지시"

     - 적용범위 : 원자로정지계통,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안전에 중요한 정보 계

통, 안전연동계통 및 관련데이터 통신계통 

     - 검토방법 : 본 규제지침은 보호계통에 대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26조와 KEPIC ENB-6100, 4.13 및 4.20절 그리고 KEPIC 

ENB-1100, 5.8.2 및 5.8.3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제

시하고 있다.  안전성분석보고서 7.5절은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

통의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 지시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근거

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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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RG 1.53, "원자력발전소 보호계통에 단일고장기준의 적용(KEPIC ENB-3000, "안

전계통 단일고장기준“을 승인함)

      - 적용범위 : 모든 계측제어 안전 계통 및 관련 데이터 통신 계통

      - 검토방법 : 본 규제지침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와 

KEPIC ENB-6100, 4.2절 그리고  KEPIC ENB-1100, 5절의 준수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라. RG 1.62, "보호조치의 수동 개시"

      - 적용범위 : 원자로정지계통 및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과 다양성 계측제어계통

      - 검토방법 : 본 규제지침은 KEPIC ENB-6100, 4.17절 그리고 KEPIC ENB-1100, 

6.2 및 7.2절의 준수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RG 

1.62는 또한 다양성 작동계통 기능과 ATWS 완화를 위한 수동개시 

내용 검토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마. RG 1.75, "전력계통의 물리적 독립성"(KEPIC ENB-2100, "전기 1급 기기 및 회로

격리 기준“을 승인함)

      - 적용범위 : 모든 계측제어계통

      - 검토방법 : 본 규제지침은 보호계통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와 KEPIC ENB-6100, 4.6 및 4.22절 그리고 KEPIC 

ENB-1100, 5.6 및 5.11절의 준수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

고 있다.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다중성 혹은 다양성 특징

을 반영한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계측제어분과의 검토는 이 지침과 관련하

여 안전에 중요한 계통의 선반, 판넬 및 제어반 등의 내부 부품 

및 전기배선 등으로 제한한다. 전선의 물리적 분리에 관한 평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8장 검토에서 언급한다.

  바. RG 1.97, "사고 기간 및 이후의 발전소 및 환경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가압경수

형 원자로의 계측설비"

      - 적용범위 :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

      - 검토방법 : 본 규제지침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의 평가는 발전소 조건을 감시하는 계측설비의  검토로  

제한한다. 환경조건을 감시하는 계측설비와 방사선 감시계통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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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다른 절의 검토에서 언급한다. 안전성분석

보고서 7.5절 및 부록 7-9는 사고후 감시계통 검토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 RG 1.105 개정3, “안전계통에 대한 계측 설정치” (ISA-S67.04를 승인함) 

      - 적용범위 : 모든 계측제어계통

      - 검토방법 : 본 규제지침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와 

KEPIC ENB-6100, 3절 그리고 KEPIC ENB-1100, 6.8절의 준수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부록 7-11은 계측장치의 설

정치를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RG 1.105와 

ISA-S67.04는 트립기능에 대한 설정치를 유지하는 데에 특별한 지

침을 제공한다.  미리 예견된 운전범위내에서 발전소 변수 및 계

통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어기능들에 대한 설정치를 결정하

고 연동기능에 대한 설정치 선정 및 비상절차에 의한 운전원 조

치시 발전소 조건을 결정할 때 측정 불확실도를 평가하는 경우에

도 동일하게 이 지침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RG 1.105는 자동트립

기능에 포함되지 않지만 안전에 중요한 모든 계측제어계통 검토

시에 유용하게 이용된다. 

  아. RG 1.118, "전력계통 및 보호계통의 주기시험"(KEPIC ENF-3100 "안전계통 주기

시험“을 승인함)

     - 적용범위 : 모든 계측제어 안전 계통, 다양성 계측제어계통 및 관련 데이터  

통신계통

     - 검토방법 : 본 규제지침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와 

KEPIC ENB-6100, 4.10절 그리고 KEPIC ENB-1100, 5.7절의 준수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계측제어분과의 평가는 보

호계통의 시험에 대한 검토로 제한한다.  전력계통의 시험에 관한 

평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8장 검토에서 언급한다. 부록 7-14에는 

디지털 컴퓨터 기반 계통에 있어서 주기시험 설비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자. RG 1.151, "계측감지선로"(ANSI/ISA-S67.02를 승인함)

     - 적용범위 : 계측제어 감지선로 및 감지선로 환경제어계통

     - 검토방법 : 본 규제지침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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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계측제어계통

에 대한 환경제어계통은 안전성분석보고서 7.7절 검토시에 다루어진

다. 

  차. RG 1.152,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의 디지털 컴퓨터 응용에 대한 기준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를 승인함) 

     - 적용범위 : 모든 계측제어 안전 계통 및 관련 데이터 통신계통 

     - 검토방법 : 본 규제지침은 컴퓨터에 대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26조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부록 

7.1-4는 RG 1.152지침에 의해 승인된 KEPIC ENB-6370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검토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카. RG 1.153, “안전계통의 전원, 계측 및 제어부분에 대한 기준”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를 승인함) 

     - 적용범위 : 모든 계측제어 안전 계통 및 관련 통신데이터계통 

     - 검토방법 : 본 규제지침은 KEPIC ENB-1100 요건을 만족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록 7.1-3은 RG 1.153에 의해 승인된 KEPIC ENB-1100에 

대한 준수성을 평가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타. RG 1.168,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디지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

한 확인, 검증, 검토 및 실사”, (IEEE Std. 1012,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계획”, IEEE Std. 1028, “소프트웨어 검토 및 실사”를 승인

함.) 

     - 적용범위 : 안전에 중요한 모든 계측제어계통 및 부품 

     - 검토방법 : 본 규제지침은 컴퓨터-기반 계통에 대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68조, 제69조, 제70조, 제78조 및 제85조 등에 대한 준수여부를 평

가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안전계통 소프트웨어의 확

인 및 검증을 계획하는데 IEEE Std. 1012를 승인하고 있으며 소프

트웨어 검토, 검사 및 실사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수단으로서 IEEE 

Std. 1028을 승인하고 있다. 부록 7-13은 디지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에 대한 확인, 검증, 검토 및 실사의 이행과 계획서에 대한 검토방

법을 설명하고 있다.

  파. RG 1.169,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디지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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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상관리계획”(IEEE Std. 828,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 

IEEE Std. 1042,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을 승인함) 

     - 적용범위 : 안전에 중요한 모든 계측제어계통 및 부품 

     - 검토방법 : 본 규제지침은 컴퓨터-기반 계통에 대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2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

조에 대한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안

전계통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계획에 대해서 IEEE Std. 828을 승인

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을 이행하는데 적합한 지침으

로서 IEEE Std. 1042를 승인하고 있다. 부록 7-13은 디지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형상관리 검토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하. RG 1.170,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디지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

한 소프트웨어 시험서류”(IEEE Std. 829, “소프트웨어 시험서류”

를 승인함).

     - 적용범위 : 안전에 중요한 모든 계측제어계통 및 부품 

     - 검토방법 : 본 규제지침은 컴퓨터-기반 계통에 대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6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7조, 78

조, 제84조에 대한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것은 안전계통 소프트웨어의 시험서류에 대해서 IEEE Std. 829를 

승인하고 있으며 부록 7-13은 디지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

험서류 검토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거. RG 1.171,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디지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

한 소프트웨어 단위시험”(IEEE Std. 1008, “소프트웨어 단위시험”

을 승인함).

     - 적용범위 : 안전에 중요한 모든 계측제어계통 및 부품 

     - 검토방법 : 본 규제지침은 컴퓨터-기반 계통에 대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6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2조, 제77

조, 제78조, 제84조에 대한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안전계통 소프트웨어의 단위시험에 대한 평가수단으

로 IEEE Std. 1008을 승인하고 있으며 부록 7-13은 디지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위시험 검토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너. RG 1.172,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디지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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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프트웨어 요건시방서”(IEEE Std. 830, “소프트웨어 요건시방

서 관련 권고되는 관례”를 승인함).

     - 적용범위 : 안전에 중요한 모든 계측제어계통 및 부품 

     - 검토방법 : 본 규제지침은 컴퓨터-기반 계통에 대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70조에 대한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안전계통의 소프트웨어 요건시방서 개발에 

적합한 방법으로 IEEE Std. 830을 승인하고 있으며 부록 7-13은 디

지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건시방서 검토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더. RG 1.173,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디지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

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개발”(IEEE 1074,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공정개발”를 승인함) 

     - 적용범위 : 안전에 중요한 모든 계측제어계통 및 부품 

     - 검토방법 : 본 규제지침은 컴퓨터-기반 계통에 대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82조 및 

제84조에 대한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

은 안전계통 소프트웨어의 생명주기 공정개발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지침으로 IEEE Std. 1074를 승인하고 있고 부록 7-13은 신청자 및 

허가소지자의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을 설명하는 소프트웨어 개발계

획 및 소프트웨어 과제관리계획서 검토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IEEE Std. 1074에서 기술된 각 활동그룹에 대해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러. RG 1.174, “운영허가 변경관련 확률론적 위험도 평가를 이용한 위험도-정보 결

정을 위한 접근법” 

     - 적용범위 : 모든 계측제어계통 

     - 검토방법 : 본 규제지침은 24개월 핵연료 교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 계측제어 

정기 시험 주기 변경에 대한 평가의 일부분으로서 일반설계요건 13

에 대한 만족성 여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본 규제지침은 또한, 

운영변경이나 기술지침서 변경을 원할 때와 같이 발전소 인허가 근

거의 변경을 요구하는 사업자 요구를 지원하는 확률론적 위험도 평

가(PRA) 연구결과 및 위험도에 대한 사용 지침을 제공한다. 



부록7.1-1 개정 4 - 2014. 12- 25 -

  머. RG 1.177, “발전소별 위험도-정보활용 결정을 위한 접근법: 기술지침서” 

     - 적용범위 : 모든 계측제어계통 

     - 검토방법 : 본 규제지침은 24개월 핵연료 교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 계측제어 

정기 시험 주기 변경에 대한 평가의 일부분으로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대한 만족성 여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본 규제지침은 또한, 공학적 쟁점에 대한 고찰과 위험도

에 대한 이해를 적용하여 제안된 기술지침서 변경의 특성과 영향 

평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버. RG 1.180,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의 전자기파 및 무선 주파수 간섭 평가를 위

한 지침”(IEEE Std. 1050, MIL 표준 461E-1999의 일부, IEC 61000-3, 

IEC 61000-4, IEC61000-6, IEEE Std. C62.41 및 IEEE Std. C62.45를 승

인함) 

     - 적용범위 : 모든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 및 기기 

     - 검토방법 : 본 규제지침은 계측제어계통과 기기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를 만족하는 지를 평가하는 기

준을 제공한다. 본 규제지침은 전자기파 간섭/무선 주파수 간섭 및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 및 기기에 대한 전원 단락의 영향을 

다루는 타당한 전자기파 환경 운전 포락선, 설계, 설치 및 시험 수

단을 보여준다. 본 규제지침은 IEEE Std. 1050에서 인용한 IEEE 

Std. 518 및 IEEE Std. 665의 적용 가능한 부분을 승인하고 있다. 

서. RG 1.189, “가동중 원자력 발전소의 화재 방호” 

     - 적용범위 : 안전정지 계측제어계통

     - 검토방법 : 본 규제지침은 화재방호 규정 및 지침을 종합적인 지침으로 결합한

다. 이 지침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

조에 대한 계측제어 계통 및 기기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

공한다. 본 규제지침의 규제입장 5번은 안전정지, 대안 및 전용의 

정지계통의 성능목표를 제공한다. 이 입장은 고온정지 및 저온정지

를 달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계통 및 계측설비를 식별하고 

이러한 계통에 대한 설계기준 및 분석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

다. 안전정지 계측제어계통의 검토를 위한 RG 1.189 적용은 화재방

호 담당부서와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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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RG 1.200, “위험도 정보 활동을 위한 확률론적 위험도평가 결과의 기술적 적합성 

결정 방법론” 

     - 적용범위 : 모든 계측제어계통

     - 검토방법 : 본 규제지침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대

한 계측제어 주기시험의 주기 변경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동 규제지침은 PRA의 품질을 결정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저. RG 1.204, “원자력 발전소의 낙뢰보호를 위한 지침(IEEE Std. 665, IEEE Std. 666, 

IEEE Std. 1050, IEEE Std. C62.23을 승인)” 

     - 적용범위 : 안전에 중요한 모든 계측제어계통

     - 검토방법 : 본 규제지침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원

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제2013-08호에 대한 계측제어계

통 및 기기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본 규제지

침은 IEEE Std. 665, IEEE Std. 666, IEEE Std. 1050, IEEE Std. 

C62.23에 참조하는 IEEE Std. 80, IEEE Std. 81, IEEE Std. 81.2, 

IEEE Std. 142, IEEE Std. 367, IEEE Std. 487, IEEE Std. 1100, IEEE 

Std. C37.101, IEEE Std. C57.13.3, IEEE Std. C62.92.1, IEEE Std. 

C62.92.2, IEEE Std. C62.92.3, IEEE Std. C62.41.1, IEEE Std. 

C62.41.2, IEEE Std. C62.45에서 적용가능한 내용을 승인한다.

처. RG 1.209,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안전관련 컴퓨터기반 계측제어계통의 환경검증을 

위한 지침” 

     - 적용범위 : 모든 계측제어 안전계통 및 지원 데이터 통신계통 

     - 검토방법 : 본 규제지침은 컴퓨터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의 만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본 지침은 예상되는 

모든 서비스 조건에서 안전관련 기능을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검증 방법을 제공한다. 또

한, 온화한 환경에 위치한 컴퓨터의 환경검증 절차를 제공하고 RG 

1.89, 개정1을 추구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4는 컴퓨터의 환경

검증의 평가를 위한 검토지침을 제공한다.

5.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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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범위 : 표 7.1절 참조

   - 검토방법 : 부록은 특정 검토내용(분야)에 대한 평가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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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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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

한 규정“ 및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는 보호계통 및 안전계통에 대한 법규로서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와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를 규제요건으로 명시

하고 있다.  이중에서 보호계통에 대한 지침인  KEPIC ENB-6100의 범위는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심각한 원자로 사고발생시 공학적안전설비를 작동시키는 보호계통을 포함

한다.  원자로정지계통 및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이 규제요건을 만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 부록에서는 KEPIC ENB-6100, 3 및 4절의 요건을 기술하고 있다.  비록 이와 

같은 규정은 보호계통에 한해서만 요구하고 있으나 KEPIC ENB-6100의 기준은 설계기

준, 다중성, 독립성, 단일고장, 검증, 우회기능, 상태지시 및 시험 등을 언급하고 있으

며 7.2절 ～ 7.9절까지 자세히 언급하고 있음), 이 기준은 모든 계측 및 제어계통에 대

한 검토지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부록 7.1-3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

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를 만족하는 안전계통에 대한 허용기준을 제공한다. 부록 7.1-4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152,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 컴퓨터에 사용되는 기

준”에서 승인한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를 만족하는 허용기준

을 제공한다.  

II.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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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부록은 보호계통 검토에 이용되고 있는 KEPIC ENB-6100요건을 기술하고 있으

나 유일한 검토서류로 사용할 의도는 아니다. 이 부록의 각 부분은 직접적으로  

KEPIC ENB-6100의 하나 이상의 기준과 관련이 있다. 이 검토와 관련된 부가적인 배경

이나 이에 따른 세부적인 정보는 본 부록의 참고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KEPIC 

ENB-6100의 지침을 따르는 보호계통들의 계측제어분야 검토는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

들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게 다른 분야와도 협조,연계하여야 한다.

   

• 보조지원설비들과 다른 보조설비들의 상당 부분들이 안전성분석보고서 4, 5, 6, 8, 9, 

10, 12, 15, 18장과 19장에 기술되어 있다. 계측제어분야의 심사자는 이들 보조설비

가 심사자에 의해 적절히 검토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장의 심사자들

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부지특성, 계통들(물리적, 행정적) 및 다른 절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기술된 분석

내용들이 계측제어분야에 요건들을 부과할 수도 있다.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계

측제어계통이 이러한 요건들을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절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계측제어계통이 다른 발전소 설비와 분석자료들에 관련요건들을 부과할 수도 있다.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타 분야에서 이러한 요건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계통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발전소의 다른 계통이 계측제어계통에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계측제어분야 담당

부서는 이러한 요건들이 검토시 고려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계통의 담당부서

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각 계측제어계통에 필요한 협조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0절

에 논의된다.

III. 설계기준

   KEPIC ENB-6100의 3절은 보호계통에서 갖추어야 할 특정한 설계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 완전성 - 설계기준은 계통의 안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설명

하여야 하고 보호계통에 대한 설계기준은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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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 요건들을 설명하기 위해 확인되어야 한다. 각 설계기준항목에 기술된 정보

는 계측제어계통의 상세설계가 가능하도록 상세하여야 하며 계측제어계통들의 모든 

기능적 요건들과 운전환경들이 기술되어야한다. 최소한으로 KEPIC ENB-6100 3절 

(1)부터 (9)까지에 명시된 각 설계기준 내용들이 설명되어야 한다. 

• 일관성 -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의 설계기준사건 분석내용을 포함(기계 및 전기계통

설계, 기타 발전소 계통설계)하여, 발전소의 안전관련 분석내용들과 정보의 일관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기준에서 제공된 정보들은 분석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설계

기준들은 모순된 요건들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 정확성 - 설계기준항목들에 대해서 제시된 정보는 기술적으로 정확해야 한다.

• 추적성 - 안전해석, 발전소 계통설계자료, 규제요건, 신청자의 약정, 기타 발전소 자

료 등에 대한 각 설계기준의 정보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 명료성 - 단독이건 조합이건 설계기준에 제공된 정보는 오직 하나의 정의를 갖고 있

어야 한다.

• 검증성 - 설계기준항목들에 제공된 정보는 검증기준의 설정, 분석성능 및 여러 보호

계통의 검토 등이 용이하도록 제공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특성들에 추가하여 KEPIC ENB-6100 3절의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언급되어야 한다.

   3(1)절에는 보호조치를 요하는 조건들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정보는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의 안전해석과 일치해야 한다. 부록 7-4는 보조급수계통을 개시

시키고 제어하는 계통의 설계기준사고 검토에서 고려하여야 할 고장과 오동작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부록 7-5는 보호조치를 요하는 조건의 검토시 고려되어

야 할 반응도제어의 오동작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가정된 오동작은 안전성분

석보고서 7.7절에 기술된 제어계통 고장모드와 7.6절에 기술된 반응도제어 연동기능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3(2)절에는 보호조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감시되어야 할 변수들을 명시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안전성분석보고서 7.2절과 7.3절의 표에는 이 같은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3(3)절에는 3(2)절에서 요구한 변수들에 대해서 공간적 종속성을 갖는 감지기들의 최소 

수량과 위치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청자의 분석결과는 감지기의 수량 및 위

치가 적절함을 입증해야 한다. 아래의 4.2절은 이러한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단일고장

기준의 고려를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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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5) 및 3(6)절에는 운전제한치, 운전제한치와 불안전한 조건의 개시수준(설정치) 

간의 여유(Margin) 및 각 변수의 보호조치를 요하는 한계(안전제한치) 등을 명시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신청자의 분석결과는 계통의 부적절한 작동 가능성이 낮도록 운전

제한치와 설정치간에 적절한 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안전제한치를 초과하기 전에 보

호조치가 개시되도록 안전제한치와 설정치간에 적절한 여유가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RG 1.105, "안전계통의 계기설정치" 그리고 부록 7-11은 안전계통의 설정치 결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설정치 분석에서 사용되었던 계기의 성능자료는 3(9)절에

서 논의되었던 설계기준에서 확립되었던 성능요건들과 일치하여야 한다.

   부록 7-6은 주입모드에서 재순환모드로 전환하기 위해 수동으로 조작되는 과도기

간을 허용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를 결정하는데 특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

다. 

   3(7)절에는 정상, 비정상 및 사고 등의 조건에서 에너지 공급 및 환경의 과도상태와 

정상상태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8)절에는 보호계통의 기기를 물리적으

로 손상시키거나 혹은 계통의 성능저하를 가져올 환경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오작

동(Malfunction), 사고 혹은 기타 특별한 사건 등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9)절에는 보호조치의 결과가 이용될 때까지 수용해야 할 계통의 응답시간, 계통의 

정확도, 범위, 감지변수의 변화율 등을 포함한 성능요건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5장에 기술된 적용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신청자의 분석결과는 계통의 성능요건이 보

호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위해 적절함을 입증해야 한다. 

Ⅳ. 요 건

4.1. 일반 기능요건 (KEPIC ENB-6100, 4.1절)

 

   이 절은 보호계통이 정밀도 및 신뢰도를 가지고 KEPIC ENB-6100의 3(7)절에서 3(9)

절에 기술한 조건 및 성능의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신청자의 분석결과는 보호계통이 성능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검증되었음을 입증

해야 하며, 평가에서는 일반적인 기능요건이 다양한 계통기기들에 적절하게 할당되었

음을 확인해야 한다. 보호계통의 정밀도 평가에는 설정치, 여유도(Margin), 오차 및 응

답시간 등이 그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언급해야 한다. 자동개시는 모든 보호기

능에 요구되며 수동개시 능력도 역시 동일하게 요구된다(4.17절 및 RG 1.62 참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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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도에 대한 내용이 다음에 기술되어 있다.

   심사자의 계통신뢰도에 대한 수용은 정량적인 신뢰도 목표들보다 KEPIC ENB-6100

에서 기술된 결정론적인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검토담당부서는 보호계통의 신뢰도요

건을 만족시키는데 단 하나의 수단으로서 정량적인 신뢰도목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분

석, 시험 및 운전경험 등을 조합하여 수행된 정량적인 신뢰도 결정법은 계측제어계통

의 성능신뢰성 측면에서 부가적인 신뢰도수준을 제공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보호계통설계에 반영된 다중성, 다양성, 시험성 및 품질의 정도가 수행될 

안전기능에 상응한 기능적 신뢰성을 확보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4.2. 단일고장기준 (KEPIC ENB-6100, 4.2절)

   이 절은 보호계통내의 어떤 단일고장이 계통수준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청자의 분석결과는 단일고장기준의 요건이 만족됨을 입증해

야 한다. 단일고장기준의 적용지침은 RG 1.53에 의해 보완된 KEPIC ENB-3000에 제시

되어 있다. 

   발전소 보호를 위하여 어떤 변수의 공간적 종속성이 여러 개의 감지채널을 요구한

다면 각 경우에 대해서 다중성관련 요건이 결정된다. 예를 들면, 원자로출력 감시는 

적절한 보호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구성으로서 최소 감지기 수를 배치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이러한 측면의 다중성은 다중성 요건을 수립하기 위해 원자로계통분야 검토

부서와 협조하여 검토되어야한다.

   지진 혹은 사고 환경에 검증되지 않는 부품 및 계통과 비안전 등급의 부품 및 계

통은 만약 이들의 기능 실패가 보호계통의 성능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기능을 발휘하

지 못한 것으로 가정한다. 반대로 이들 부품 및 계통은 만약 이들의 기능 수행이 보호

계통의 성능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보호계통내에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 예측될 수 있는 모든 고장은 만약 그 고장이 보호계통의 성능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고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장비

는 고장을 가정하기 위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비안전등급의 검증되지 않은 장비의 

고장과 특정사건에 의한 고장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한 후에 임의의 단일고장이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고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보호계통은 특정사건의 결과를 완

화하는데 필요한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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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부품 및 모듈 품질 (KEPIC ENB-6100, 4.3절) 

   신청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의 품질보증에 관한 규정이 보호계통에 적용되었음을 입증해

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합성 평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17장 검토에서 이루어진다.

4.4. 기기 검증 (KEPIC ENB-6100, 4.4절)

   신청자는 KEPIC ENB-6100의 3(7) 및 3(8)과 상기 3절에 논의된 바와 같이 보호계통

의 설비가 그 설치지점의 환경조건범위에서 기능상의 성능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됨을 입증해야 한다. 

   계측제어분야는 보호계통 계측제어설비에 대해서 온화한 환경에서의 환경검증과 

전자파 장해에 대한 품질검증을 검토하여야 하며 극한 환경 및 지진부하에 대한 설비

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분야와도 협의하여야 한다. 극한 환경하에서의 검증

관련 검토는 계측제어분야(전력계통)와 협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내진 검증은 내진검증

관련 검토부서와 협조하여야 한다. 

   온화한 환경에서의 환경검증은 KEPIC END-1100 "전기 1급 기기 검증”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보호계통의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환경제어계통의 단일고

장이 보호계통의 설비 손상을 초래하지 않고, 그 지역내에 있지 않는 보호계통이 그 

안전기능을 완수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제어계

통의 상실은 보호계통이 안전기능을 달성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되는 단일고장으로 

취급한다. 

일반적으로 환경제어계통의 상실이 환경조건을 신속하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계통의 설계기준은 그 지역의 환경조건 감시와 이 계통이 정상운전 상태로 복구될 

때까지 최악의 환경조건을 장비의 손상한계 이내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를 취하는데 달려 있다. 만약 그러한 기준이 사용된다면 신청자는 환경제어계통과 그 

계통의 고장 혹은 오동작을 지시하는 감지계통간에 독립성이 유지됨을 확인해야 한다.

 온화한 환경에서의 검증 검토 시 계측감지라인의 환경보호가 RG 1.151, "계측감지라

인“의 지침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RG 1.180, "안전관련 계측 및 제어계통의 EMI/RFI 평가지침”의 지침에 따른 전자파

장해검증은 전자파장해검증 및 정전기방전에 대한 검증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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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방법이다.

   

   낙뢰로부터의 보호는 전자기 적합성(EMC) 검토의 한 부분으로서 다루어져야 하며, 

낙뢰보호특성은 RG 1.204, "원자력발전소의 낙뢰보호지침“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15조 그리고 10 CFR 50.49의 요

건충족에 대한 평가관련 검토부서는 극한 환경의 기기검증과 지진사건의 요건을 만족

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이 기기검증에 대한 검토지침은 안전심사지침 3.10절과 3.11

절에 기술되어 있다.

4.5. 채널 건전성 (KEPIC ENB-6100, 4.5절)

   3(7)절 및 3(8)절에 제공된 정보는 설계가 설계기준에 명시된 조건에 대한 기기검증

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고장은 다른 기기의 건전성을 보

호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에너지 공급 및 환경 측면의 과도 및 정상상태의 범

위에서 보호계통의 기능상 성능요건을 전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보호계통의 각 부품

과 계통선반(Rack) 및 판넬 등에 대한 시험이 수행되었는지를 확인 및 검토한다.  시

험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보호계통의 부품이 사용조건의 범위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설계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보호계통성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설비들은 KEPIC ENB-6100의 모든 요건

을 만족하여야 하며, 보호계통의 일부이면서 보호계통과 격리되지 않은 기타 보조설비

들은 이들 부품과 계통이 허용수준이하로 보호계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KEPIC ENB-6100의 요건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부록 7-8은 

원자로 보호설비의 보조설비로서 예상된 원자로정지의 검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다수호기 발전소에서 발전소간의 구조물, 계통 그리고 기기의 공유는 만일 모든 발

전소에서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있다. 공유한 지시계와 제어기를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인간공학분야 검토담

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공유하는 사용자 연계설비들은 각 공유된 호기에서 운

전원의 요구를 지원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계측제어분야와 전력계통분야는 전원공급요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계측제어분야 심

사자는 계측제어계통의 보호계통에 공급되는 전원설비들이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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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이러한 분야의 검토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채널의 건전성에 대한 검토는 계통의 차단, 에너지상실, 가혹한 환경과 같은 조건

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가 보호계통이 고장시에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거나 다

른 기준에 의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상태에 도달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은 신청자의 고장모드 및 영향분석의 평가를 통해 평가되어야 하며 이 분

석은 각 고장 영향의 허용성을 정당화시켜야 한다. 원자로정지계통(RTS) 기능은 고장

시 정지상태로 되어야 한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ESFAS) 기능은 고장시 사전에 정

의된 안전한 상태로 되어야 한다. 많은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의 사전 정의된 안전상

태는 작동된 기기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4.6. 채널 독립성 (KEPIC ENB-6100, 4.6절)

 독립성은 아래와 같은 두 개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가. 물리적인 독립성

  나. 전기적인 독립성

  물리적, 전기적 독립성 평가에 대한 지침은 RG 1.75, "전력계통의 독립성 기준”에 

제공되어 있으며 RG 1.75는 ENB-2000 "전기 1급 기기 및 회로의 독립성"을 승인하고 

있다. 신청자는 보호계통의 설계가 보호계통의 다중채널에서 공유되는 기기의 사용을 

배제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기기들에는 작동, 리셋, 모드, 혹은 시험을 위

한 공통스위치, 공통감지선로, 다중 채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이 있

다. 물리적 독립성은 물리적 분리와 보호방벽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기적 독립성은 분

리된 전원의 이용을 포함해야 한다. 계측제어분야와 전력계통분야는 전원에 대한 요건

을 검토한다. 계측제어분야 심사자는 계측 및 제어계통의 전원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분야의 요건들을 참고해야 한다. 독립적인 채널간의 신호전달은 격리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0은 격리장치의 적용 및 검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4.7. 제어 및 보호계통 상호 작용 (KEPIC ENB-6100, 4.7절)

   제어 및 보호계통의 상호영향은 전기적 격리 및 상호연결 등을 조사하는 것 이상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어계통의 기능수행이 보호계통의 적절한 조치를 방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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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해야 한다. KEPIC ENB-6100, 4.7절은 격리장치 및 확실한 단일사건으로 인

한 다중 고장 등에 관한 예를 설명하고 있다.  신청자의 분석결과는 제어 및 보호계통

의 상호영향에 관한 요건이 만족됨을 입증해야 한다(상기 4.2절 참조).

4.8. 계통입력 유도 (KEPIC ENB-6100, 4.8절)

   예를 들면, 유량상실보호를 요구하는 보호계통은 일반적으로 유량감지기로부터 신

호를 받는다. 설계는 압력신호나 펌프속도와 같은 간접적인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청자는 간접적인 변수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직접적인 변수를 대신하는 유

효한 변수임을 검증해야 한다.

  직접 측정된 변수와 그 변수가 보호기능을 제공하는 사고의 변수에 주어진 신뢰도

와 가상사고에 대한 응답도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직접 및 간접변수에 대하여, 신청자는 보호계통입력을 제공하는 기기의 특성들(예를 

들면, 범위, 정확도, 분해능, 응답시간)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15장에 제공된 분석과 일

치함을 확인해야 한다.

4.9. 감지기의 점검능력 (KEPIC ENB-6100, 4.9절)

1.    입력감지기의 가용성(Availability)을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판독 가능한 다중채널을 상호점검(Cross Checking) 하는 것이다. 단지 두개의 채널

만이 제공되는 경우, 신청자는 두 채널의 데이터 정보가 서로 다를 때 운전원이 잘

못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신청자는 지시되지 

않는 감지기의 운전 가용성을 점검하기 위한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4.10. 시험 및 교정능력 (KEPIC ENB-6100, 4.10절)

   보호계통의 주기시험에 대한 지침은 RG 1.22, “보호계통의 주기시험”과 KEPIC 

ENF-3100 "안전 계통 주기시험"을 승인하고 있는 RG 1.118, "전력 및 보호계통의 주

기시험”, 에 제공되어 있다. 시험 및 교정능력의 정도는 주로 설계가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검출될 수 없는 고장은 우발적이고 검출 가능한 단일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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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주기시험은 보호계통에서 요구하는 전반적

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실제에 가깝게 수행되어야 한다. 시험은 자동 

및 수동회로의 운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출력운전중 시험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출력운전중 시험이 중첩시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때에는 시험계획은 한 시

험대상부분과 다른 시험대상부분이 중첩되도록 해야 한다. 배선분리, 점퍼설치, 설치된 

기기에 대한 유사한 변경을 요구하는 시험절차는 출력운전중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험 및 교정규정의 검토는 계통설계가 운영기술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유형별 시험

을 지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한다. 계통설계는 운전제한조건이 

총족되지 않을 때 운영기술지침서가 요구하는 보완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설계는 각 

보호계통채널에 대한 각 기능의 트립이나 우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11. 운전 중의 채널 우회 또는 제거 (KEPIC ENB-6100, 4.11절)

   운전으로부터 우회나 제거에 대한 규정이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조

치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한다.

4.12. 운전 우회 (KEPIC ENB-6100, 4.12절)

   운전중 우회의 자동제거에 대한 요건은 원자로 운전원이 그러한 제거에 있어서 어

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운전원은 보호동작의 불필요한 개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4.13. 우회 표시 (KEPIC ENB-6100, 4.13절)

   우회기능 및 작동불능 상태지시에 관한 지침은 RG 1.47에 제시되어 있다.

4.14. 우회 수단에의 접근 (KEPIC ENB-6100, 4.14절)

   우회가 되도록 하는 조작은 자격을 갖춘 발전소 요원으로 제한하고, 제어실 운전원

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행정적인 통제는 허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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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다중 설정치 (KEPIC ENB-6100, 4.15절)

   "긍정적 수단" 에 대한 해석은 보다 엄격한 설정치가 필요시에 사용되도록 보장하

기 위해 자동 조치가 마련됨을 의미한다. 부록 7-3은 원자로 냉각재펌프 고장시 운전

을 허용하는데 사용되는 다중 설정치에 대한 추가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4.16. 작동 개시된 보호조치의 완결 (KEPIC ENB-6100, 4.16절)

   이 항에 대한 검토담당부서의 검토는 계통수준의 보호동작이 완료되도록 하는 봉

인(seal in) 특성이 제공된 기능 및 논리도면의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  봉인 특성에는 

안전기능에 적절한 시간지연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봉인 특성은 계통이 응답시간 

요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검증된 보호명령이 내려졌음을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동

할 필요가 없다.

4.17. 수동 개시 (KEPIC ENB-6100, 4.17절)

   보호동작의 수동개시에 대한 특성들은 RG 1.62, "보호동작의 수동개시”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수동제어에 대한 검토는 제어되는 기능과 제어기의 특성들(위치, 범위, 

형태, 분해능)이 발전소 운전원으로 하여금 적절한 수동동작을 취할 수 있게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간공학분야와 협조해야 한다.  수동제어에 대한 검토는 수동조치가 

필요한 발전소 조건하에서 제어가 (예, 전원이 가용하고 제어기기가 적절하게 검증됨) 

적절히 작동됨을 확인해야 한다.

4.18. 설정치 조정, 교정 및 시험 지점에의 접근 (KEPIC ENB-6100, 4.18절)

   접근통제에 대한 검토는 설계특성이 시험점에 대한 접근과 설정치 변경을 위한 수

단을 포함하여 보호계통기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통제는 보호계통 판넬문에 대한 경보와 잠금장치와 같은 

대책이나 보호계통기기가 위치한 방에 대한 접근통제를 포함한다.

4.19. 보호조치의 식별 및 정보 판독 (KEPIC ENB-6100, 4.19절, 4.2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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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지시에 대한 검토는 지시된 정보와 지시기의 특성들(예를 들면, 위치, 범위, 형

태 및 분해능)이 운전원에게 계통과 발전소상태를 알려주어서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지를 원자로계통검토담당부서와 협조하여 확인해야 한다.

    수동으로 제어되는 동작에 대한 정보지시의 검토는 수동동작이 필요한 발전소 조

건하에서 지시기가 기능을 다하는지(예를 들면, 전원이 가용하고 감지기가 적절하게 

검증됨)를 확인해야 한다.

    보호계통의 우회와 동작불능상태지시는 RG 1.47,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의 우회 

및 동작불능상태지시”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4.20. 계통 수리 (KEPIC ENB-6100, 4.21절)

   보호계통은 고장점검을 위한 자기진단능력을 포함할 수도 있다.

4.21. 식별 (KEPIC ENB-6100, 4.22절)

   식별에 대한 지침은 ENB-2000을 승인하고 있는 RG 1.75에 제공되어 있다. 우선적

인 식별 방법은 기기, 전선, 캐비넷에 대한 색깔표식이다.

Ⅴ.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

한 품질보증“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

한 규정 고시“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

용에 관한 지침 고시“

 6. IEEE Std 279-1971. "Criteria for Protection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부록7.1-2                                                     개정 4 - 2014. 12- 13 -

 7. IEEE Std 323-2000. "IEEE Standard for Qualifying Class 1E Eq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8. IEEE Std 379-1988. "Standard Application of the Single-Failure Criterion to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 Safety Systems." 

 9. IEEE Std 603-1991. "IEEE Standard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10. IEEE Std 665-1987. "Guide for Generation Station Grounding."

11. IEEE Std 7-4.3.2-2003, “IEEE Standard Criteria for Digital Computers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Generating Station."

12. Regulatory Guide 1.105, "Instrument Setpoints for Safety Systems." Office of 

Nuclear Regulatory Research, U.S. Nuclear Regulatory Commision, 1999 

13. EPRI Topical Report TR-102323. "Guidelines for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Testing in Power Plants."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September 1994. 

14. ANSI/IEEE Std 338-1987. "Standard Criteria for the Periodic Surveillance Testing 

of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15. IEEE Std 384-1992. "IEEE Standard Criteria for Independence of Class 1E 

Equipment and Circuits." 

16. NFPA Std 78. "Lighting Protection Code"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1992

17. Regulatory Guide 1.118. "Periodic Testing of Electric Power and Protection 

Systems." Office of Nuclear Regulatory Research,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95. 

18. Regulatory Guide 1.153. "Criteria for Powe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Portions 

of Safety Systems." Office of Nuclear Regulatory Research,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January 1996. 

19. Regulatory Guide 1.22. "Periodic Testing of Protection System Actuation Functions." 

Office of Nuclear Regulatory Research,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72. 

20. Regulatory Guide 1.47. "Bypassed and Inoperable Status Indication for Nuclear 

Power Plant Safety System." Office of Nuclear Regulatory Research,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73. 

21. Regulatory Guide 1.53. "Application of the Single-Failure Criterion to Nuclear 



부록7.1-2                                                     개정 4 - 2014. 12- 14 -

Power Plant Protection Systems." Office of Nuclear Regulatory Research,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2003. 

22. Regulatory Guide 1.62. "Manual Initiation of Protection Action." Office of Nuclear 

Regulatory Research,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73. 

23. Regulatory Guide 1.75. "Physical Independence of Electrical Systems." Office of 

Nuclear Regulatory Research,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2005. 

24. SECY-93-087. "Policy, Technical, and Licensing Issues Pertaining to Evolutionary and 

Advanced Light-Water Reactor (ALWR) Designs." April 2, 1993. 

25. Staff Requirements Memorandum on SECY-93-087. "Policy, Technical, and 

Licensing Issues Pertaining to Evolutionary and Advanced Light-Water Reactor 

(ALWR) Designs." July 15, 1993.

26. KEPIC ENB-6100-2005, "보호계통 설계"

27. KEPIC ENB-1100-2005, "안전계통 설계"

28. KEPIC ENB-6370-2008,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

29. KEPIC ENB-3000-2005, "안전계통 단일고장기준"

30. KEPIC ENF-3100-2005, "안전 계통 주기시험"

31. KEPIC END-1100-2005, "전기 1급 기기 검증"

32. KEPIC ENB-2000-2005, "전기 1급 기기 및 회로의 독립성"



지 침 번 호 KINS/GE-N001

분 류 번 호 부록7.1-3

개 정 번 호 4

발 행 일 자 2014.1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분류번호 : 부록 7.1-3

제 목 :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 준수에 관한 평가지침

검토주관부서 : 계측제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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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 ‘92.4

1 ‘93.5 ‘93.5

2 ‘99.10 ‘99.10

3 지성현 ‘09.12 김대일 ‘09.12

4 지성현 ‘14.11 정충희 ‘14.11





부록7.1-3                                                     개정 4 - 2014. 12- 2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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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

한 규정“ 및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는 보호계통 및 안전계통에 대한 법규로서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와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KEPIC ENB-1100은 KEPIC ENB-6100에서 요구하는 보호계통의 요구사항과 안전

관련 계측제어분야의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규로 인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에는 KEPIC ENB-1100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KEPIC ENB-1100의 기준은 설

계기준, 다중성, 독립성, 단일고장, 검증, 우회, 상태지시, 시험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7.2절～7.9절까지 자세히 언급하고 있음), 이 기준은 모든 계측 및 제어계통에 대한 검

토지침으로서 이용된다. 따라서 검토자는 안전계통의 부분은 아니지만 높은 수준의 안

전중요도가 있는 계측제어계통의 검토 시 KEPIC ENB-1100의 개념을 시작점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이 부록은 안전계통이 규제요건을 만족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안전계통 검토에 사용되

고 있는 KEPIC ENB-1100의 지침을 논하고 있다. 이 부록의 하부절은 KEPIC 

ENB-1100의 하나이상의 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 검토와 관련된 부가적인 배

경이나 이에 따른 세부적인 정보는 본 부록의 참고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안전심사

지침 부록 7.1-2는 KEPIC ENB-6100의 요건적용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KEPIC ENB-1100은 직접적으로 디지털기반의 계통을 논하지 않는다. 컴퓨터기반계통에 

안전계통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지침은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

이 제공되어 있다.  KEPIC ENB-6370은 RG 1.152,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의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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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대한 기준”가 승인하고 있다. 

II. 범 위

   KEPIC ENB-1100의 범위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7.2～7.6절에 걸쳐 기술된 모든 계

측 제어 관련 안전계통들을 포함한다. 제어계통과 보호계통간의 독립성에 대한 요건을 

제외하고, KEPIC ENB-1100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7.7항과 7.8항에 기술된 제어계통과 

다양성 계측제어계통과 같은 비안전계통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어떠한 계

측 및 제어계통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안전성의 중요도가 높은 비안전 계측

제어계통에 대해서도 KEPIC ENB-1100의 개념을 계통 검토시에 시작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고려사항에는 설계기준, 다중성, 독립성, 단일고장, 검증, 우회, 상태

지시, 시험이 있다. 7.9항에 기술된 디지털 데이터 통신계통은 다른 계측 제어 계통을 

위한 지원 계통이다. 따라서 디지털 데이터 통신계통은 지원을 받는 계통에 적용되는 

요건과 지침을 따르게 된다. 결과적으로 KEPIC ENB-1100 지침은 안전계통의 기능을 

지원해주는 데이터 통신 계통에도 직접 적용될 수 있다. KEPIC ENB-1100의 지침을 따

르는 안전계통에 대한 계측제어분야의 검토는 다음의 고려사항들과 관련이 있는 다른 

분야와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 KEPIC ENB-1100에 정의된 보조지원설비와 다른 보조설비의 상당부분들이 안전

성분석보고서의 4, 5, 6, 8, 9, 10, 12, 15, 18 및 19장에 기술되어 있다. 계측제어

분야의 심사자는 보조설비들이 검토시에 적절하게 언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절들에 대한 검토담당부서와 협조해야 한다.

   ∙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다른 절들에 기술된 부지특성, 계통(물리적, 행정적), 분석은 

계측제어계통에 요건을 부과할 수도 있다. 계측제어분야의 검토담당부서는 계측 

제어계통이 이들 요건을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절들에 

대한 검토담당부서와 협조해야 한다.

   ∙ 계측 제어계통은 다른 발전소 계통과 분석에 요건을 부과할 수도 있다. 

      계측제어분야 검토담당부서는 타 분야에서 이들 요건을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 관련계통들의 검토담당부서와 협조해야 한다.

   ∙ 발전소의 다른 계통분야 또한 계측제어계통에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계측제어

분야 검토담당부서는 이들 요건이 검토시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계통들의 검토담당부서와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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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계측제어계통에 필요한 협조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0절의 5항에 논의되어 

있다.

III. 정의, 약어 및 참조문헌

   KEPIC ENB-1100에 서술된 것 이상의 정의 및 약어는 없다. 

   KEPIC ENB-1100에서 열거한 참고문헌에 추가로 계측제어 심사자는 검토주제와 관

련된 표준, 규제기준, 부록(분야별 기술적 입장) 및 다른 지침을 숙지해야 한다. 적용가

능한 문서는 각 검토주제를 논의할 때 식별된다. 이러한 검토에 관한 상세한 정보나 

추가적인 배경은 이 부록의 참고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Ⅳ. 안전계통 설계기준

   KEPIC ENB-1100의 4절은 각 안전계통의 설계를 위한 상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기준이 아래에 기술된 특성들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되

어야 한다.

가. 완전성 - 설계기준은 계통의 안전성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계통의 기능을 

서술해야 한다. 안전계통에 대해서는 설계기준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20의 관련 기술기준의 요건을 서술해야 한다. 각 설계기준에 대한 정보는 

계측 제어계통의 상세설계가 가능하도록 충분해야 한다. 계측 제어계통에 대한 모

든 기능요건과 운전환경이 기술되어야 한다. 최소한 KEPIC ENB-1100의 4.1항에서 

4.12항에 걸쳐 기술된 모든 설계기준이 서술되어야 한다.

나. 일관성 - 설계기준에 제공된 정보가 발전소 안전해석,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의 

설계기준사고해석, 기계 및 전기계통설계, 다른 발전소 계통설계와 일관성을 유지

하고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설계기준은 모순된 요건들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다. 정확성 - 설계기준에 제공된 정보는 기술적으로 정확해야 한다.

라. 추적성 - 안전해석, 발전소 계통설계문서, 규제요건, 신청자의 약정, 다른 발전소 

문서에 대한 각 설계기준의 정보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마. 명료성 - 단독이건 조합이건 설계기준에 제공된 정보는 오직 하나의 정의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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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바. 검증성 - 설계기준에 제공된 정보는 검증기준의 설정, 분석성능 그리고 여러 안전

계통의 검토가 용이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들에 추가하여 KEPIC ENB-1100의 4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고려

되어야 한다.

   4.1항은 각 운전모드에 적용할 수 있는 설계기준사고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정보는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에 제공된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부록 7-4는 보조급수

계통을 개시시키고 제어하는 계통의 설계기준사고확인에서 고려되어야 할 고장과 오

동작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부록 7-5는 설계기준사고 분류시에 고려되

어야 할 반응도제어의 오동작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가정된 오동작은 안전성

분석보고서 7.7절에 기술된 제어계통고장모드와 7.6절에 기술된 반응도 제어 연동기능

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4.4항은 보호동작을 제공하기 위해 감시되고 있는 변수들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으

며 안전성 분석보고서 7.2, 7.3절의 표에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성능요건(계

통응답시간, 계통의 정확성, 범위 및 보호동작의 결정까지 제공되는 감지변수의 변화

율)은 계통선정 시에 명시되어야 한다. 15장에 제공된 부분을 포함하여 신청자의 분석

은 계통성능요건이 보호동작을 완료시키는데 적절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4.4항은 각 변수와 관련된 해석적 제한치의 명시를 요구하고 있다. 해석적 제한치

와 설정치 사이에 적절한 여유도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사항들이 6.8항에 논의

되어 있다.

   4.5항은 보호동작의 수동개시와 제어가 허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기술하고 

있다. 부록 7-6은 안전주입에서 재순환 모드로의 전환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수동전환

개시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를 결정하기 위한 상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4.6항은 공간적으로 종속적인 4.4항의 변수들에 대한 감지기의 최소 수와 위치를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청자의 분석은 감지기의 수와 위치가 적절함을 증명해야

한다. 아래의 5.1항은 이 분석평가시에 단일고장기준의 고려를 논하고 있다.

   4.7항은 계통이 수행해야할 정상, 비정상, 사고조건시의 환경과 에너지공급을 위해 

과도 및 정상상태조건의 범위가 명시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정보는 이후의 평가

에서도 이용이 된다.

   4.8항은 안전계통성능의 기능적 저하가능성을 갖는 조건들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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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에 따라서 필요한 보호동작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정

보는 기술기준의 5.4항, “기기 검증”에 대한 집중적인 고려와 함께 이후의 평가에서

도 사용된다.

   4.9항은 안전계통설계의 신뢰도가 그 설계에 적절한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방법들

과 정성적 혹은 정량적인 계통설계의 신뢰도 목표가 충족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들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계통의 신뢰도에 대한 심사자의 승인은 정량적인 

신뢰도 목표가 아닌 KEPIC ENB-1100과 KEPIC ENB-6370에 기술된 결정론적 기준을 

근거로 삼는다. 그러므로 계통설계기준은 이러한 결정론적 기준이 만족됨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방법들을 논의해야 한다.

   검토담당부서는 안전계통의 신뢰도에 대한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량적 신뢰도 목표개념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분석, 시험, 운전경험들을 조합하여 행

해진 정량적 신뢰도 결정법은 계측 제어계통의 신뢰성 측면에서 부가적인 신뢰수준을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 컴퓨터를 포함하는 안전계통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신뢰도를 모두 고려

해야 한다. 하드웨어고장의 결과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고장은 설계실수에 의해 발생하

므로 하드웨어 신뢰도 분석에 사용되는 우발적인 고장거동을 따라서는 안된다. 결과적

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의한 불확실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른 방법론이 필요하

다. 예를 들면, 하드웨어 기기의 신뢰도는 계통의 다중성과 정량적인 신뢰도 모델링 

평가에 의해 증명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는 폭넓은 입력조건아래서 시험과 

함께 개발공정의 평가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다.

Ⅴ. 안전계통기준 (KEPIC ENB-1100, 5절)

   이 절은 안전계통이 정확성과 신뢰도를 갖고 설계기준사고에 의해 설정된 허용제

한치내에서 발전소 변수들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청자의 분석은 보호계통이 

성능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증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평가

는 일반기능요건들이 각 계통의 기기들에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

한 관점에서 계측제어분야 검토는 계통설계가 계통설계기준요건들을 만족하고 있는지

를 확인해야 한다. 계통설계기준요건의 적합성 확인과 계통이 이 요건을 잘 따르고 있

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은 계측제어분야 검토의 중요한 일부분이 될 것이다.



부록7.1-3                                                     개정 4 - 2014. 12- 7 -

   5절의 하부 절과 6, 7, 8(추후 논의됨)절들은 안전계통이 설계기준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상세 지침을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항목들은 안전계통에 요구되는 신뢰도 수준

을 제공할 수 있는 결정론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들은 전체계통과 개별계통 

모두와 관련이 있다.

5.1 단일고장기준 (KEPIC ENB-1100, 5.1절)

   이 절은 안전계통의 단일고장이 계통수준에서의 적절한 보호동작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신청자의 분석은 단일고장 기준의 요건들이 충족됨을 확인해

야 한다. 단일고장 기준의 적용지침은 RG 1.53, "원자력발전소 보호계통에 대한 단일

고장기준의 적용“에 제공되어 있다.  RG 1.53은 KEPIC ENB-3000 "안전계통 단일고

장기준“을 승인하고 있다.

   발전소보호를 위해 여러 개의 감지 채널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각 경우에 대해 다

중성요건들이 결정된다.  예를 들면, 노심출력감시는 적절한 보호기능을 제공하기 위

한 구성으로서 최소 감지기 수를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다중성 측면은 

다중성 요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원자로설계검토담당부서와의 협조아래 다루어진다.

   만일 고장이 안전계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 지진사고나 사고환경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기와 계통 그리고 비안전등급의 기기와 계통이 제대로 동

작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만약 기능작동이 안전계통성능에 역효과를 준다면 이들 

기기와 계통이 작동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기기검증의 미비는 어떤 고장의 

가정을 하게 되며 임의의 사고에 의해서 비안전등급 및 품질보증되지 않은 기기들은 

먼저 고장난다는 가정 후에 임의의 단일고장이 가정되어진다. 이러한 사고를 가정한 

상태에서 안전계통은 특정사고의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컴퓨터기반 계측제어계통은 아날로그 계통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데이터, 데

이터전송, 기능, 공정기기를 공유한다. 이러한 공유가 디지털 계통의 많은 이점을 주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종류의 사고에 대한 계측제어계통의 취약성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으로서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쟁점사항은 공유데이터와 공정기기를 사용한 설계

가 다중성기기의 공통원인고장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또 다른 쟁점사항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의 오류가 하드웨어의 설치구조에 의해 얻어진 다중성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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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들로 인해 검토담당부서는 기능내 및 기

능간의 공통원인고장에 대한 심층방어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심층방어 기준은 기기 

및 인적오류에 의한 고장이 공중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전소 안

전을 위해 여러 단계의 방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심층방어 및 다양성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디지털 컴퓨터기반 계통에 대한 공통원

인고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형 경수로에 대한 디지털 계측 제어계

통의 공통원인고장에 방어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규제기관의 입장이 SECY- 93-087, "

개량형 경수로(ALWR)설계관련 정책, 기술적, 인허가현안“의 규제요건 메모에 나타나 

있다(18번 항. ⅡQ, "디지털 계측 제어계통의 공통모드고장에 대한 방어개념”). 부록 

7-16은 공통원인고장의 가능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5.2 보호조치 완결 (KEPIC ENB-1100, 5.2절)

   이 항에 대한 심사자의 검토에는 계통수준의 보호동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어진 

‘봉인(Seal-in)’ 특성들을 확인하기 위한 기능 및 논리도면의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

5.3 품질 (KEPIC ENB-1100, 5.3절)

   신청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

영에 관한 품질보증 조항들이 안전보호계통에 적용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품질보

증프로그램의 적합성평가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17장 검토에서 이루어진다.

   디지털 컴퓨터기반 계통에 대해서, 신청자는 KEPIC ENB-6370의 5.3절에 기술된 품

질요건을 따라야 한다. 추가적인 지침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7.1-4의 5.3절에 제공된다.

5.4 기기검증 (KEPIC ENB-1100, 5.4절)

   신청자는 안전계통의 기기에 대하여 그 기기가 위치해 있는 지역에서 4.7절과 4.8

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상상태의 환경조건 범위내에서 기능적 성능요건을 만족하도

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측제어분야는 안전계통 계측제어 계통기기에 대한 온화한 환경의 검증과 전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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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검증을 검토한다. 그리고 극한 환경과 지진에 대한 검증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분야와 협조를 한다. 극한 환경의 검증에 대한 검토는 전력계통분야와 협조를 한다. 

지진검증에 대한 검토는 지진설계검토 담당부서와 협조를 한다. 

   온화한 환경의 검증은 KEPIC END-1100 "전기 1급 기기 검증"의 지침을 따라야 한

다. 또한 신청자는 안전계통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대해서는 환경제어계통의 단일고장

이 안전계통기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장소외부에 위치한 보조안전계통이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제어계통의 상실은 안전계통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단일고장으로 분류한다.

   환경제어계통의 상실은 대개 환경조건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설계기

준은 환경제어계통이 정상운전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환경조건의 극한치가 손상을 야

기하지 않는 제한치 내에서 유지되도록 적절한 동작을 취하고 동시에 환경조건을 감

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이 사용된다면 신청자는 환경제어계통과 환경제어계통의 

고장과 오동작을 지시하기 위한 감지계통사이의 독립성을 확인해야 한다.

   온화한 환경검증에 대한 검토는 계측감지선로의 환경적 보호가 RG 1.151의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RG 1.180, “안전관련 계측 및 제어계통의 전자파장해에 대한 평가지침”에 따른 

전자파 장해검증은 전자파 장해와 정전기방전에 대한 검증요건을 만족하는 방법으로 

인정된다.

   낙뢰로부터의 보호는 전자기적합성(EMC) 검토의 한 부분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낙뢰보호특성은 RG 1.204, “원자력발전소의 낙뢰보호지침”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제15조 그리고 10 CFR 50.49의 

요건충족에 대한 평가관련 검토부서는 극한 환경의 기기검증과 지진사건의 요건을 만

족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이 기기검증에 대한 검토지침은 안전심사지침 3.10절과 

3.11절에 기술되어 있다. 

5.5 계통 건전성 (KEPIC ENB-1100, 5.5절)

   4.7절과 4.8절에 제공된 정보는 설계가 설계기준에 명시된 조건에 대한 기기검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되며, 고장은 다른 기기의 건전성을 보호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검토는 안전계통성능이 에너지 공급과 환경의 과도상태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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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조건의 범위에서 보호동작의 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증명하기 위해 안전계통 

기기/부품 계통선반(Rack) 및 제어반에 대한 시험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야 한다. 시험

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자는 안전계통부품이 사용조건범위에서 동작하도록 보

수적으로 설계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디지털 컴퓨터기반 계통에 대한 중요한 쟁점 하나는 계통의 실시간 성능이 4.10절

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특정시간내에 보호동작의 완료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있다. 부

록 7-17은 디지털 컴퓨터 기반의 계통에 대한 응답시간 평가지침을 추가적으로 제공

하고 있으며 실시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결과분석이나 시제품(Prototype)시험에서 보

다 큰 신뢰도를 갖게 하는 설계조건들을 논하고 있다.

   KEPIC ENB-6370은 컴퓨터계통의 건전성을 위한 설계와 시험 및 교정을 위한 설계

가 안전계통에 대한 건전성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컴퓨터계

통 하드웨어의 건전성평가는 KEPIC ENB-1100의 요건에 대한 평가시에 포함되어야 한

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포함한 컴퓨터계통 소프트웨어

의 건전성은 신청자의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부록 7-13의 

3.1.자.항은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의 특성들을 기술하고 있다. 부록 7-13의 3.2.가.항

은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의 특성들을 기술하고 있다.

   시험과 교정을 위한 컴퓨터계통설계의 평가는 5.7항에서 다루어진다.

   계통의 건전성에 대한 검토는 설계가 안전계통 고장시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거나 계통의 차단, 에너지상실, 가혹한 환경과 같은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기

준에 의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상태로 가도록 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

러한 측면은 신청자의 고장유형 및 영향분석의 평가를 통해 평가되어야 하며 이 분석

은 각 고장 영향의 허용성을 정당화 시켜야 한다. 원자로정지계통(RTS) 기능은 고장시 

트립상태로 되어야 한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ESFAS)기능은 고장시 사전에 정의된 

안전한 상태로 가야한다. 많은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의 사전 정의된 안전상태는 작

동된 기기가 그 상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동작불능의 입력계측기 탐지시 운전원이 영향받는 채널을 우회모드로 전환하지 않

았다면(2/4 논리를 2/3논리로 변환할 수 있음), 컴퓨터기반 안전계통은 고장난 계기와 

관련된 보호기능들을 자동적으로 동작시켜야 한다(예를 들면, 영향받는 채널을 트립시

킴.). 자기진단에 의해 감지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고장도 보호기능을 동작시켜야 

한다. 컴퓨터계통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고장은 보호기능의 수동개시나 사전에 

계획된 비상 혹은 복구동작을 위한 운전원의 조치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전원상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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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혹은 전체계통 초기화나 정지중에 안전계통 구동기의 제어출력은 고장시 사전에 

정의된 상태로 가야 한다. 전원복구시 계통의 재초기화는 구동기를 자동으로 사전에 

정의된 상태에서 변화시켜서는 안된다. 재동작 및 재초기화에 이은 사전에 정의된 상

태로부터의 발전소 기기상태의 변화는(적합한 안전계통 신호응답에 의한 변화제외) 적

절한 발전소절차에 따른 운전원의 통제(제어)하에 이루어진다.

5.6 독립성 (KEPIC ENB-1100, 5.6절)

  이 항은 (1)안전계통의 다중성 부분 (2)안전계통과 설계기준사고의 영향 (3)안전계통

과 다른 계통사이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독립성의 세 가지 측면이 각 경우별로 

다루어져야 한다. 

   가. 물리적 독립성

   나. 전기적 독립성

   다. 통신의 독립성

   물리적, 전기적 독립성 평가에 대한 지침은 RG 1.75, "전력계통의 물리적 독립성”,

에 제공되어 있으며 RG 1.75는 KEPIC ENB-2000 "전기 1급 기기 및 회로의 독립성"을 

승인하고 있다. 신청자는 안전계통의 설계가 안전계통의 다중성부분에서 공유되는 기

기의 사용을 배제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기기들에는 작동, 리셋, 모드, 혹

은 시험을 위한 공통스위치, 공통감지선로, 안전계통의 다중성부분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이 있다. 물리적 독립성은 물리적 분리와 보호장벽에 의해 이루어

진다. 전기적 독립성은 분리된 전원의 이용을 포함해야 한다(계측제어분야와 전력계통

분야는 전원에 대한 요건을 검토한다. 계측제어분야 검토담당부서는 계측제어계통의 

전원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담당부서와 협조해야한다). 독립적인 채널간의 

신호전달은 격리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부록 7-10은 격리장치의 적용 및 검증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0-1 및 7.9절은 통신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들을 기

술하고 있다. 통신의 독립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관련 신호의 전달이 (1) 통신계통을 통

한 적절한 채널화(Channeling) (2) 다중 채널간의 적절한 데이터 격리 또는 한 채널의 

데이터가 다른 채널의 운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없는 데이터통신형태를 유지하고 있

음을 확인해야 한다.

   안전계통의 다른 부분들 사이에 데이터 통신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분석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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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논리적 혹은 소프트웨어 고장이 다중성부분의 안전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안전계통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컴퓨터계통이 비안전계통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컴퓨터계통에 연결되어 있다면, 비안전 계통의 논리적 혹은 소프트웨

어 고장이 안전계통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5.7 시험 및 교정능력 (KEPIC ENB-1100, 5.7절)

  안전계통의 주기시험에 대한 지침은 RG 1.22," 보호계통의 주기시험”과 KEPIC 

ENF-3100 "안전 계통 주기시험"을 승인하고 있는 RG 1.118, "전력 및 보호계통의 주

기시험”에 제공되어 있다. 시험 및 교정능력의 정도는 주로 설계가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검출되지 않은 고장은 우발적이고 검출가능한 단일고장과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주기시험은 안전계통에서 요구하는 전반적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실제에 가깝게 수행되어야 한다. 시험은 자동 및 

수동회로의 운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출력운전중 시험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출

력운전중 시험이 중첩시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때에는 시험계획은 한 시험

대상으로부터 다른 대상으로 중첩되도록 해야 한다. 배선분리, 점퍼설치, 설치된 기기

에 대한 유사한 변경을 요구하는 시험절차는 출력운전 중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디지털 컴퓨터기반 계통에 대한 시험규정은 데이터 오차나 컴퓨터교착(Deadlock)과 

같은 포착하기 어려운 계통고장의 가능성을 다루어야 한다. 부록 7-14는 디지털 컴퓨

터기반의 계통에 있어서의 시험규정평가에 대한 고려사항들을 기술하고 있다. 

   시험 및 교정규정의 검토는 계통설계가 운영기술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유형별 시험

을 지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한다. 계통설계는 운전제한조건이 

총족되지 않을 때 운영기술지침서가 요구하는 보완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설계는 각 

안전계통채널에 대한 각 기능의 트립이나 우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부록 7-14는 

디지털 컴퓨터기반의 계통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 고려되는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

5.8 정보 표시기 (KEPIC ENB-1100, 5.8절)

   정보지시에 대한 검토는 지시된 정보와 지시기의 특성들(예를 들면, 위치, 범위, 형

태 및 분해능)이 운전원에게 계통과 발전소상태를 알려주어서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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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지원해 주는지를 원자로계통분야와 협조하여 확인해야 한다.

   수동으로 제어되는 동작에 대한 정보지시의 검토는 수동동작이 필요한 발전소 조

건하에서 지시기가 기능을 다하는지(예를 들면, 전원이 가용하고 감지기가 적절하게 

검증됨)를 확인해야 한다.

   안전계통의 우회와 동작불능상태지시는 RG 1.47,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의 우회 

및 동작불능상태지시”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5.9 접근통제(KEPIC ENB-1100, 5.9절)

   행정관리는 안전계통기능 우회수단에 대한 접근이 자격을 갖춘 발전소직원에게 제한되

고 제어실 운전원의 허가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하도록 확인되는 경우에 수용 가능하다.

   접근통제에 대한 검토는 설계특성이 시험점에 대한 접근과 설정치 변경을 위한 수

단을 포함하여 안전계통 기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통제는 안전계통 판넬 문에 대한 경보와 잠금장치와 같

은 대책이나 안전계통 기기가 위치한 방(room)에 대한 접근통제를 포함한다.

   디지털 컴퓨터기반의 계통에 대한 검토는 안전계통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전자적(Electronic)인 접근의 관리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는 통신망연결과 보수 

기기를 통한 접근을 다루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4는 컴퓨터기반 안전계통

에 안전계통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5.10 수리 (KEPIC ENB-1100, 5.10절)

   디지털안전계통은 고장점검을 위한 자기진단 능력을 포함할 수도 있다. 부록 7-14

는 디지털 컴퓨터기반 진단계통이 갖추어야 할 특성들을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자기진단 기능의 사용이 KEPIC ENB-1100의 5.7절과 6.5절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험 

및 교정계통의 능력을 대신하지 않는다.

5.11 식별 (KEPIC ENB-1100, 5.11절)

   식별에 대한 지침은 KEPIC ENF-3100를 승인하고 있는 RG 1.75에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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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인 식별 방법은 기기, 전선, 캐비넷에 대한 색깔표식이다.

   형상관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식별을 관리하는 중요한 공정이다. 부록 7-13은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에 대한 검토내용을 다루고 있다. 부록 7.1-4 5.11절은 컴퓨터 

계통에서의 식별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5.12 보조 설비 (KEPIC ENB-1100, 5.12절)

 

   부록 7-8은 원자로보호계통의 보조기능인 예상트립(Anticipatory Trip)에 대한 검토

지침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5.13 복수호기 발전소 (KEPIC ENB-1100, 5.13절)

   공유되는 지시기와 제어기에 대한 검토는 공유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해당되는 

각 발전소에 대한 운전원의 요구를 충분히 지원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간공학분야

와 협조하여야 한다.

5.14 인적 요소 고려 사항 (KEPIC ENB-1100, 5.14절)

   안전계통의 인간공학적 설계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18장에 문서화된 신청자의 준수사

항과 일치해야 한다. 인간공학적 고려에 대한 검토는 인간공학분야와 협조하여야 한다.

5.15 신뢰도 (KEPIC ENB-1100, 5.15절)

   신청자는 안전계통설계에 제공된 다중성, 다양성, 시험성, 품질이 안전기능에 부합

하는 기능적 신뢰도를 갖고 있는지를 정당화시켜야 한다.

   컴퓨터 계통에 대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신뢰도 모두가 분석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4는 소프트웨어 신뢰도의 결정에 대한 심사자의 입장을 기술하

고 있다. 부록 7-13은 신뢰성을 갖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5.3항의 품질기준을 따르는 소프트웨어와 5.1항에 기

술된 바와 같이 공통모드고장에 대한 방어수단을 제공하는 안전계통에서 사용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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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KEPIC ENB-6100, KEPIC ENB-1100의 기본적인 신뢰도 요건을 따르는지 검토담당부서

에 의해 검토된다.

   신뢰도 평가는 발생 가능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고장에 의한 영향과 이 고장의 

영향을 막거나 제한하기 위한 설계특성들을 고려해야 하며 하드웨어 고장조건은 컴퓨

터자체고장과 통신계통부분의 고장을 포함해야 한다. 하드 고장(Hard Failure)과 과도

상태고장이 고려되어야 하며 지속된 고장과 부분적 고장도 고려되어야 한다. 소프트웨

어의 고장은 소프트웨어 공통원인고장, 종속적인 고장(Cascading Failures), 검출되지 

않은 고장들을 적절하게 포함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4는 정량적 신뢰도 목표의 개념이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디

지털 컴퓨터의 신뢰도를 위한 규정을 만족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충분치 못하다고 기

술하고 있다. 이 내용은 4번 항에 자세하게 논의되어 있다.

Ⅵ. 감지 및 명령 설비의 기능 및 설계요건 (KEPIC ENB-1100, 6절)

   이 절은 감지기와 명령특성에 대한 요건을 제공하고 있다. 

6.1 자동제어 (KEPIC ENB-1100, 6.1절)

   안전계통은 정확성과 신뢰도를 갖추어 4.5항에서 정당화된 것을 제외한 조건과 성

능범위에 대하여 자동으로 보호동작을 개시하고 실행시켜야 한다. 신청자의 분석은 안

전계통이 성능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검증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안전계통의 정확

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설정치, 여유도, 오차, 응답시간이 분석에 고려되었음이 지적되

어야 한다. 부록 7-11은 안전계통 설정치 설정에 대한 절차 검토에 대한 고려사항들을 

논하고 있다.

   디지털 컴퓨터기반 계통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 기능요건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건에 적절하게 할당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평가는 계통의 실시간 성능이 결정론적

이고 알려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부록 7-17은 이 평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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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수동제어 (KEPIC ENB-1100, 6.2절)

   보호동작의 수동개시에 대한 특성들은 RG 1.62, "보호동작의 수동개시”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수동제어에 대한 검토는 제어되는 기능과 제어기의 특성들(위치, 범위, 

형태, 분해능)이 발전소 운전원으로 하여금 적절한 수동동작을 취할 수 있게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간공학분야와 협조해야 한다.  수동제어에 대한 검토는 수동조치가 

필요한 발전소 조건하에서 제어가 그 기능(예, 전원이 가용하고 제어기기가 적절하게 

검증됨)을 제대로 발휘하고, 운전원 대응시간 제한범위내에서 접근가능하며 가용함을 

확인해야 한다.

6.3 감지 및 명령 설비와 타 계통간의 상호작용 (KEPIC ENB-1100, 6.3절)

   검토담당부서는 안전계통과 비안전계통과의 상호작용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요건들을 따르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사고가 제어 및 보호

기능간에 공유되는 감지채널의 단순고장일때에는 이미 승인된 접근방식이 다음에 나

타나 있다.

   ∙ 부가적인 다중성을 공급함으로써 안전계통을 채널고장으로부터 격리

   ∙ 유효 제어입력을 선택하기 위한 데이터 검증기술을 이용하여 제어계통을 채널고

장으로부터 격리

6.4  계통입력 유도 (KEPIC ENB-1100, 6.4절)

   KEPIC ENB-1100의 6.4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감지 및 명령특성의 입력은 가능하면 

설계기준에 명시된 요구변수를 직접측정하는 신호로부터 유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유량상실시 보호기능을 요구하는 안전계통은 일반적으로 유량감지기로부터 신호를 받

는다. 설계는 압력신호나 펌프속도와 같은 간접적인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청자는 간접적인 변수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직접적인 변수를 대신하는 유효한 변

수임을 검증해야 한다. 직접 측정된 변수와 그 변수가 보호기능을 제공하는 사고에 주

어진 신뢰도와 가상사고에 대한 응답도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직접 및 간접변수에 대하여, 신청자는 안전계통입력을 제공하는 계측기의 특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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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범위, 정확도, 분해능, 응답시간, 샘플율)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15장에 제

공된 분석과 일치함을 검증해야 한다.

6.5  시험 및 교정능력 (KEPIC ENB-1100, 6.5절)

   안전기능에 요구되는 감지기의 운전가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

다. 이러한 수단에는 감시변수의 교란, ENB-1100 6.5절의 제한범위내에서 감지기에 대

한 입력신호변화, 또는 다중채널간에 교차점검을 하는 것이 있다. 다중채널간의 교차

점검은 입력감지기의 가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단지 두개 채

널의 데이터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신청자는 두 개 채널의 데이터 정보가 다를 때 운

전원이 잘못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신청자는 지

시를 하지 않는 감지기의 운전가용성을 점검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부록 

7-14는 디지털 컴퓨터 계측 제어계통을 위한 시험규정과 감지기점검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6.6  운전 우회 (KEPIC ENB-1100, 6.6절)

   운전중 우회의 자동제거에 대한 요건은 원자로 운전원이 그러한 제거에 있어서 어

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운전원은 보호동작의 불필요한 개시를 막

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6.7  보수 우회 (KEPIC ENB-1100, 6.7절)

   운전으로부터 우회나 제거에 대한 검토는 우회에 대한 규정이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에

서 요구하는 조치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영기술지침서분야와 협조해야 한다.

6.8  설정값 (KEPIC ENB-1100, 6.8절)

   신청자의 분석은 계통의 부적절한 동작에 대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운전제한치

와 설정치 사이에 적절한 여유도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자의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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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이 안전제한치가 초과되기 전에 보호동작을 개시시키도록 설정치와 안전제한치 

사이에 적절한 여유도가 존재함을 확인해야 한다. RG 1.105 , "안전계통에 대한 계측

기기의 설정치”과 부록 7-11은 안전계통 설정치 설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6.8.2항에 논의된 바와 같이 다중 설정치가 필요한 경우 “긍정적인 수단”에 대한 

심사자의 해석은 보다 엄격한 설정치가 사용되도록 자동동작이 제공되어짐을 의미한

다. 부록 7-3은 원자로냉각재펌프 고장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 다중 설정치에 대한 

추가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Ⅶ. 실행설비의 기능 및 설계요건 (KEPIC ENB-1100, 7절)

 이 절은 구동기 및 그 외 다른 실행특성에 대한 요건을 제공하고 있다. 

7.1 자동제어 (KEPIC ENB-1100, 7.1절)

   6.1절과 내용과 동일하며 추가적인 요건은 없다.

   

7.2 수동제어 (KEPIC ENB-1100, 7.2절)

   6.2절과 내용과 동일하며 추가적인 요건은 없다.

7.3 보호조치의 완결 (KEPIC ENB-1100, 7.3절)

   이 항에 대한 검토담당부서의 검토는 계통수준의 보호동작이 완료되도록 봉인

(Seal-in)하는 특성이 제공된 기능 및 논리도면의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 봉인 특성에

는 안전기능에 적절한 시간지연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봉인 특성은 계통이 응답시

간요건을 만족한다는 가정 하에 검증된 보호명령이 내려졌음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

동할 필요가 없다.

7.4  운전 우회 (KEPIC ENB-1100, 7.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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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절과 내용과 동일하며 추가적인 요건은 없다.

7.5  보수 우회 (KEPIC ENB-1100, 7.5절)

   6.7절과 내용과 동일하며 추가적인 요건은 없다.

Ⅷ. 동력원 요건 (KEPIC ENB-1100, 8절)

   계측제어분야와 전력계통분야는 전원에 대한 요건을 검토하여야 하며, 계측제어분

야 심사자는 계측제어계통의 전원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분야와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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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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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평가지침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토 분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

한 규정“ 및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은 보호계통 및 안전계통에 대한 법규로서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6100과 KEPIC ENB-1100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KEPIC ENB-1100은 KEPIC 

ENB-6100에서 요구하는 보호계통의 요구사항과 안전관련 계측제어분야의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규로 인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KEPIC ENB-1100의 요구사항

을 만족하여야 한다.  

    KEPIC ENB-1100은 직접적으로 디지털 계통을 다루지는 않지만 디지털 프로그램

어블 컴퓨터를 이용하는 안전계통에 대한 KEPIC ENB-1100 기준의 적용에 대한 지침

은 KEPIC ENB-6370에 제공된다. 컴퓨터 기반의 안전계통에 이러한 안전계통 기준 적

용을 위한 지침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152, 개정 2,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계통에 컴퓨터 적용을 위한 기준”이 승인한 KEPIC ENB-6370에서 제공된다. KEPIC 

ENB-6370은 KEPIC ENB-1100의 기준을 보충하기 위해 컴퓨터와 관련된 특수한 기준

(통합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 및 연계)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만일 인용한 산업기술기준이 규제자의 규정에 분리되어서 통합되어 있다면, 사업자

나 신청자는 규제기관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대로 해당 산업기술기준을 따라야만 

한다. 만일 인용한 규정이나 표준이 규제지침에서 규제자에 의해 승인되었다면, 해당 

규정이나 표준은 규제지침에 기술된 연관된 규제 요건을 만족시키는 허용 가능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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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구성한다. 대조적으로, 만일 인용된 규정과 표준이 규제기관의 규정에 통합되어

있지도 않고 규제지침에서 승인되지도 않았다면, 사업자나 신청자는 그 인용된 규정과 

표준이 현 규제관행과 일치함을 정당화한다면, 그 인용된 규정과 표준내의 정보의 사

용을 고려할 수 있다.  

    KEPIC ENB-1100은 컴퓨터 기반 안전계통과 개량형 원자력 발전소 설계에 대한 

표준의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KEPIC ENB-1100은 전자기파와 무선주파

수 간섭(EMI/RFI)을 다루는 기준을 제공하고 단일고장기준에 디지털 컴퓨터의 공통원

인고장을 포함하고 있다. 

   KEPIC ENB-6370의 부록 A, "KEPIC-ENB 6370과 KEPIC-ENB 1100의 관계“는  

KEPIC ENB-1100에 대한 KEPIC ENB-6370의 관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KEPIC ENB-6370 부록A는 KEPIC ENB-1100과 KEPIC ENB-6370과의 관련성을 도식

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은 KEPIC ENB-1100의 요건의 적용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2는 KEPIC ENB-6100의 요건의 적용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다.

II. 범위 

    KEPIC ENB-6370과 RG 1.152, 개정2의 범위는 모든 컴퓨터 기반 계측제어 계통을 

포함한다. KEPIC ENB-6370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7.2～7.6절에 걸쳐 기술된 원자력발

전소의 안전계통의 일부로서 컴퓨터 적용을 다루기 위해 KEPIC ENB-1100의 기준을 

강조하는데 도움을 준다. 비록 규제기관은 RG 1.152, 개정 2에서 KEPIC ENB-6370의 

부록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본 안전심사지침 부록의 일부 절에서는 KEPIC ENB-6370 

부록의 일부 지침을 다룬다. KEPIC ENB-6370에 포함된 기준은, KEPIC ENB-1100의 요

건과 관련하여, 안전계통의 기기로서 이용되는 컴퓨터에 대한 최소한의 기능적 설계 

기준을 수립한다. 비록 디지털 안전계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KEPIC ENB-6370

은 어떤 디지털 I&C 계통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위험도 기반으로 높은 수준의 중요-안

전 등급을 갖는 계통인 안전성분석보고서 7.7절과 7.8절에서 다루고 있는 비안전 디지

털 I&C 계통에 대해서는 KEPIC ENB-6370 요건의 차등 적용이 검토자에 의해 고려될 

수 있다. 안전성분석보고서 7.9절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 통신계통은 I&C 계통들에 

대한 지원계통이다. 그러므로 통신계통에 대한 기준과 지침은 통신계통이 지원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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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I&C 계통들의 기준 및 지침과 동일하다. 

   각 I&C 계통에서 요구되는 연계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0절에서 논의한다.

III. 정의, 약어와 참고문헌

   본 안전심사지침 부록은 KEPIC ENB-6370에 나오는 내용 이상의 어떠한 추가적인 

정의와 약어도 제공하지 않는다. 

   KEPIC ENB-6370에 열거한 참조문헌에 추가해서 규제자는 국내외 표준, 규제지침, 

안전심사지침의 부록과 아래의 심사 현안의 논의에서 확인되어지는 해당 검토 주제와 

연관된 다른 지침에 익숙해야한다. 

Ⅳ. 안전계통 설계 기준(ENB-6370, 4절)

  KEPIC ENB-1100의 4절에서는 각 안전계통 설계를 위해 확립된 특정 기준들이  

KEPIC ENB-1100의 4절의 요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될 것을 요구

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의 4절에서는 심사 지침을 제공한다.

Ⅴ. 안전계통 기준(ENB-6370, 5절)

   KEPIC ENB-1100의 5절에서는 안전계통이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각 설계기준 사건

에 대해 설정된 허용한계치 내에서 발전소 변수들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래의 소절들에서는 KEPIC ENB-6370에 열거된 순서에 따라 기준들을 다룬다.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KEPIC ENB-1100에서 기술한 내용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기준이 없으

며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의 적절한 소절에 인용되어진다. 

5.1 단일고장기준(KEPIC ENB-6370, 5.1절)

   요건은 KEPIC ENB-1100에 있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의 5.1절은 추가적인 지

침을 제공한다. KEPIC ENB-1100의 5.1절은 단일고장기준을 정의한다. 이 요건의 적용

을 위한 지침은 RG 1.53, 개정 2, “안전성을 위한 단일고장 기준의 적용”에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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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KEPIC ENB-3000에서 제공된다. KEPIC ENB-3000의 5.5절에서 논의된 접근 방법은 

KEPIC ENB-1100과 KEPIC ENB-6370의 기준 하에 개발되어지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연관된 잠재적인 공통원인고장을 위해 적합하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은 디지털 컴퓨터 기반 계통에 대한 어떤 관심사항을 논의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유된 데이터베이스와 처리기를 이용하는 설계는 다중화된 기

기에 공통원인고장의 전파를 위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소프트웨어 프로그

래밍 오류는 하드웨어 구조설계로 수립된 다중성을 소용없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규제자는 기능 내 및 사이에 공통원인고장에 대응하는 심

층방어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6은 다양성과 심층방어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6은 다음과 같은 목적

을 지니고 있다. (1) 규제기관 요건에 의해 수립된 기준들을 만족하기 위해 디지털 계

통의 설계에 적합한 다양성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2) 규제기관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적합한 심층방어가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3) 운전원 조

치에 의해 개시되는 필수 안전 기능들을 위한 수동 제어기와 표시기가 발전소 안전계

통 자동 작동에 사용되는 컴퓨터 계통과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다.

5.2 보호 동작의 완료 (KEPIC ENB-6370, 5.2절)  

 

   검토자는 KEPIC ENB-1100의 요건의 구현을 위한 지침을 위해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의 5.2절을 참조한다. 

5.3 품질 (KEPIC ENB-6370, 5.3절)   

   신청자/사업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항목들이 안전계통에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품질보

증 프로그램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안전심사지침의 17장의 검토에서 다루어진다. 

   디지털 컴퓨터 기반 계통에 대하여 신청자/사업자는 KEPIC ENB-6370의 5.3절에 기

술된 품질기준을 다루어야 한다. 하드웨어 품질은 KEPIC ENB-1100에 설명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품질은 IEEE/EIA Std 12207.0-1996과 보충 표준들에 설명되어 있다.  

KEPIC ENB-1100 요건에 추가적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활동은 품질 기준에 적용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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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기준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기준들은 KEPIC ENB-6370의 다음 절에서 제

공된다.

5.3.1 소프트웨어 개발

5.3.2 소프트웨어 도구

5.3.3, 5.3.4 확인 및 검증, 독립적인 확인 및 검증 요건

5.3.5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5.3.6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위험 관리

   EPRI 특정기술주제보고서 TR-106439, "원자력 안전성 적용을 위한 상용등급 디지

털 기기의 평가와 허용에 관한 지침”과 EPRI 특정주제보고서 TR-107330, "원자력발

전소 안전 관련 적용을 위한 상용 PLC 품질확인관련 일반 요건 명세”는 KEPIC 

ENB-6370, 5.3.2절의 기준과 합치하는 기존 상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평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은 EPRI 특정주제보고서 TR-106439에 기술

된 공급업체의 공정평가에 적용되어질 수 있다.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소절은 확장된 소프트웨어 도구의 이용과 적합성 확인을 

위한 방법을 다루기 위해 개정되었다. IEC 60880-2-2006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중

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 공통원인고장에 대항한 소프트웨어 방어사항, 소프트웨어 

도구의 사용과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도구의 사용에 대해 상세히 다

루고 있다. 하지만, 만일 소프트웨어 도구에 의해 감지되지 않거나 소프트웨어 도구에 

기인한 결함이 확인 및 검증 활동에 의해 감지된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해당 소

프트웨어 도구는 그 자체를 안전성 소프트웨어에 수반 되는 모든 규제 요건에 따라 

안전성 관련 소프트웨어로 설계해야 한다.

   KEPIC ENB-6370, 5.3.2절은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과 확인 및 검증을 지원하기 위

해 사용된 소프트웨어 도구는 형상관리 하에 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도

구가 사용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하나 또는 2가지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 도구의 필요한 특성이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시험 도구 검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2. 소프트웨어 도구는 소프트웨어 도구로 검출되지 않는 결함이 확인 및 검증 활동

으로 검출되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KEPIC ENB-1100과 KEPIC ENB-6370의 기준에 추가로,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은 

검토자가 검토하여야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특정 사항들을 알려준다. 안전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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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13은 다음 세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

ㆍ 고품질의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을 제공하는 계획들이 존재하며, 이 계획들은 

규제자가 안전성 결정에 근간이 되는 설계 특성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생명

주기 활동의 문서화를 명확히 함을 확인하는 것.

ㆍ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 이행이 고품질 소프트웨어 기준을 만족함을 검증하는 

것. 

ㆍ 설계 결과물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는 어떤 특성들을 공유한다. 수행되어질 활동들

은 다양한 범주(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에서 활동 그룹으로 명칭)로 분류할 수 있다. 

활동 그룹은 모든 생명주기에 공통이다. 생명주기 활동은 검토 및 평가될 공정 문서와 

설계 결과물을 생산한다. 각 생명주기 활동그룹을 위해 제공되는 문서들은 안전심사지

침 부록 7-13의 그림 1에 기술되어 있다. 검토되는 정보는 세 개의 주제 분야로 세분

되어진다. 즉,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계획,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 이행, 및 소

프트웨어 생명주기 개발공정 출력물이다. 신청자/사업자는 아래 열거한 각 주제별로 

개별 문서를 개발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 문서는 모든 주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세 분야의 정보문서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 계획

   소프트웨어 관리 계획(소프트웨어 공학 방법론 포함)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계획

   통합계획

   시험계획

   설치계획

   유지보수계획

   훈련계획

   운전계획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계획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계획

  2.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 이행



부록7.1-4                                                     개정 4 - 2014. 12- 7 -

   안전성 분석

   확인 및 검증 분석 및 시험 보고서

   형상관리 보고서

     이러한 보고서들 중 하나 이상이 다음 각 활동 그룹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측정기준 데이터

요건

설계

이행

통합

 검증 및 시험 절차

설치

운전

유지보수

  3.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개발 공정 결과물

   소프트웨어 요건 명세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조 설명서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서

   소프트웨어 측정기준 데이터

   코드 목록

   설치(Build) 문서

   시험 결과

   설치 형상관리표

   운전 매뉴얼

   유지보수 매뉴얼

   훈련 매뉴얼

5.3.1 소프트웨어 개발(KEPIC ENB-6370 세부, 5.3.1절)

 

   컴퓨터 계통 개발 활동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포함해야 한다. 



부록7.1-4                                                     개정 4 - 2014. 12- 8 -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과, 컴퓨터의 안전계통과의 통합은 개발 공정에

서 다루어져야 한다.

   컴퓨터 계통 개발 공정은 전형적으로 다음의 컴퓨터 생명주기 단계들로 구성된다.

ㆍ 개념

ㆍ 요건

ㆍ 설계

ㆍ 이행

ㆍ 시험

ㆍ 설치, 점검 및 인수 시험

ㆍ 운전

ㆍ 유지보수

ㆍ 폐기

생명주기 단계 동안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ㆍ 계통의 개념적 설계 고안, 개념의 특정 계통 요건으로 전환

ㆍ 상세 계통 설계 개발을 위한 요건 사용

ㆍ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으로의 설계 구현

ㆍ 계통 설치와 현장인수시험 수행

ㆍ 계통의 운전과 유지보수

ㆍ 계통의 폐기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은 KEPIC ENB-6370의 5.3절 전체의 품질 기준을 평가할 때 

규제자가 평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의 특성을 기술한다. 소프트웨어 특성은 두 

가지 부분인 기능적 특성과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기능적 특성

은 안전계통 소프트웨어가 지녀야 하는 동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성들을 포함하고,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특성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요구되는 동작을 수행할 것이라는 확

신에 일조하는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의 특성을 포함한다. 두 부분 모두 안전계통 소프

트웨어에 있어 중요하다. 상기한 부분들과 특성들에 대한 정의를 아래에 열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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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특성:

ㆍ 정확성 - 감지기와 운전원 입력의 오차로 부터 벗어나는 정도(degree of freedom), 

근사 또는 측정에 의해 표시되는 정 도 그리고 구동기 출력 오차로부터 벗어나는 

정도

ㆍ 기능성 - 소프트웨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동작(operation). 일반적으로 기능들

은 원자로 운전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입력 정보를 출력정보로 변환한다. 입력은 감

지기, 운전원, 다른 기기,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로부터 취득될 수 있다. 출력은 구

동기, 다른 기기,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에 제공될 수 있다.

ㆍ 신뢰성 - 고장없이 소프트웨어 계통이나 기기가 동작하는 정도. 이 정의는 고장의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고장의 존재만을 고려한다.

ㆍ 강인성 - 소프트웨어 계통이나 기기가 합당하지 않은 입력이나 가혹(Stressful) 환경

조건하에서 정확하게 기능을 수행할 능력. 명세서 중의 어떤 가정을 어김에도 불구

하고 정확하게 기능을 수행할 능력을 포함한다.

ㆍ 안전성 - 계통 안전성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연계되는 소프트웨어 계

통의 속성과 특성.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에서 논의된 나머지 특성들은 소프트웨

어로 제어되는 안전 계통의 전체 안전성에 중요한 인자들이지만 소프트웨어의 내

부 동작과 주로 관련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안전성은 계통 위해도 측면의 소프트웨

어의 영향과 그러한 위해도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과 우선적으로 관련된다.

ㆍ 보안성 - 허가되지 않은, 바라지 않는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침입을 방지하는 능

력. RG 1.152, 개정 2는 본 부록의 9절에서 논의되어진 컴퓨터 기반(사이버) 안전 

계통 보안성과 관련된 특정 지침을 제공한다.

5.3.1.1 소프트웨어 품질 측정기준 (KEPIC ENB-6370, 5.3.1.1절)

   산업계 관행은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증/감시/향상시키기 위해 전통적으로 적용되

고 있는 확인 및 검증에 추가해서 소프트웨어 품질 측정기준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변

화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활동의 이행동안 고려되

어야 하는 특성들 중 하나로 “측정” - 계획 문서에서 정의된 활동과 임무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기 위해 쓰이는 일련의 지표(indicator) - 을 제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품질요건이 만족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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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 소프트웨어 품질 측정기준의 사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품질 측정기준

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생명주기 단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ㆍ 정확성/완전성 (요건단계)

ㆍ 요건 준수 (설계단계)

ㆍ 설계 준수 (구현단계)

ㆍ 요건에 대한 기능적 준수 (시험 및 통합단계)

ㆍ 요건에 대한 현장의 기능 준수 (설치 및 점검(checkout) 단계)

ㆍ 성능 이력 (운전 및 유지보수 단계)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선택되어진 측정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문서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IEEE Std 1061-1998, "소프트웨어 품질 측정기준 방법론

을 위한 IEEE 표준”은 소프트웨어 품질 측정기준 방법론과 다양한 측정기준 계통이 

평가될 수 있는 방법들을 논하고 있다.

   검토자는 임의의 소프트웨어 측정기준의 결과를 검토할 때 해당 측정기준이 실제

로 무엇을 측정하는지와 이러한 측정을 기반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될 수 있는 지의 

평가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측정기준은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연속되는 시

험의 반복을 줄일 수 있음을 보일 때 쓸모 있을 수 있지만, 만일 시험 프로그램의 품

질과 완벽함이 평가되지 않으면 해당 측정기준이 고품질이란 것을 보이는데 불충분할 

수 있다. 품질은 잘 고안되고 효과적으로 구현된 소프트웨어 측정기준 프로그램을 통

하여 더 가시화 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측정의 다양성을 이용하고 측정 데이터를 적

절하게 수집하는 측정기준 방법론은 안전성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의 엄격한 집행과 

생명주기 출력물을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5.3.2  소프트웨어 도구 (KEPIC ENB-6370, 5.3.2절)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과 확인 및 검증 공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도구는 형상관리가 되어야 한다. 아래 방법들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이 소프트웨어 도구

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용되어야 한다.

ㆍ 소프트웨어 도구의 필요한 특성이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시험 도구 검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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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소프트웨어 도구는 소프트웨어 도구로 검출되지 않는 결함이 확인 및 검증 활동으

로 검출되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만일 소프트웨어 도구

로 감지되지 않거나 소프트웨어 도구에 의해 초래된 오류가 확인 및 검증 활동으

로 감지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소프트웨어 도구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프로그램 상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현존하는 모든 규제 요건을 따르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요건을 만족

하는 소프트웨어 자체로 설계되어야 한다.  

   검출되지 않는 결함의 잠재성 평가시에 특히, 도구 운전경험은 도구의 적합성 측면

에서 추가적인 신뢰성 제공에 이용될 수 있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은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에서 설명하여야 하는 자원특성에

는  방법/도구 및 표준을 포함하여야 됨을 기술하고 있다. 방법/도구는 소프트웨어 개

발 방법, 기술 및 사용되는 도구의 설명을 요구한다. 재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해 준수

한 접근방법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문서의 생산, 관리, 출판이 용이하도록 하는 유용한 시설, 도구, 보조물 

등을 명시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설계 보조물, 컴파일러, 로더, 서브루틴 라이브러리 

등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을 기술해야 한다. 이 계획은 개발될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중요도와 상응하는 정도로,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되는 도구가 상세하고 엄

격하게 품질보증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허용 가능한 것으로 입증될 수 없거나 안전

성 요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생산하는 방법, 기술, 도구 등은 이에 대한 대안이 

더욱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분석이 제시되지 않는 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검토자는 도구의 사용을 철저히 평가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쓰이는 도구

는 해당 도구의 결과물을 평가하는 공급자의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이에 의도대로 소프트웨어가 수행될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도구 또는 일련의 시험

에 의존될 수 있다.

시험만으로는 시험한 항목이 의도된 대로 동작한다는 것만을 보일 수 있고 의도되지 

않은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특정 시험 상태 이외의 상황에서 동작할 것임을 보

일 수 없다. 소프트웨어 도구의 사용은 품질관리와 확인 및 검증 공정의 전반적인 상

황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도구의 결과물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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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확인 및 검증 (KEPIC ENB-6370, 5.3.3절)

  확인 및 검증은 프로그램 관리와 계통 엔지니어링 팀 활동의 연장이다. 확인 및 검

증은 디지털 계통의 생명주기 내내 계통의 품질, 성능 및 개발공정 준수에 대하여 객

관적인 데이터와 결론 (즉, 순방향 피드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피드백은 계통

과 그 연계의 전 영역에 걸쳐 예상되는 운전조건에 대한 이상상태보고서, 성능개선 및 

품질개선으로 이루어진다.  

   확인 및 검증 공정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를 통한 소프트웨어 결과물과 공정에 대

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한다. 이러한 평가는 계통 요건과 소프트웨어 요건(즉, 소프트

웨어 명세서를 통하여 소프트웨어에 할당된 요건)이 정확하고, 완전하며, 일치하며 시

험가능한 지 여부를 입증한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생명주기의 개념단계에서, 계

통 기능 요건은 발전소 계통 엔지니어, 제어실 운전원, 유지보수요원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설계자와 공급자들 사이에서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상호연계

는 컴퓨터 계통의 전체 생명주기를 통하여 계속되어야 한다. 확인 및 검증 공정은 어

떤 활동의 개발 제품이 그 활동의 요건을 따르는지, 그리고 계통이 의도된 용도와 사

용자 필요에 따라 동작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적합성 결정은 결과

물 및 공정의 사정, 분석, 평가, 검토, 검사 및 시험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철저한 

확인 및 검증 노력은 설계할 때 만큼의 노력을 요구하며, 동등한 수준의 전문성을 필

요로 한다. 검토자는 적절한 확인 및 검증노력이 가능함을 확신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

업자 및 공급자의 확인 및 검증팀의 품질과 규모를 평가하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 KEPIC ENB 6370은 공정, 활동 및 업무에 대한 KEPIC EME 3100,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의 용어정의를 차용한다.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공정은 

활동으로 나누어지고, 활동은 다시 업무로 나누어진다. “확인 및 검증 작업(effort)”

이라는 용어는 확인 및 검증 공정, 활동 및 업무의 골격구조를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확인 및 검증 공정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디지털 계통 구성요소의 통합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와의 상호작용을 다루어야 한다.

   확인 및 검증 활동과 임무는 최종적으로 통합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 그

리고 연계에 대한 계통시험을 포함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작업은 RG 1.168, 개정 1에서 승인한 IEEE Std 1012-1998

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최상 무결성 수준(수준 4)에 대한 IEEE Std 1012-1998의 확

인 및 검증 기준은 KEPIC ENB-6370을 이용하여 개발된 계통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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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독립적인 확인 및 검증 요건 (KEPIC ENB-6370, 5.3.4절)

   이전 절에서는 수행되어야 할 확인 및 검증 활동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절에서는 

확인 및 검증 작업에 대해서 요구되는 독립성 수준을 정의한다. 독립적인 확인 및 검

증 활동은 기술적 독립, 관리적 독립 및 예산 독립의 3가지 변수로 정의된다.

   개발 활동과 시험은 원 설계의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적합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그룹에 의해서 확인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한 독립적 확인 및 검증 작업에 대한 감독은 개발과 프로그램 관리 조직과 분

리된 조직에 맡겨져야 한다. 확인 및 검증 작업은 아래 사항을 독립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ㆍ 분석 및 시험될 소프트웨어 및 계통 세그먼트

ㆍ 확인 및 검증 기법

ㆍ 해결해야 할 기술적 쟁점과 문제점

   확인 및 검증 활동과 업무는 최종적으로 통합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 및 

연계장치에 대한 계통 시험을 포함해야 한다. 확인 및 검증 작업에는 개발 자원과는 

독립적인 자원이 배정되어야 한다.

   확인 및 검증 작업 검토자는 확인 및 검증 공정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

다. 규제자가 모든 요건과 코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자는 고품

질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합당한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확인 및 검증 작업의 엄

격성과 완벽성에 의존한다. 이렇게 검토자가 점검해야 하는 항목들에는 아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되지만, 이러한 항목들이 전부는 아니다. 

 1. 확인 및 검증 조직은 독립적이며 서두르거나 불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는 압력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주어졌는가? 검토자는 확인 및 검증 담당

자를 인터뷰해야하고 확인 및 검증 담당자와 설계 담당자사이의 관계를 관찰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조직간 관계가 독립적이라고 나타나는 곳에서, 확인 및 검증 담당

자는, 작업의 수준이나 품질이 정당한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도, 소프트웨어 결과

물이 높은 품질이라는 것을 보이고 신속히 검토를 수행하라는 압력을 받기 쉽다. 

2. 확인 및 검증 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확인 및 검증 

담당자는 최소한 설계 담당자만큼의 경험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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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 및 검증 조직이 효과적인가? 만일 선별된 기능에 대한 일괄(thread) 감사가 확

인 및 검증 작업에 의해 발견되지 않는 오류를 밝혀낸다면, 해당 확인 및 검증 활

동은 다른 오류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출력물이 요건을 적

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과물이 의도한 사용목적을 만족하도록 출력물

이 설계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설계단계의 출력물을 점검하고, 확인 및 

검증 작업은 설계결과물이 실제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예

를 들면, 어떤 필터가 적절히 설계되고 구현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만일 

그 필터가 실제로 요구되는 주파수를 필터링하지 못하거나, 필터가 의도하는 잡음

을 줄이거나 제거하지 못한다면, 확인 및 검증 작업의 품질은 의문시 된다.

4. 확인 및 검증 문제점 보고서가 적절히 다루어져서 시정되고, 시정결과가 적합하게 

점검 되는가? 확인 및 검증 문제점 보고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거나, 확인  

검증 문제점 보고서를 통한 시정 자체에 오류가 있었고, 새로운 오류가 발견되지 

않도록 시정 분석이 너무 제한적이었던 경우가 있었다. 검토자는 문제점 보고서를 

세심히 점검하여 각 문제점이 다루어져서 시정되었는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새로운 

오류의 도입없이 문제가 시정되어야 한다. 

   확인 및 검증 검토는 고품질 소프트웨어와 고품질 설계공정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단계이며, 그렇게 하여, 확인 및 검증 작업의 품질에 대해 검토자가 갖는 관심사항이 

디지털계통의 허용에 앞서 해결되어야 한다. 만일 검토자가 품질이나 효과성과 관련한 

관심사항을 도출하면, 그러한 현안은 안전계통 사용을 위한 디지털 확인 및 검증 작업

이 수용불가능하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규제 관리부서에 제안되어야 한다.

5.3.5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KEPIC ENB-6370, 5.3.5절)

   RG 1.169,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디지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

한 형상관리계획”은 IEEE Std 828-1990,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에 관한 IEEE 표

준”을 승인하였으며,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의 개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소프

트웨어 형상관리는 IEEE Std 1042-1987, "소프트웨어 형상관리에 관한 IEEE 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의 II.3.1절은 형상관리계획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고 II.3.2절은 형상관리 활동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한다.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활동을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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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소프트웨어 설계와 코드의 식별 및 통제

2. 모든 소프트웨어 설계의 기능적 데이터(예, 데이터 템플릿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식별 및 통제

3. 모든 소프트웨어 설계 연계의 식별과 통제

4. 모든 소프트웨어 설계변경 통제

5. 소프트웨어 문서 통제 (사용자, 운전 및 유지보수 문서) 

6. 제공된 안전계통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 공급자 개발 활동의 통제

7. 소프트웨어 설계 및 코드와 연관한 검증정보의 통제 및 검색

8. 소프트웨어 형상 감사

9. 상태 기록(accounting)

   이들 기능 또는 문서 가운데 일부는 다른 품질보증 활동에 의해 수행되거나 통제

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에 책임부서를 기술해야 한다.

   엔지니어링 활동과 문서화 활동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 

중 적절한 시점에 소프트웨어 기준선(baseline)을 설정하여야 한다. 기준선 이후에 발생

한 승인된 변경은 기준선에 추가되어야 한다.

   형상통제를 위한 표식은 각 형상 항목별로 고유의 식별과 개정 및/또는 일자시간스

탬프(date time stamp)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표식은 모호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 

산출물과 개정을 명확히 식별해야 한다. 

   소프트웨어/펌웨어에 대한 변경은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문서화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문서에는 개정사유, 영향 받은 소프트웨어/펌웨어의 식

별, 그리고 계통에 미치는 변경 영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계통에 변경내용

을 구현하기 위한 계획 (예, 변경의 즉각적인 구현 또는 다음 개정 시에 변경을 계획)

을 문서에 포함해야 한다.

   평가를 위한 두 개의 다른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

는 소프트웨어 공급자에 의해 설계공정 동안 이용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프트웨

어가 원자력발전소에 배달되어 설치된 후 사업자에 의해 이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개 프로그램 모두는 평가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품질보증 조직”은 “신청자는 계약자, 대리인 혹은 자문인 같은 자에게 품질보증 

프로그램의 수립과 이행  을 위임(또는 이들 중 일부분)할 수도 있으나,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검토자는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프로그램이 사업자에 의해 승인받았는지 여부와 그것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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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프로그램과 일치하는 지를 결정해야한다. 

   RG 1.169에서 승인한 KEPIC EME-3300과 KEPIC EME-3310은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체계를 위한 허용지침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러한 표준의 이용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

다. 만일 사업자에 의해 상기한 표준이 인용되어지면, 검토자는 구현대로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체계가 원전 안전관련 소프트웨어로 적합한지를 독립 결정해야 한다. 만일 

공급자나 사업자가 KEPIC EME-3300 및 KEPIC EME-3310에서 제시한 방법 이외의 방

법을 이용하면, 그 적합성 결정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이 경우, 검토자는 소프트웨

어 형상통제 대상에 친숙해야 하고, 공급자와 사업자에 의해 이용되는 방법론이 

KEPIC EME-3300과 KEPIC EME-3310의 방법과 같이, 이전에 검토되고 승인되어진 방

법만큼의 통제수준을 제공한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내용을 지니는 

지를 검토해야한다.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계통 검토자는 공급자와 사업자 모두에 의해 사용되는 계통

이, 설계공정 동안 및 소프트웨어 인수이후의 소프트웨어의 변경에 대해 소프트웨어 

버전 및 개정을 적절히 하도록 하는 지를 평가해야한다. 이러한 검토는, 계획서에서 

논의된 방법이 적절히 구현됨을 보장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문서의 검토뿐만 

아니라 공급자와 사업자 측 모두에서 사용되는 실제 방법의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5.3.6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위험관리 (KEPIC ENB-6370, 5.3.6절)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도구로서, 잠재적인 문

제를 식별, 문제의 영향을 평가,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처리되어야 

할 잠재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다. 각각의 잠재적인 문제 영역에 대한 적절한 도달

범위(coverage)를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 계통 프로젝트의 모든 수준에서 리스크 관

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리스크에는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를 손상

시키고, 그것으로 인해 안전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 컴퓨터 계통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시간계획 또는 자원 관련 리스크가 포함될 수도 있다. 다루어져

야 하는 위험 요소에는 계통 리스크, 기계/전기 하드웨어 통합, 산출물의 크기와 복잡

도에 따른 리스크, 이전 개발 소프트웨어의 사용, 비용과 일정, 기술적 리스크 및 프로

그램 연계로 부터의 리스크(유지보수, 사용자, 연관된 계약자, 부계약자 등) 등이 포함

된다. 

   리스크 관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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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계통에 대해서 수행되어야 할 리스크 관리 범위를 결정한다. 

2. 적절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정의하고 이행한다.

3.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전략 내에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를 식별한

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에 리스크가 변화하는지를 식별한다.

4. 리스크 완화를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리스크를 분석한다.

5.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해

결과정 추적을 위한 적절한 측정기준을 갖춘, 리스크 완화 계획을 개발한다(이들 리

스크에는 안전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 컴퓨터 계통의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시간계획 또는 자원 관련 프로젝트 리스크가 포함될 수도 있다.). 

6. 기대되는 품질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수행한다.

7.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들과 그룹들 간에 효과적인 대

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환경을 수립한다.

   리스크 관리 관련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은 IEEE/EIA 12207.0-1996과 IEEE Std 

1540-2001, "생명 주기 공정-위험관리에 대한 IEEE 표준”에서 제공된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는 위험요소 분석과는 다르다. 위험요소는 사고에 

필수적으로 선행되는 상태이다. 위험요소에는 외부 사건뿐만 아니라 컴퓨터 하드웨어

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부 상태를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안전 계획은 위

험요소의 식별, 평가 및 해결을 다룬다. 위험요소 분석은 정상적인 설계검토와 시험공

정에서 식별되지 않는 상태를 조사하여 식별하는 공정이다. 위험요소 분석의 범위는 

비정상 사건과 성능저하된 기기와 발전소 계통으로 운전하는 것을 포함함으로써 발전

소 설계 기준 사건을 넘어 확장된다. 소프트웨어 안전 계획은 신청자/사업자가 수행해

야 하는 안전성 분석 구현 임무를 포함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안전분석 구현에 대한 

허용기준은 계획상의 직무가 완전히 수행되어지는 것이다. 문서화는 안전성 분석 활동

이 각 생명주기 활동그룹에 대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보여 주도록 존재해야 한

다. 특별히, 그러한 문서화는 계통 안전성 요건이 각 활동그룹을 적절히 다루고 있다

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즉, 신규 위험요소들이 도입되지 않았으며,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요건, 설계 요소 및 코드 요소들이 식별되었고, 모든 다른 

소프트웨어 요건, 설계 및 코드 요소들이 안전성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을 보여주어야 한다. 

   부록 7-13의 II.3.1.9절은 소프트웨어 안전계획의 관리, 구현 및 자원특성에 대한 추



부록7.1-4                                                     개정 4 - 2014. 12- 18 -

가적인 세부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리스크관리에 대한 또 다른 사항은 디지털 컴퓨터 기반 계통의 생명주기공정에서 

보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생명주기 공정에서 보안 사항을 다루는 지침은 KEPIC ENB- 

6370을 승인한 RG 1.152에서 제공한다.

   리스크관리 프로그램을 분석할 때, 검토자는 사업자의 리스크에 대한 허용이 반드

시 충분하거나 허용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만일 사업자가 

단순한 계통대신에 높은 복잡성을 갖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결정한다면, 사업자는 그 

복잡성이 허용 가능함을 입증해야 한다. 검토자는 대체 해결방안, 대체 해결방안의 분

석, 제안된 복잡성이 단점을 충분히 상쇄할 정도의 충분한 이점이 있다는 이유, 등을 

찾아야 한다.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은, 리스크가 허용 가능하다고 단순히 기술하는 것

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할 의도이다.

      

5.4 기기 검증 (KEPIC ENB-6370, 5.4절)

   안전관련 컴퓨터 기반 I&C 계통에 대한 환경검증절차를 결정하는 지침은 RG 

1.209,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관련 컴퓨터기반 계측 및 제어계통의 환경 검증에 대한 

지침”에 제공된다. 이 지침은 ENB-1100과 안전심사지침 부록7.1-3의 5.4절에 제공된 

기기검증기준에 추가되고, 아래 기준은 안전계통 사용을 위한 디지털 컴퓨터의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

5.4.1 컴퓨터계통 시험 (KEPIC ENB-6370, 5.4.1절)

   컴퓨터 계통 검증시험은 실제 운전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및 진단프

로그램으로 동작하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컴퓨터의 모든 부분 또는 일부분의 동작 또는 고장에 의해 안전기능이 손

상될 수 있는 부분도 시험 중에 동작되어야 한다. 이것은 메모리, 중앙연산처리장치

(CPU), 입출력, 표시 기능, 진단회로, 관련 구성요소, 통신 경로 및 연계의 동작 및 감

시를 포함한다. 시험은 안전기능 관련 성능요건이 만족됨을 증명해야 한다.

5.4.2 기존 상용 컴퓨터의 검증 (KEPIC ENB-6370, 5.4.2절)

   EPRI TR-106439는 기존 상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KEPIC ENB-6370의 5.4.2절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의 지침

은 EPRI TR-106439에 기술된 공급자 공정 평가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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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RI TR-107330,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련 적용을 위한 상용으로 이용 가능한 프

로그래머블 논리 제어기(PLC)의 검증에 대한 일반요건명세서” 은 기존의 프로그래머

블 논리 제어기의 평가를 위한 보다 상세한 지침을 제공한다. 

    컴퓨터가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타당한 확신을 보여주기 위한 기본 

기준은 KEPIC ENB-6370의 5.4.2절에 기술되어 있고 추가 지침은 EPRI TR-106439 및 

EPRI TR-107330에 기술되어 있다.

   공정 검증은 KEPIC ENB-6370의 기준을 이용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평가함

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허용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 및 인터페이스를 포함하

는 디지털 계통과 구성요소가 요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

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한 허용과 근거는 문서화되어야 하고, 검증문서와 함께 유지되

어야 한다. 

   전통적인 검증 공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구성요소가 안전관련 응용부분에 사

용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대안은 상용등급 인증(dedication)이다. 상용등급 

인증의 목적은 인증될 품목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

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프로그램 하에서 개발된 기기와 품질면에서 동일

함을 검증하는 것이다. 

   컴퓨터에 대한 인증 과정은 제안된 디지털 계통 또는 구성요소가 안전기능을 달성

할 수 있다는 적절한 신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성능 및 개발공정 요건의 식

별을 수반해야 한다. 인증과정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에 적용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와 펌웨어에 대한 인증과정은 가능

하면 설계 과정의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상용등급품 인증에 대한 예비 및 상세 단계활동은 KEPIC ENB-6370의  5.4.2.1로부

터 5.4.2.2까지 기술되어 있다. 

5.5 계통 건전성 (KEPIC ENB-6370, 5.5절)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디지털기기의 계통 건전성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KEPIC 

ENB-1100에 기술된 계통 건전성 기준 및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의 5.5절에 기술된 

지침 이외에, 추가로 KEPIC ENB-6370 5.5.1절 - 5.5.3절에 기술된 컴퓨터 건전성, 시험

과 교정, 그리고 고장검출 및 자기진단 활동에 대한 설계기준을 포함한다. 다음 사항

들은 안전계통에 사용하기 위한 디지털 기기의 계통 건전성 확보에 필요하다. 

∙ 컴퓨터 건전성을 위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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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 교정을 위한 설계

∙ 고장 검출 및 자기진단기능

5.6 독립성 (KEPIC ENB-6370, 5.6절)

    KEPIC ENB-1100의 요건과 일치하게, 안전 채널 간 또는 안전계통과 비안전계통간

의 데이터통신에 의해 안전기능 수행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물리적, 전기적 및 

통신 독립성에 대한 추가 지침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의 5.6절에 기술되어 있다. 

   KEPIC ENB-1100은 비안전기능이 안전계통의 기능수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안전기

능을 비안전기능으로부터 분리할 것을 요구한다. 디지털 계통의 경우, 안전 소프트웨

어와 비안전 소프트웨어가 동일한 컴퓨터에 존재하며 동일한 컴퓨터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KEPIC ENB-1100, 5.6.3.1절은 안전 및 비안전 기능 모두에 사용되는 기기가 

안전계통의 일부분으로 분류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기기”라는 용어는 디지털 

계통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포함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안전기능을 제공하

는 컴퓨터상에 상주하는 비안전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안전계통의 일부분으

로 분류되어야 한다. 만일 신청자/사업자가 안전 컴퓨터에 의해 비안전 기능이 수행되

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는 안전관련으로 분류되어야만 하

고, 다른 비안전 소프트웨어로부터의 통신 격리를 포함한 안전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

든 규제 요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어떤 경우, 공급자 혹은 신청자/사업자는 안전 계통과 비안전 계통간의 일부 통신

을 갖는 계통을 구현하고자 할 수 있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에서는 보호계통은 어떠한 단일 제어계통 기기(또는 채널)의 고장이

나, 제어계통과 보호계통에 공통으로 이용되는 운전중인 어떠한 단일 제어계통 기기

(또는 채널)의 고장 또는 제거시에도, 보호계통의 신뢰도, 다중성, 독립성과 같은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계통 본래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제어계통과 격리되어야 

하며, 보호계통과 제어계통의 상호연결은 안전성이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도록 제한되

어야 한다라고 요건을 기술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안전 및 비안전 계통간의 통신에서는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어떠

한 비안전 입력을 요구하지 않도록 되어야 하며, 비안전 계통, 통신 계통 또는 비안전 

계통에 의해 전송된 데이터 등의 어떠한 고장도 독립적인 안전성 결정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기능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안전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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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예, 감지기 입력에 따라 트립의 가부를 결정)은, 안전 계통이 연결되어 안전기능

을 수행하는 동안, 어떠한 비안전 계통으로부터의 입력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다음은 검토자가 데이터 통신에 대하여 접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몇몇 설계 방법

을 제공한다. 제시한 것들이 가능한 접근법을 총망라한 것도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 검토자가 통신 계통과 사용된 방법에 충분히 친숙하지 않다면, 검토자는 그러한 

통신이 안전기능과 연계될 수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규제기관내 다른 전문

가의 지원을 구해야 한다.

∙ 안전계통에서 비안전 계통으로, 핸드쉐이킹과 인지(acknowledgment)신호의 사용 없

이,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하는 통신계통은 이러한 요건을 만족한다.

∙ 만일 통신계통이 안전계통과 비안전계통 간에 양방향 통신을 허용한다면, 그러한 결

정은, 메모리 할당방법, 통신 프로토콜 및 메시지 포매팅 방법을 포함하여, 통신 방

법에 대해 보다 상세한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하나의 가능한 방법은 통신방법이 결정론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동일한 정

보가 동일한 방법으로 안전계통으로 전송되고, 이 정보가 이때 안전계통에 의해 동일

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이는 비안전계통이 공유 메모리상의 특정 위치에 데이

터를 쓰고, 안전계통은 그 데이터를 읽어오도록 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안전계통은, 

그 메모리 위치 데이터가 동일 데이터의 가장 최근 작성된 값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의 의미와 그 데이터를 갖고 수행할 것을 인식할 것이다. 이전(out-of-date) 데이터, 왜

곡(garbled) 데이터 및 통신링크 고장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존재하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물론, 이는 하나의 가능한 결정론적 통신 방법이 되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이 검토의 목적은 신청자/사업자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에 기술된 적용 가능한 요건 만족을 충분히 입증시켰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통신독립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7.0-1, 부록 7.1-3 및 7.9절에 

제시되어 있다.

5.7 시험 및 교정 능력 (KEPIC ENB-6370, 5.7절)

   KEPIC ENB-6370의 5.5.2절은 시험 및 교정 기능으로 인해 컴퓨터의 안전기능 수행 

능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검토자는 이러한 사항이 완료됨을 

보장하기 위해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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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PIC ENB-6370의 5.5.3절은 고장검출 및 자기진단이 컴퓨터 계통의 능력을 저하

시킬 수 있는 부분적인 계통 고장 검출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지만, 계통에 의해서 즉시 검출되지 않을 수 있음을 권고한다.

   검토자는 자체시험 소프트웨어의 자체시험능력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많은 디

지털 고장에 대한 경험에 따르면, 그러한 고장은 연산코드보다는 진단코드에서 발생되

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진단코드가 연산코드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검토자는 진단기능에 대한 고장유형 및 영향분석(FMEA)상의 분석부분을 조사해

야 한다. 계통 및 소프트웨어 진단이 모든 고장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에, 연산코드의 

고장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세 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코드의 총 분량은 연산코드의 분량과 비교되어야 한다. 많은 분량의 시

험 및 진단 소프트웨어는 전체 소프트웨어의 복잡도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복잡도의 

증가는 시험 및 진단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공된 잠재적인 계통 신뢰성 증진 이점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이는 또한 진단 루틴에 대한 광범위한 이전 사용에 대해서도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시험 및 진단 소프트웨어는 잘 시험되고 과거에 광범위하게 이

용되어온 반면, 연산코드는 이러한 분야에 있어 새로울 수 있다. 검토자의 판단이 사

용되어야 한다.

   비 소프트웨어 감시타이머는 전체 진단 체계에 있어 필수적이다. 프로세서가 고착

되어 명령어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소프트웨어 감시타이머는 작동실패가 될 것이다. 

검토자는, 안전 프로세서가 본래 기능을 완수한 후, 감시타이머의 소프트웨어 입력만

이 리셋되는 하드웨어 감시타이머를 찾아야 한다. 이후 검토자는 리셋기능을 점퍼시

켜, 감시타이머의 효과성을 제거하는 소프트웨어의 고장 가능성이 없음을 보장하는지

를 살펴야 한다.

5.8 정보 표시 (KEPIC ENB-6370, 5.8절) 

   과거, 정보표시는 오직 표시기능만 제공되었으므로, 양방향 통신이 필요하지 않았

다. 현대의 표시계통은 제어기능을 포함하므로, 검토자는 정보표시의 부정확한 기능수

행이 필요시 수행되어야 할 안전기능을 방해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5.6절, 

“독립성”에서 언급한 현안과 동일하므로, 이와 유사한 방법은 적합하다. 만일 안전

계통에서 표시기까지의 통신경로가 단방향이거나, 또는 표시기와 제어기가 안전관련으

로 검증될 경우, 안전성 결정은 단순화된다. 비안전 제어계통들과의 양방향 통신은 비

안전에서 안전으로의 통신과 동일한 격리현안을 갖는다. 추가적으로 검토자는 접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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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표시기에 대한 부주의한 접촉이 안전기능을 방해할 수 없음을 보장하여야 한

다.

5.9 접근 통제 (KEPIC ENB-6370, 5.9절)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의 5.9절과 RG 1.152, 개정 2에 지침이 제시되었다.

5.10 수리 (KEPIC ENB-6370, 5.10절)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에 지침이 제시되었다.

5.11 식별 (KEPIC ENB-6370, 5.11절)

   요구되는 컴퓨터계통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적절한 계통 형상으로 설치됨을 보

증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계통에 대하여 다음의 식별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1. 정확한 소프트웨어가 정확한 하드웨어 구성요소에 설치됨을 보증하기 위하여 펌웨

어 및 소프트웨어 식별이 사용되어야 한다.

2.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도구를 이용하여 펌웨어로부터 식별을 검색할 수 있는 수단이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야 한다.

3. 디지털 컴퓨터 계통 하드웨어의 물리적 식별 요건은 KEPIC ENB-1100-2005에 기술

되어 있다.

4. 식별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 식별은 개정 수준을 포함해야 하고, 개정본

에 적용된 변경을 식별할 수 있도록, 형상관리 문서에서 추적될 수 있어야 한다.

  추가적인 식별에 대한 지침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의 5.11절에 제시되어 있다.

5.12 보조 설비 (KEPIC ENB-6370, 5.12절)

   KEPIC ENB-1100의 해당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5.13 복수 호기 발전소 (KEPIC ENB-6370, 5.13절)

   KEPIC ENB-1100의 해당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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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인적 요소 고려사항 (KEPIC ENB-6370, 5.14절)

   KEPIC ENB-1100의 해당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18장은 추가적인 지

침을 제공한다.

5.15 신뢰도 (KEPIC ENB-6370, 5.15절)

   KEPIC ENB-1100의 요건 이외에 추가로, 신뢰도 목표가 식별되는 경우, 목표의 만

족여부 입증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뢰도를 판정하는 방법에는 분석, 현

장 경험 또는 시험을 조합한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오류 기록 및 추이가  

분석, 현장 경험 또는 시험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추가 지침이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의 5.15절에 제시되어 있다. RG 1.152에 기술

한 바와 같이, 규제기관은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디지털 컴퓨터의 신뢰도 규정을 만족

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정량적 신뢰도 목표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분석, 현장경험 및 시험을 조합한 방법을 사용한 정량적인 신뢰도 결정은 컴퓨터 계통

의 신뢰할 수 있는 성능에 대한 추가적인 확신을 제공한다.

   고장확률 결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신뢰도 값에 대해서는 널리 허용되는 방안이 없

으므로, 신뢰도 값은 가능하지 않다. 만일 공급자나 사업자가 그러한 값을 제시하면, 

검토자는 주의를 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얻기 위해, 소프트웨

어 설계에 고품질 공정을 적용하는 소프트웨어 공급자를 신뢰한다. 검토자는 소프트웨

어가 최고의 품질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완벽할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Ⅵ. 감지 및 명령 설비-기능 및 설계요건 (KEPIC ENB-6370, 6절)

   KEPIC ENB-1100의 해당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Ⅶ. 실행 설비-기능 및 설계요건 (KEPIC ENB-6370, 7절)

   KEPIC ENB-1100의 해당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Ⅷ. 동력원 요건 (KEPIC ENB-1100,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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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는 KEPIC ENB-1100 요건의 구현을 위한 지침으로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

의 8장을 참조해야 한다.

Ⅸ. 사이버 보안 기준

 KEPIC ENB-1100의 5.9절에는, “설계는 안전계통 기기로의 행정적인 접근통제를 허

용해야만 한다. 이러한 행정적인 통제는 안전계통 자체에 대한 규정, 발전소 설계상의 

규정 또는 혹은 이러한 규정들의 조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디

지털 컴퓨터기반 계통의 경우, 안전계통 및 데이터의 비인가된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물리적 및 전자적 접근에 대한 통제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제는 네트워크 연결

이나 유지보수 기기를 통한 접근을 포함해야 한다.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접근이 허용

되어서는 안 되며, 유지보수 기기를 통한 접근은 유지보수기기가 유지보수를 위해 실

제로 이용되는 시간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발전소 데이터 통신 계통의 설

계는, 운전원 등 종사자가 발전소 안전관련 계통의 비인가된 변경을 발생시키거나 운

전원에게 잘못된 상태 정보를 표시할 가능성이 있는 전자적인 경로를 제공하지 않음

을 보장해야 한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컴퓨터 기반 안전 계통은 물리적 

및 전자적 위협 모두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하드웨어에 대한 고려는 제한된 물리적 

접근 통제가 있고 외부 네트워크로의 연결이나 모뎀이 없음을 보장해야 한다. 컴퓨터 

기반 계통 소프트웨어의 보안은 안전계통의 생명주기동안 인가되지 않고, 원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침입으로부터의 생존성과 관련된다. 

   컴퓨터 기반 계통은 비인가되고 부적절한 접근과 그러한 계통의 이용이 방지되고, 

감지되고 완화된다면 전자적 취약성으로부터 보호된다. 컴퓨터 기반 계통의 보안은  

(1) 해당 계통에 대한 사업자의 보안 요건을 만족하도록 보안특성을 설계하고 (2) 문서

화되지 않은 코드(예, 백 도어 코드, 논리 및 시간 폭탄 코드)를 포함하지 않고, 악성 

프로그램(예, 바이러스, 웜 및 트로이 목마)에 대항해 회복력이 있는 계통을 개발하고 

(3) 발전소 행정 절차와 사업자의 보안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계통을 설치하고 유지하

는 것을 통하여 성취할 수 있다. 

   RG 1,152, 개정 2의 규제입장 2는 상세 디지털 안전관련 계통의 보안 지침 체계의 

일환으로, 폭포수 생명주기 단계를 제시한다. 디지털 안전관련 계통의 개발 절차는 생

명주기의 각 단계에서의 잠재적인 보안 취약성을 다루어야 한다. 폭포수 생명주기는 

다음의 단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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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요건

∙ 설계

∙ 구현

∙ 시험

∙ 설치, 확인 및 인수 시험

∙ 운전

∙ 유지보수

∙ 폐기

   생명주기의 각 단계별 보안 요건은 디지털 안전계통에 대해 비인가된 접근, 사용, 

자료공개, 방해 또는 파괴 등에 대한 위험과 손상의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

 규제입장 2.1-2.9는 생명주기 개별단계에 대한 디지털 안전계통에 대한 보안 지침을 

기술한다.

9.1 개념 단계 (RG 1.152, 개정 2, 규제입장 2.1)

   개념단계에서는, 사업자와 개발자는 구현되어야 하는 안전계통 보안 능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업자와 개발자는 계통 생명주기의 적당한 단계에서 잠재적 보안 취약성

을 확인하기 위해 보안성평가(security assessment)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의 

결과는 해당 계통(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요건을 설정하는데 이용되어

야 한다. 안전계통에 대한 원격 접근은 구현되어서는 안 된다. 컴퓨터 기반 안전계통

은 단방향 통신 경로를 통하여 다른 계통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9.2 요건단계 (RG 1.152, 개정 2, 규제입장 2.2)

9.2.1 계통특성 (RG 1.152, 개정 2, 규제입장 2.2.1)

   사업자와 개발자는 보안의 기능적 성능 요건과 계통 형상(해당 계통의 외부와의 연

계: 품질, 인간공학, 데이터 정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문서화, 설치와 인수, 

운전과 실행 그리고 유지보수)에 대하여 정의해야 한다.

   보안 요건은 전체 계통 요건의 일부분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체 계통의 V&V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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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통 보안요건의 정확성, 완전성, 정확도, 시험성 및 일치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전 개발 소프트웨어와 계통(예, 재사용 소프트웨어와 상용 판매되는 계통)의 사용

에 대한 요건은 안전계통의 취약성을 다루어야 한다.(예, 시험되어지거나 운전 경험으

로 뒷받침되는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이용)

9.2.2 개발 활동 (RG 1.152, 개정 2, 규제입장 2.2.2)

   개발절차는 해당 계통이 문서화되지 않은 코드(예, 백 도어 코드), 악성 프로그램

(예,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및 폭탄코드) 및 다른 원하지 않고 문서화되지 않은 기

능과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9.3 설계단계 (RG 1.152, 개정 2, 규제입장 2.3)

9.3.1 계통 특성 (RG 1.152, 개정 2, 규제입장 2.3.1)

   계통 요건 명세에 명시되는 안전계통 보안요건은 계통설계내용의 특정설계형상 항

목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안전계통 보안설계 형상 항목은 (1) 계통 기능에 대한 물리적

이고 논리적인 접근 (2) 안전계통 서비스의 사용 및 (3) 다른 계통과의 데이터 통신에 

대한 통제를 다루어야 한다. 

    안전계통에 이전 개발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설계 형상 항목은 해당 안전계통의 

보안 취약성을 다루어야 한다. 물리적 및 논리적 접근통제는 사이버보안 정성적 리스

크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야 한다. 사이버보안 리스크는 원자력발전소와 내/외부로 

부터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디지털 계통의 민감도(susceptibility)와 원자력발전소에 대

한 영향(consequence)의 조합이다. 이 분석의 결과는 더 복잡한 접근통제 즉, 단지 패

스워드 하나가 아닌 지식의 조합(예, 패스워드), 자산(예, 키, 스마트 카드) 혹은 개인별 

특징(예, 지문)을 요구할 수 있다. 

9.3.2 개발 활동 (RG 1.152, 개정 2, 규제입장 2.3.2)

   개발자는 계통 설계 결과물(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이 문서화되지 않은 코드(예, 

백 도어 코드), 악성 프로그램(예,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및 폭탄코드) 및 다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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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문서화되지 않은 기능과 응용을 포함하지 않음을 보장하는 적용 가능한 보

안 정책(security policies)을 따르는 표준 및 절차를 기술해야 한다.

9.4 구현단계 (RG 1.152, 개정 2, 규제입장 2.4)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계통구현 단계에서, 계통설계는 코드, 데이터베

이스 구조 및 관련 기기가 실행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전환된다. 구현활동은 하드웨어 

형상과 구성; 소프트웨어 코딩과 시험; 그리고 통신 형상 및 구성(재사용 소프트웨어 

및 상용 기성 제품의 통합을 포함)을 다룬다.

9.4.1 계통 특성 (RG 1.152, 개정 2, 규제입장 2.4.1)

   개발자는 계통설계 사양으로부터의 보안설계 형상항목 변환이 올바르고 정확하고 

완벽한 지를 확인해야 한다. 

9.4.2 개발 활동 (RG 1.152, 개정 2, 규제입장 2.4.2)

   개발자는 보안절차 및 표준을 개발계통을 함부로 변경하는 것이 최소가 되고 완화

되도록 구현해야 한다. 개발자의 표준과 절차는 (1) 인가되지 않은 접근이나 계통의 사

용을 허용하거나 (2) 계통 요건을 벗어난 계통의 동작을 초래할 수 있는 문서화되지 

않은 코드나 악성 함수를 다루기 위해 적절한 시험을 포함해야 한다. 개발자는 코드에 

발견되지 않은 기능이나 취약한 특성과 그것들의 목적 및 안전계통에 대한 영향을 평

가해야 한다. 만일 가능하다면, 이러한 기능들은 사용불능하게 되거나, 제거되거나 혹

은 (최소한) 인가되지 않은 어떠한 접근도 방지되도록(예를 들면, 응용 프로그램에 대

한 고장모드 몇 영향분석의 한 부분) 다루어져야 한다. 스캐닝은 사용되는 코드와 플

랫폼에 종속되고 특정 코드와 컴파일러에 대해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사항

은 그 결과가 가장 최신의 컴퓨터 계통의 크기와 복잡도에 주어지는 다루어지지 않는 

숨겨진 문제들이 이해되고 성공적일 것이라는 약간의 확신을 갖는 어려운 임무일 수 

있다. 순수 응용 코드 스캐닝은 부분적으로 성공적일 수 있으나 많은 운영체제(OS), 기

계어 및 호출 라이브러리 함수의 계통에 대한 사항은 성공적으로 스캐닝되지 않을 수 

있고 단지 불법이용을 위한 터전이 될 수 있다. 상용제품(COTS)은 특허 사항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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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반적으로 검토가 불가능 할 수 있다. 운영체제에 대한 보안 취약성 결정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수 있다.(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와 다른 운영체제 제

공자는 운영체제와 호출 코드 함수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 

응용 개발자에 의해 그러한 시스템이 수정되지 않으면 보안 노력은 그러한 시스템상

의 특성이 계통의 보안 요건을 상쇄하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보안 기능이 다른 계통 기능에 의해 상쇄되지 않아야 한다.   

9.5 시험단계 (RG 1.152, 개정 2, 규제입장 2.5)

   보안기능을 시험하는 목적은 실제적이고 필요한 부분에서 통합, 계통 및 인수시험

을 실행함으로써 계통 안전 요건이 검증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시험은 계통 하드

웨어 형상(모든 외부 연결을 포함), 소프트웨어 건전성 시험, 소프트웨어 품질 시험, 계

통 통합 시험, 계통 품질 시험 및 계통 공장 인수 시험을 포함한다.

9.5.1 계통 특성 (RG 1.152, 개정 2, 규제입장 2.5.1)

   보안요건과 형상항목은 전체 계통 요건 및 설계 형상 항목에 대한 검증의 일부분

이다. 따라서 보안 설계 형상 항목은 전체 계통 검증의 한 요소일 뿐이다. 각 계통의 

보안특성은 구현된 계통이 보안 취약성을 증가시키지 않고 안전기능의 신뢰도를 줄이

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검증되어야 한다.

     

9.5.2 개발 활동 (RG 1.152, 개정 2, 규제입장 2.5.2)

   개발자는 설계된 보안특성을 정확하게 구성하고 동작하도록 해야 한다. 개발자는 

계통 하드웨어 구조, 외부 통신 기기 및 비인가된 통로 및 계통 건전성에 대한 형상을 

시험해야 한다. 내재된 OEM 특성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9.6 설치, 점검 및 인수 시험(RG 1.152, 개정 2, 규제입장 2.6)

   설치 및 점검에서, 안전계통은 대상 환경에서 설치되고 시험된다. 신청자는 인수검

토와 안전계통 보안특성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설치와 보안 시험의 목적은 대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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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안전계통의 물리적 논리적 계통 보안특성의 정확성을 확인 및 검증하는 것이

다.

9.6.1 계통 특성 (RG 1.152, 개정 2, 규제입장 2.6.1)

   신청자는 보안요건이 계통에 적절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한 설치 

후 계통시험이 가능하도록 계통 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9.6.2 개발 활동 (RG 1.152, 개정 2, 규제입장 2.6.2)

  

   신청자는 디지털 계통 보안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보안정책, 표준 및 절차는 디

지털계통의 설치가 디지털계통, 다른 계통 혹은 발전소의 보안을 저해하지 않음을 보

장해야 한다. 이것은 디지털계통의 설치로 인한 잠재적 보안 취약성을 식별하기 위해, 

리스크 평가를 포함한 보안성평가를 신청자가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리스크 평

가는 해당 계통에서의 새로운 보안 강제사항, 제안된 계통 변경의 평가와 계통보안에 

대한 영향 그리고 정확성과 이용성을 위한 운전절차서의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

한 평가의 결과는 계통과 발전소에 대한 보안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기술적 근거를 제

공해야 한다. 

9.7 운전 단계 (RG 1.152, 개정 2, 규제입장 2.7)

   운전 생명주기 공정은 의도된 운전환경에서 신청자가 안전계통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운전단계 동안, 사업자는 계통 보안이 주기시험과 감시, 계통접속의 검토 및 

실시간 감시와 같은 기술로써 완전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신청자는 

운영 환경에서 안전계통 보안에 대한 안전계통 변경의 영향, 모든 제안된 변경에 의해 

안전계통 보안에 미치는 영향, 목적한 용도에 운영 절차가 부합하는지 평가해야 하고, 

사용자 및 계통에 미치는 보안 위험을 분석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계통에서 새로운 

보안 제한사항(constraints), 제안된 계통 변경과 그에 따른 계통 보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해야 하고, 정확성 및 사용성을 위한 운영 절차를 평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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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유지보수 단계 (RG 1.152, 개정 2, 규제입장 2.8)

   유지보수단계는 신청자가 계통 또는 관련 문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요구된다. 이러

한 변경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변경 (즉, 수정, 적응 혹은 완벽을 위한 변경)

∙ 이전 (즉, 새로운 운전 환경으로의 계통의 이동)

∙ 교체 (즉, 운전 및 유지보수 조직에 의한 능동적인 지원의 철회, 새로운 계통이나 개

량된 계통의 설치에 의한 부분 혹은 전체적인 교체)

   계통 변경은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특정요건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고(수정), 변화된 

운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적응) 혹은, 추가적인 사업자의 요구나 증진에 대한 응답

(적응)에서 유발될 수 있다.

9.8.1 유지보수 활동 (RG 1.152, 개정 2, 규제입장 2.8.1)

   안전계통의 변경은 개발 공정으로서 간주되어야 하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확

인 및 검증되어야 한다. 보안기능은 상기한 규제입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평가되어

야 하고 유지보수 공정에서 도출된 요건을 반영하기 위해 (적절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계통이 이전되었을 때, 신청자는 이전된 계통이 안전계통 보안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하

여야 한다. 유지보수 공정은 만일 유지보수 활동의 일부분으로 변경되어 지지 않는 한 

현재의 안전계통 보안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9.8.2 품질보증 (RG 1.152, 개정 2, 규제입장 2.8.2)

   신청자는 품질보증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보안을 다루어야 한다. 보안 품질보증 부

분은 기존 품질보증 프로그램과 통합될 수 있다. 사이버 보안 특성은 형상관리 프로그

램에 담겨 있어야 한다. 신청자의 품질보증 그룹(정보/네트워크 보안 전문가와 같은)은 

디지털 안전계통 보안 절차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감사를 수행해야 한

다. 만일 안전계통 보안기능이 안전계통 보안기능 요건에 상응하는 수준의 노력으로 

사전에 확인 및 검증되지 않았거나 적절한 문서가 이용가능하지도 충분하지도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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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분실했거나 불안전한 문서들이 생산될 수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분

실된 문서의 생산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최소한의 안전계통 보안기능 요건이 참고가 

되어야 한다.

9.8.3 사고 응답 (RG 1.152, 개정 2, 규제입장 2.8.3)

   신청자는 디지털 계통 보안사고(예, 침입,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나 폭탄 코드)

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 대응 및 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은 계통의 자원, 

데이터, 설비, 직원 및 인프라의 상실에 기인하여 발생 가능한 서비스의 중단을 포함

하는, 발전소 디지털 계통의 원치 않는 동작과 다양한 상실 시나리오를 다루도록 개발

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 주요 서비스에 최소한의 피해가 발생하도

록 비상대책을 정의해야 한다. 

9.8.4 감사 및 평가 (RG 1.152, 개정 2, 규제입장 2.8.4)

   신청자는 바람직한 보안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인 주기적 컴퓨터 계통 보안 자기

-평가(self-assessments) 및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제안된 안전계통의 변경

과 그에 따른 안전계통 보안에 미치는 영향, 운영 중 발견되는 비정상상태, 이동 요건

을 평가해야 하고, 발전소 환경 내에 취약성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 및 검증 업

무를 재수행하여야 한다.

9.9 폐기 단계 (RG 1.152, 개정 2, 규제입장 2.9)

   생명주기 폐기단계에서, 신청자는 운전 환경으로부터의 기존 안전계통 보안기능의 

대체와 제거의 영향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신청자는 계통 보안 기능제거가 안전 및 비

안전계통 연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평가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안전계통 

보안기능상의 변경이 완화되어지는 방법을 문서화해야 한다. (예, 보안기능의 교체, 다

른 보안계통과 사업자로부터의 격리, 혹은 안전계통 연계기능의 폐기). 보안절차서는 하

드웨어와 데이터의 정화(cleansing)를 포함해야 한다. 서비스로부터의 제거와 관련하여, 

사업자는 데이터 정화, 디스크 파괴나 완벽한 겹쳐 쓰기(overwirte)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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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7-1 고압력의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저압력계통의 격리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발전소 정상 및 비상 운전기간중 고압의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연결된 저압계통은 과

압에 의한 손상 혹은 저압계통의 건전성 상실과 방사성 물질의 누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압계통으로부터 적절히 격리되어져야 한다. 발전소 저온정지를 위해 잔열제거계

통이 동작중일 때에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경계의 연장으로 간주된다. 또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에서는 원자로냉각재계통과 그와 

관련된 보조계통·제어계통·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동안 원자로냉각재압

력경계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도를 갖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권고사항들이 발간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II.절에는 보다 명확한 지침이 발간되기 전까지 허용 가능한 설계방안을 제시하였다. 

II. 규제 입장

   저압계통들과 고압 원자로냉각재계통간의 경계영역 설계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

구되어져야 한다.

  1.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하부계통의 정격압력보다 높은 경우 하부계통을 격리

시키기 위해 최소한 두개의 밸브를 직렬로 설치해야 한다.

  2. 계통경계의 두 밸브 모두가 전동기로 구동되고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하부계통

의 설계 압력보다 높은 경우 두 밸브가 모두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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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는 독립적이고 다양한 연동잠금 장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원자로냉각재계

통의 압력이 하부계통의 설계압력을 초과시에는 자동밸브 잠금 신호가 밸브조작기에 

제공되어져야 한다. 

  3. 계통경계에 한 개의 역지밸브와 한개의 전동기 구동밸브가 설치된 경우, 전동기 

구동밸브에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하부계통의 설계압력보다 높다면 그 밸

브가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하부계통

의 설계압력을 초과시에는 언제든지 자동적으로 그 밸브를 닫기 위하여 연동장치

를 설치해야 한다.

  4. 원자로제어실에는 밸브들의 위치지시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5.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운전에 하부계통(subsystem)이 요구되는 경우의 경계영역 설

계시에는 상기의 권고사항들이 이행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형태의 계통 경계영

역은 사안별로 평가해야 한다.

  6. 이 계통은 보호계통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력산업

기술기준(이하 "KEPIC") ENB-1100, KEPIC ENB-6100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Regulatory Guide 1.153에 의해 KEPIC ENB-1100도 준용되며 부록 7.1-2 및 부록 

7.1-3은 KEPIC ENB-6100 및 KEPIC ENB-1100에 대한 검토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Ⅲ.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2. 전력산업기술기준 ENB-6100-2005, "보호계통 설계."

  3. 전력산업기술기준 ENB-1100-2005, "안전계통 설계."

  4. Regulatory Guide 1.153, "Criteria for Safety Systems."

  5. IEEE Std 279-1971, "Criteria for Protection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6. IEEE Std 603-1991, "IEEE Standard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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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2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축압기 배관에 있는 전동기 

구동밸브에 관한 요건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많은 가상적 냉각재상실사고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은 안전주입탱크의 적절

한 기능 수행에 좌우된다.  이들 발전소에는 각각의 안전주입탱크와 원자로냉각재계통 

사이에 한 개의 전동기구동 격리밸브(MOIV)와 두 개의 역지밸브가 직렬로 설치된다. 

   전동기구동 격리밸브는 그것이 닫혔을 때 안전주입탱크가 소정의 보호기능을 수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우회"가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전력산업기술기준

(이하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에는 허용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 

보호기능의 우회가 자동으로 제거될 것이라고 기술한 "운전우회"에 관한 요건을 규정

하고 있다.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에도 유사한 요건이 기술되어 있다. 본 

부록은 안전주입탱크의 전동기 구동밸브에 대한 KEPIC ENB-6100 및 KEPIC ENB-1100

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부록 8-4 "수동제어 전기구동밸브에 대한 단일고장기준의 적용"은 이러한 격리밸

브에 적용하며 이 부록과 관련하여 사용해야 한다.

II. 규제 입장

    안전주입탱크의 전동기 구동 격리밸브의 설계가 KEPIC ENB-6100 또는 KE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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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B-1100의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특성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1.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저압력이 운영기술지침서의 설정치를 미달하거나 혹은 안전

주입신호가 발생할 때 그 밸브를 자동적으로 열리도록 해야 하며, 원자로냉각재

계통의 압력과 안전주입신호 모두가 그 밸브조작기에 제공되어야 한다.

  2. 관련 밸브의 개방 혹은 닫힘 상태는 제어실내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

시되어야 한다.

  3. Regulatory Guide 1.47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의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지시”

에 따라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를 지시해야 한다.

  4. 원자로냉각재계통이 운영기술지침서에 규정한 압력상태에 있을 때 격리밸브가 신

속하게 닫히도록 허용하는 우회설비를 자동적으로 제거(우회)하기 위해 안전주입

신호를 사용한다.

 

Ⅲ. 참고문헌

  1. KEPIC ENB-6100-2005, "보호계통 설계."

  2. KEPIC ENB-1100-2005, "안전계통 설계."

  3. Regulatory Guide 1.47, "Bypassed and Inoperable Status Indication for Nuclear 

Power Plant Safety Systems," Office of Nuclear Regulatory Research,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73.  

  4. IEEE Std 279-1971, "Criteria for Protection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5. IEEE Std 603-1991, "IEEE Standard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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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3 원자로냉각재펌프 비가동중 원자로 운전을 위한

         보호계통의 정지 설정치 변경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6100이 개발되기 이전과 과거 수년간 단

일고장기준을 만족하는 회로방식의 원자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로정지 설정치

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자동조정을 요구하여 왔다. KEPIC ENB-1100에서도 비슷한 

요구조건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의 근거는 인간에 의한 조작보다 자동회로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더 신뢰성 있는 기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산업계 등에서 채택해 온 이와 같은 설계방식은 KEPIC ENB-6100, 4.15절 "다

중 설정치"에 관한 근거로서 작용하였다. 

   본 부록의 목적은 KEPIC ENB-6100, 4.15절 및 KEPIC ENB-1100의 6.8절의 적용에 

관한 추가지침을 제시하는데 있다.

II. 규제 입장

1. 만일 단일 원자로냉각재펌프가 운전정지인 조건하에서 발전소를 운전하기 위해 보

다 더 제한적인 안전 정지설정치가 요구되고, 단일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운전정지가 

계획된 운전모드와 유사한 것이라면 보다 더 제한적인 정지설정치로의 변경이 자동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상기와 같이 설계되지 않는 발전소는 운영기술지침서에 수동으로 설정치를 변경하

기 이전에 원자로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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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참고문헌

  1. KEPIC ENB-6100-2005, "보호계통 설계"

  2. KEPIC ENB-1100-2005, "안전계통 설계"

  3. IEEE Std 279-1971, "Criteria for Protection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4. IEEE Std 603-1991, "IEEE Standard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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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4 보조급수계통의 설계기준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보조급수계통의 기능은 증기발생기에 비상급수를 공급하며 외부전원상실을 동반

한 터빈정지시에 안전정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계통은 안전주입신호에 

의해 개시된다. 급수는 정상운전시 개방된 급수제어밸브를 통해 각 증기발생기로 공급

된다. 어떤 발전소의 설계는 보조급수계통이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

혀졌다. 10 CFR 50.34(f)(2)(xii)는 자동 및 수동으로 보조급수를 요구하고 있다. 본 부록

의 목적은 보조급수계통의 타당한 설계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요건을 명시하는 데 

있다.

II. 규제 입장

   보조급수계통은 단일 전기고장과 동시에 격납건물 내부에 있는 보조급수 배관의 

가상된 파단 이후에도 이 계통의 기능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본 부록의 근

거는 보조급수 배관의 파단이 발전소를 정지시키고 동시에 외부전원상실을 초래할 것

이라는 데 있다. 가상사고를 분석하기 위해 발전기가 정지된다면 외부전원이 상실된다

고 가정한다. 이러한 상황은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가 건전하다 할지라도 발전소의 잔

열제거 수단이 상실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발전소 열제거계통은 보조급수계통 혹은 소

내전력계통의 단일 전기고장 가정하에서 어떠한 가상적인 배관 파단시에도 최종 열제

거원으로 잔열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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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5 가압경수형 원자로 단일제어봉의 불필요한 인출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최근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운전경험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의 요건에 따른 설계의 검토결과 단일고장이 단일 제어봉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인출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부록의 목적은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의 타당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데 있다. 

II. 규제 입장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의 요건은 원자로

출력의 현저한 상승이나 노심냉각 능력의 현저한 감소 등 예상운전과도에 의하여 원

자로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게 될 우려가 발생한 때에 이를 검출하여 연료허용손상

한계가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반응도 제어계통과 관련 계통을 자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는 우발적인 제어봉의 인출과 같은 반응도 제어계통의 단일 오동작시에도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26조의 내용으로 볼 때 심사자는 운전원의 실수를 예상운전과도로 간주하

며, 아울러 이들 요건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단일 오동작 요건을 고려한다.  신청자는 반응도 제어계통의 분석을 수

행하고 이들 사건이 연료허용손상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운전원의 실

수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 이들 사건 발생기간 동안에 연료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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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한계가 초과되는 것으로 밝혀지면 보호계통은 연료허용손상한계에 도달되기 이전

에 이들 사건을 검출하여 종료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반응도 제어계통내의 오동작의 평가에 있어서 모든 가능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

여 작동을 방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작동을 발생시키는 고장 등을 고려해야한다. 그리

고 이에 덧붙여 단일 또는 다중 제어봉 위치변경을 초래하는 고장 혹은 제어봉 인출 

오순서를 야기하는 고장 등이 분석되어야 하고, 아울러 붕소제어계통에 의한 반응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고장도 분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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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된 계측제어 설비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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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6 안전주입모드에서 재순환모드로 전환하기 위해 설치된 계

측제어 설비의 설계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6100, 4.17절 및 KEPIC ENB-1100의 6.2 

및 7.2절에 규정한 보호조치의 자동 및 수동 개시에 관한  설계를 검토한다.  최근 몇

몇 설계에 대해서 심사자는 냉각재 상실사고 이후 재순환 운전모드로 전환하는데 사

용되는 회로의 설계가 KEPIC ENB-6100 또는 KEPIC ENB-1100의 요건을 따르지 않았

으며, 그리고 제출된 전환절차 역시 복잡하여 운전원이 주어진 시간 및 이용 가능한 

정보를 근거로 요구되는 조치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만을 

증대시켰다고 밝혔다.

II. 규제 입장

      1. 만약 운전원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계측설

비 및 정보지시기를 이용할 수 있다면 재순환모드로의 전환을 계통수준에서 수동으로 

개시하는 설계는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KEPIC ENB-6100 또는 KEPIC ENB-1100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한다.  더구나 운전원 실수의 경우, 운전원이 그 실수

를 수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실수의 결과가 허용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위에 인용한 이유 때문에 재순환모드로의 자동 전환이 수동 전환보다 바람직하다.



부록7-6 개정 4 - 2014. 12- 2 -

III. 참고문헌

  1. KEPIC ENB-6100-2005, "보호계통 설계."

  2. KEPIC ENB-1100-2005, "안전계통 설계."

  3. IEEE Std 279-1971, "Criteria for Protection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4. IEEE Std 603-1991, "IEEE Standard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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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7 Regulatory Guide 1.22의 적용에 관한 지침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최근의 인허가 사례에서 원자로 운전중에 시험되지 않는 8개의 기능이 기술되어 있

다. 신청자는 이러한 주기시험이 Regulatory Guide(이하 “RG") 1.22 “보호계통 작동기

능의 주기시험"을 만족한다고 주장하였다. RG 1.22는 원자로 출력 운전중에 시험되지 

않는 작동장비들에 대한 요건을 설정하고 있으며,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1100 및 KEPIC ENB-6100 의 요건들을 배제하기 위한 규제지침을 갖고 있지는 않

는다. 

II. 규제입장

   보호 및 안전계통의 모든 부분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

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

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KEPIC ENB-1100 및 

KEPIC ENB-6100 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고, 원자로 운전중 시험되지 않는 모든 작동장

비는 명시되어야 하며 그것들이 RG 1.22, D.4의 조항과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의

견을 제출해야 한다.  RG 1.22에 대한 적합성외에, 제안된 설계 및 시험주기에 대한 근

거가 운영기술지침서의 주기시험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1. 보호계통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의 요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측제어계통 중 안전관련 보호계통은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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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 기술기준을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안전

심사지침 부록 7.1-2는 KEPIC ENB-6100 에 대한 계통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은 KEPIC ENB-1100 에 대해서 

계통설계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III. 참고문헌

  1. Regulatory Guide 1.22, "Periodic Testing of Protection System Actuation 

Functions.", 1972  

  2. IEEE Std. 279-1971, "Criteria for Protection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3. IEEE Std. 603-1991, "IEEE Standard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4. KEPIC ENB-1100-2005, "안전계통 설계"

  5. KEPIC ENB-6100-2005, "보호계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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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8 원자로보호계통의 예상정지에 관한 요건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몇몇 원자로설계는 사고해석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다수의 예상정지 혹은 "보조 

(backup)" 정지기능을 반영하였다.  대체로 이러한 정지기능은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6100 또는 KEPIC ENB-1100의 요건에 따라 설계되지 않았으며, 비안전

성 등급장치를 원자로보호계통에 사용하였다. 심사자는 원자로보호계통의 성능저하 가

능성 때문에 그와 같은 설계는 타당한 관례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II. 규제 입장

     원자로보호계통에 반영된 모든 원자로 정지기능은 KEPIC ENB-6100 또는 KEPIC 

ENB-1100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 규제입장은 감지기에서 최종 구

동장치까지의 전 정지기능에 적용한다.  비내진 지역에 놓인 감지기는 그런 지역에서

의 확실한 고장(예, 지락, 단락, 고전압 인가, 전자기 장해)에 따른 영향이 원자로보호

계통으로 전파되지 않고, 그리고 원자로보호계통의 성능 혹은 신뢰도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한 감지기는 지진사건 동안에도 동작할 수 있

도록 검증되어야 한다.  즉 원자로를 정지시켜야 할 조건에서 반드시 원자로 정지 개

시의 실패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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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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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s."

  4. IEEE Std. 603-1991, "IEEE Standard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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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9 Regulatory Guide 1.97 적용을 위한 지침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본 부록은 사고 감시계통 검토를 위한 추가적인 지침으로서 Regulatory Guide(이하 

“RG") 1.97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승인 및 대체승인이 가능한 방법을 기술하고 있는 

설계문서에 대한 검토 방법을 기술한다. 

   RG 1.97 개정 2, 3 및 4가 현재 유효하다. 2006년 6월 이전에 승인받은 발전소는 "

사고 중 및 사고이후의 발전소와 환경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경수형 원전의 계측기

“라는 제목의 RG 1.97 개정 2와 3을 적용하여 왔다. RG 1.97 개정 2와 3은 감시되어

야 할 상세한 변수목록을 기술하고 있으며, 각 변수에 대한 감시 계측기가 만족하여야 

하는 설계 및 검증 기준에 대한 포괄적인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RG 1.97 개정 4 ”원

전에 대한 사고 감시 계측기에 대한 기준“은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6330 "사고감시용 계측설비 설계”에 대해 예외사항과 내용의 명확성을 언급하면

서 승인하고 있다. KEPIC ENB-6330은 사고 감시변수의 선정, 성능, 설계, 검증, 화면

표시, 및 품질보증에 대한 유연한 성능기반 기준을 기술하고 있다. 

 1. 규제기준 

    가. 10 CFR 50.34(f)(2)(xvii), “사고감시계측”은 격납건물 압력, 격납건물 수위, 

격납건물 수소농도, 격납건물 방사능 농도(고준위) 및 불활성기체 유출물 등을 

원자로제어실에 표시하고, 기록하며 측정할 수 있는 계측장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는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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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건동안 예상되는 범위에 대해 변수 및 계통들

을 감시할 수 있는 계측계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은 냉각재

상실사고를 포함하는 사고조건하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이 제어실에서 가능하도록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제어실 외부의 적합한 장소에서도 필요한 계측장비가 설비되어 원

자로를 즉각적으로 고온정지 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방사선 방호설비”는 (1) 원

자로 격납건물 대기 (2) 냉각재상실 사고시 유체 재순환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 

공간 (3) 방출물 경로 (4) 가상사고로부터 방출되는 방사능에 관련한 발전소 

환경 등을 감시하는 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관련 지침 

       RG 1.97은 사고 상태에 대한 변수를 감시하는 계측설비에 대한 규제요건을 만

족시키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2006년 6월 이후 운영허가를 받은 발전소는 RG 1.97 개정 4에 기술된 지침을 

참조하여야 한다.

       2006년 6월 이전에 운영허가를 받은 발전소는 RG 1.97 개정 2 및 3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들 발전소의 사업자는 개정 4의 기준으로 전환할 수도 있으며, 또는 

전환을 포함하지 않는 변경 시에는 개정 4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RG 1.97 개정 4의 규제입장 1에 포함된 지침을 준용해야 한다. 

 

 3. 목 적 

      본 부록의 목적은 RG 1.97에서 요구되는 지침을 만족하기 위해 승인 가능한 설

계방법을 확인하고 아울러 관련 규제입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II. 규제입장  

 1. 개 요 

    신청자는 RG 1.97에서 요구하는 지침을 만족하는 설계결과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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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토되는 정보 

    사고 감시계통에 검토되어야 할 정보는 안전심사지침 7.5절에 기술되어 있다. 

 3. 허용기준 

    RG 1.97에서 요구되는 설계 및 품질기준은 아래에 기술된 고려사항들로 보완되어

야 한다. 

    가. 환경검증 

        10 CFR 50.49(b)(3), “Certain post-accident monitoring equipment"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RG 1.97 개정 2 및 3을 사용한 발전소는 범주 1 및 2 기기범위에 포함되는 

사고후 감시 계측장치들은 10 CFR 50.49에 따라 환경검증 되어야한다. 또한 

신청자는 10 CFR 50.49 (b)(3)를 만족시키는 허용가능한 대체수단 제시도 가

능하다.  

 RG 1.97 개정 4를 사용하는 발전소와 관련하여, 형식 A, B 또는 C로 분류

되는 사고감시 계측장치는 10 CFR 50.49에 따라 환경검증되어야 한다. 형식 

D 변수들은 발전소 인허가 기준에 따라 배정된 설치위치에서의 특정 사고에 

대한 가상환경으로 환경검증되어야 한다. 개정 4로 전환 또는 개정 4 기반 

변경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개정 4에 기술된 환경검증기준과의 차이

점에 대한 근거로 이전 승인 대체방안을 참조할 수 있다. 

    나. 내진 검증 

           RG 1.97 개정 2, 3, 및 4를 사용한 발전소에 대해, 만일 인허가 기준에 RG 

1.100 “원전에 대한 전기기기의 내진검증”의 준수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지

만, 기존에 설치된 기기가 RG 1.97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침을 만족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이 부록 및 RG 1.97에서 언급한 다른 지침들이 만족될 경우 내진검

증 인허가와 관련하여 기존에 설치된 기기의 설치는 적합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계측계통이 RG 1.97을 만족할 목적으로 설치되거나, 또는 

RG 1.97을 만족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기존에 설치된 기기를 대체하기 위해 새

로운 계측기기가 설치될 경우는 RG 1.97에서 요구하는 내진검증지침을 만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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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다. 다중성

           RG 1.97 개정 2, 3의 범주 1 변수에 대해, 단일고장이 운전원에게 사고이

후동안 발전소의 안전상태를 결정하고 안전 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RG 1.97 개정 2 또는 3의 범주 1 변수를 

감시하는데 사용되는 채널들은, 시험 지속시간동안 인허가 기준의 적용가능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채널의 보수, 시험 또는 교정동안 이 기준을 만족할 필요

는 없다. 일례로, 시험, 교정, 또는 보수 운전에 필요한 시간간격이 사고 감시

계측계통의 전체 가용도에 미미한 영향을 줄 정도로 짧다는 것으로 입증되어

질 수 있다. 

         이 부록은 동 주제관련, RG 1.97 개정 4 및 KEPIC ENB-6330 지침을 보충하

지 않는다.

    라. 다중 계측기기의 독립성

         RG 1.97 개정 2, 3 또는 4를 사용하는 경우, 인허가 기준에 RG 1.75 준수 내

용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고, 기기가 RG 1.97에 제시된 지침을 만족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이 부록 및 RG 1.97에서 언급한 다른 지침들이 만족될 경우, 분리 및 

독립성 인허가와 관련하여 기존에 설치된 기기는 적합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계측계통이 RG 1.97을 만족할 목적으로 설치되거나 혹은 RG 

1.97을 만족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기존에 설치된 기기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계측기기가 설치될 경우는 RG 1.97에서 요구하는 분리 및 격리 지침을 만족하

여야 한다.

    마. 표시 및 기록 

         RG 1.97 개정 2,3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추이상태, 혹은 과도상태 정보표시

가 운전원의 정보 또는 조치에 필수적이라면 전용의 기록계에 기록이 연속적으

로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정보들이 연속적으로 

자료가 갱신되고 컴퓨터 메모리에 기록되며 필요시 표시될 수도 있다. 후자의 

비필수적인 적용의 경우에 범주 1 계측기가 범주 2 계측기로부터 검증된 격리

장치를 이용하여 격리되어 있다면 범주 2 컴퓨터 혹은 전용 범주 2 기록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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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1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하다. 격리장치의 적용 및 검증에 대

한 지침은 부록 7-10에 기술되어 있다.

         본 부록은 이 주제관련, RG 1.97 개정 4 및 KEPIC ENB-6330 지침을 보충하

지 않는다.

    바. 범  위 

         RG 1.97의 개정 2, 3에서 요구되는 범위값과의 편차는 운전원으로 하여금 정

보가 요구되는 사고 혹은 어떠한 설계기준사건에 대해 적합한 허용범위내에 지

시값이 있음을 증명하는 분석이 수행되었을 경우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적절한 여유도는 계측기 불확실성 및 분석적 불확실성에 대한 허용치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RG 1.97은 기능적으로 몇 개의 주요변수(즉, 격납건물 

압력 혹은 1차측 계통압력 등)들에 대해서는 선택된 변수가 제한조건에 도달하는 

값 이상으로 계측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 불확실도에 대한 지침은 부록 7-11에 

제시되어 있다. 

      RG 1.97 개정 3에 기술된 방사선 및 기상 계측기의 범위 및 주석은 RG 1.97 개

정 4를 적용하는 발전소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RG 1.97 개정 4를 적용하

는 사업자는 방사선 및 기상 계측기의 범위 및 주석과 관련하여 RG 1.97 개정 

3과의 차이점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사. 측정의 최소화

        실행 가능한 범위까지 발전소의 정상운전에 사용되는 계측기와 동일 유형의 

계측기가 사고 감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단일 표시기가 한 계측기이상의 

신호를 지시할 수 있는 경우, 만일 동일변수/동일표시기가 사고 감시를 위해 사

용된다면 그 신호에 대한 센서가 상이하더라도 적절한 것으로 권고한다.  

    아. 대체 계측기기 

         RG 1.97 개정 2 및 3에서 요구하는 것과 다른 변수를 계측하기 위한 대체  

계측기기는 다음 조건들을 만족할 경우 적합하다. 

       1) 대체 계측기기가 RG 1.97에서 요구하는 변수의 목적을 총족

       2) 대체 계측기기가 RG 1.97에서 요구하는 설계 및 검증기준을 충족

       3) 사고후 수행절차서, 비상운전절차서, 또는 기능회복 지침 등에 대해 RG 1.9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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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변수의 지시에 대해서 신청자가 신뢰하지 않는 경우

      RG 1.97 개정 4는 표시되어야 할 특정 변수들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

한 주제는 개정 4에 적용되지 않는다.

 자. 변수에 대한 지침 

         다음 표 1은 RG 1.97(Rev.2, Rev.3)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변수에 대해서 

범위, 설계/검증범주 등에 대한 지침들 중 허용기준의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다.

      RG 1.97 개정 4는 특정 변수들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부록의 표는 개정

4에 적용되지 않는다.

  차. 개정 4로의 전환

         RG 1.97 개정 2 또는 3를 적용한 사업자는 발전소의 전체 사고 감시 프로그

램을 RG 1.97 개정 4의 기준으로 자발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은 발전소의 

전체 사고 감시 프로그램 기준에 대해 현행 인허가 기준(개정 2, 또는 개정3)을 

개정 4의 지침으로 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 4로의 전환에는 물리적 변경 

(예, 계측기 교체), 인허가 변경 (예, 기술지침서 변경), 변수 형식 및 연관된 설

계/검증기준의 변경, 변수의 기능 또는 목적에서의 변경, 및 감시되어야 할 범위

의 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전환은 개정 4의 모든 기준에 대해 발전소의 

사고 감시 프로그램의 완전한 분석에 의해 지원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각 변수에 대해 표에 있는 분석결과(변수명, 현행 형식, 현행 기능 또는 

목적, 현행 범위, 제안 형식, 제안 기능 또는 목적, 제안 범위, 및 변경되는 기준)

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형식 또는 목적에서의 제안 변경에 대해, 사업자는 변경

에 대한 정당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카. 개정 4로의 변경

       RG 1.97 개정 2 또는 3을 적용한 사업자는 전환과 관련되지 않는 변경을 수행

하기 위해 RG 1.97 개정 4의 기준을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는 개정 

4의 선정기준에 따라 전체 변수목록 및 이와 연관된 유형들을 결정하기 위해 분

석을 먼저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분석이 없을 경우, 개정 2, 또는 3의 기준에 

따라 이전에 승인받은 변수의 변경과 개정 4 기준을 서로 관련짓는 것은 타당한 

방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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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각 변수에 대해 표에 있는 제안 변경 (변수명, 현행 형식, 현행 기능 또

는 목적, 현행 범위, 제안 형식, 제안 기능 또는 목적, 제안 범위, 및 변경되는 

기준)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형식 또는 목적에서의 제안 변경에 대해, 사업자는 

변경에 대한 정당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RG 1.97 개정 4를 참조하지 않고 발전소의 현행 인허가 기준의 범위 

이내에서 변경할 수도 있다. 

 4. 검토절차 

   사고 감시계통에 대한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 7.5절 III에 기술되어 있다. 



부록7-9 개정 4 - 2014. 12- 8 -

변         수 차이점 확인/허용지침 

중성자속 환경검증

운전원이 붕산 주입발생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절차의 
조치내용과 더불어, 검증된 노심출구온도와 RCS 고온
관/저온관 온도지시가 제공된다면, 환경검증되지 않은 
계측기는 허용 가능하다. 

원자로냉각재
계통 압력

(CE형 원자로) 
범 위

모든 설계기준 과도상태 및 사고에 대해서 압력이 범
위내에 있다는 것을 분석하고 제출한다면 0～3000 
Psig 범위도 0～4000 Psig 범위를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ATWS 분석결과, 압력이 FSAR 값을 넘
을 경우 범주 1 계측장비의 범위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격납건물 저수조 
수위

범 위

모든 설계기준조건에 대해 광역 계측기가 RG 1.97의 
지침을 만족하고 또한 Sump운전을 감시하기에 충분한 
범위 및 정확도를 갖고 있을 경우 분리된 협역 계측기
는 요구되지 않는다. 

격납건물 격리밸브 
위치지시

다중성

밸브들이 다중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각 능동격납
건물 격리밸브에 대한 다중 위치지시는 필요하지 않
다.  또한 정상시 닫혀있으며 사고후에도 닫혀있는 밸
브들이나 행정적으로 통제되는 밸브들에 대한 위치지
시는 필요치 않는다. 

1차 냉각재내의
방사능 농도 혹은 

방사능 준위 
해당없음 연속적인 사고후 감시는 불필요하다. 

격납건물 수소농도 

범 주
10 CFR 50.44에 따라, 범주 3 계측기는 설계기준사고 
초과 범위를 진단하기에 적합하다.    

범 위

등급 1E 수소 점화기에 대한 신뢰가 있는 발전소에 
대해, 적절한 불확실도 여유도를 갖고 있으면서 모든 
설계기준사건을 통해 지시계 눈금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면, 요구되는 범위에는 유연성을 둘 수 있다.

축압기 탱크 수위 
및 압력

범 주

축압기의 안전기능은 RCS 압력이 탱크압력보다 낮을 
때 방출 Check 밸브의 피동열림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고완화를 위한 본 계측기이용에 운전원 조
치사항이 없을 경우 범주 2 대신에 범주 3 계측기로의 
대체가 가능하다. 

축압기 격리밸브 
위치 지시

범 주

축압기 격리밸브가 “Locked 열림” 전동구동밸브(MO
V)일 경우 (정상운전시 전동기 구동전원이 끊겨 있는 
경우)와 사고동안 위치를 변경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범
주 3 위치지시도 적합하다. 

가압기 전열기 

상태 
지 시

최소한 운영기술지침서에 의해 관리되는 가압기 전열

기에 대해서는 상태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이들 

전열기는 비상전원에 의해 수전될 것이 요구된다.)

표 1. RG 1.97 개정 2 및 3에 대한 허용기준 차이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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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차이점 확인/허용지침 

급냉(Quench) 탱크 

온도 및 압력
범위

파열 디스크를 통한 탱크의 압력방출은 탱크 내의 온

도를 포화증기 상태(750℉ 이하)로 제한한다. 그러므로 

상부 감시범위가 여유도를 갖고 있으면서, 탱크 파열

디스크 압력(예, 파열디스크 압력값 100psig는 328℉ 

포화온도에 대응함.)에 대응하는 포화온도를 포괄하고 

있다면 허용가능하다. 그리고 상부감시영역이 파열디

스크 방출압력을 포괄한다면, 탱크의 설계압력보다 낮

은 상부감시영역은 허용 가능하다.

증기발생기 수위 

(광역)
다중성 

광역 수위에 대해서 2 루프 발전소는 루프당 2개 채널

의 계측기가 있어야 하며 3루프 및 4루프 발전소는 루

프당 1개 채널의 계측기를 가질 수 있다. 

증기발생기 압력 다중성 

증기발생기 압력이 유형 A 변수로 확인될 경우, 2루프 

발전소는 루프당 2개의 계측기 채널이 있어야 하며 3루

프 및 4루프 발전소는 루프당 1개 채널의 계측기를 가

질 수 있다. 

격납건물 대기온도 

· 범주

· 직접측

정

격납건물 대기온도 계측기가 사고후 절차서, 비상절차

서 혹은 기능 복구절차서 등에서 사용되지 않고, 또한 

범주 1의 격납건물 압력계측기가 일차적인 계측기로 

이용된다면 격납건물 대기온도 계측기는 보조적인(Bac

kup) 계측기로 간주되어 범주 1 대신 범주 3 계측기가 이용 

가능하다. 

격납건물 집수조 

수온
직접측정

격납건물 냉각상태를 판단하는데 대체수단으로 범주 2

의 격납건물 집수조 수온 계측기 대신에 범주 2의 잔

열제거 열교환기 입력단 혹은 출력단 온도계측기로 가

능하다. 

격납건물 냉각기능이 재순환 살수계통에 의해 이루어

지는 발전소일 경우 범주 2의 재순환 살수계통 열교환

기 입력단 혹은 출력단 온도계측기도 대체수단으로 가

능하다. 

보충수 

유량/유출유량/체적 

제어탱크 수위 

· 범주 

· 직접측

정 

충전 및 유출 배관이 사고신호와 격리되고 사고후 절

차서, 비상절차서 혹은 기능 복구지침에서 이들 변수

들의 지시에 의존하는 사항이 없다면 범주 3 계측기는

범주 2 계측기의 대체수단으로 가능하다. 
발전소로부터 

방출되는 공중 

방사능 물질을 

감시하는 변수 및 

방사능 노출률 

범 주

계측기가 온화한(Mild) 환경에 위치해 있고 안전계통의 

일부가 아니라면 범주 2 계측기의 대체수단으로 범주 3 

계측기가 허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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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7-10 격리장치의 적용과 검증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이 부록은 다중의 안전계통간 또는 안전계통과 비안전계통간 연결을 위하여 사용

되는 전기적 격리장치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런 허용가능한 지침들

은 안전계통에서 적용되고 있는 격리장치들과 전기적으로 품질 검증되어 제출된 신청

자의 서류들을 검토한 경험으로 작성되었다. 전력계통의 안전과 비안전 부분간에 격리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는 안전심사지침서 8장에 기술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

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고시 규격외의 것은 그 적용성‧적합

성 및 충분성에 대한 검토와 평가 후에 적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규격을 보완 

혹은 수정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1. 규제근거

       10 CFR 50.55a(h)에서 보호계통 및 안전계통은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 4.7.2절의 격리장치기준(KEPIC ENB-1100의 

5.6절)을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제어계통의 사용을 목적으로 

보호계통 기기로부터 신호의 전송은 보호계통의 일부분으로 분류된 격리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격리장치 출력단에서 발생 가능한 고장은 관련된 보호계

통채널이 설계기준에 규정된 최소한의 성능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

야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에서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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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

격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자

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규격외의 것은 그 적용성, 적합성 및 충분성에 대

해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에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규격을 보완 또

는 수정하여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에서는 단일고

장에 의하여 보호기능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다중성 및 독립성 설계특성을 반영

하여야 하며, 다중채널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현상의 영향, 점검·보수·시험을 포

함한 정상운전조건,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 등의 영향에도 보호기능을 상실하

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설계관리“에서는 사업자는 특

정한 설계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시험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그 시

험계획에 최악의 설계조건에서 당해 설계에 따라 제작된 시제품에 대한 인증시험

이 포함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관련지침

       Regulatory Guide(이하 “RG") 1.75, “전기 안전계통의 독립성 기준”은 

KEPIC ENB-2100, “전기 1급 기기 및 회로 격리기준”을 승인하고 있으며, 이 기

술기준은 계측제어회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격리장치에 대한 전기적 격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격리기준은 본 규제지침의 기준 일부를 구성한다.

    디지털기반의 안전계통에 KEPIC ENB-1100의 안전계통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침은 KEPIC ENB-6370에 기술되어 있다.

    다음의 산업기준들은 검증되는 격리장치의 기술, 적용 및 구성에 적절한 것으로써 

고려되어야한다.

       IEEE Std. C37.90.1, “전기장치 관련 보호계전기 및 계전기계통에 대한 서지 

내성시험에 대한 표준”은 고장조건에 의해서 유도된 전기적 과도상태에 대한 내

성과 관련가 있는 계전기 및 계전기계통에 대한 설계시험을 규정한다.

       IEEE Std. C62.41.1, “저전압 교류전력회로에서 서지환경에 대한 권고”는 저

전압 교류전력회로에서 고장조건에 의해 유도된 순간적인 과전압을 기술한다.

IEEE Std. C62.41.2, “저전압 교류전력회로에서 서지특성화에 대한 권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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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Std. C62.41.1에서 표준화된 파형과 다른 스트레스 파라미터로 기술된 교류전

력회로의 과전압 환경을 특성화한다.

       IEEE Std. C62.45, “저전압 교류전력회로에 연결된 기기에 대한 서지시험을 위

한 권고”는 저전압 교류전력회로에 연결된 기기의 서지시험에 허용가능한 지침

을 제공하고 있다.

IEEE Std. C62.23, “발전소의 서지보호를 위한 IEEE 적용 지침”은 발전소의 

서지보호와 관계있는 전력회사 관례, 사용되는 이론, 기존의 표준/지침, 정의 및 

기술적 자료 등을 기술한다.

       IEEE Std. C62.36 “저전압 데이터, 통신 및 신호처리회로에 사용되는 서지보호

기에 대한 IEEE 표준 시험방법”은 저전압 데이터, 통신 및 신호처리회로에서 사

용되는 서지보호기의 시험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은 이러한 

형태의 회로들의 서지보호회로에 신뢰도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ANSI Std. C84.1, "전력계통 및 기기를 위한 미국 국가 표준-전압 정격(60Hz)"

은 안정상태에 대한 지침과 공칭전압을 기술한다.

   RG 1.204, “원자력발전소의 낙뢰 보호를 위한 지침”은 낙뢰로부터 유발된 전

기적 과도현상이 안전관련 계통을 작동 못하게 하거나 원치 않는 동작을 유발하

지 않도록 하기위한 낙뢰보호계통의 설계와 설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3. 목적

       이 부록의 목적은 최대가상고장(MCF) 전압과 전류의 적용을 통하여 격리장치의 적

용과 검증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부록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목적을 갖

고 있다.

    ∙ 격리장치 설계 및 구현이 RG 1.75의 지침을 따르고 있는가를 확인

    ∙ 격리장치에 대한 검증기준이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산업체에서 수용

되어 사용되는 표준들과 일치하는지 확인

    ∙ 격리장치에 대한 검증시험이 격리장치가 KEPIC ENB-6100 또는 KEPIC ENB- 

1100의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입증하는지에 대한 확인

II. 규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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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 요

       이 부록은 격리장치의 전기적인 검증과 적용에 대하여 기술한다. 다른 검증요

건들(환경조건, EMI/RFI, 지진사건 등)은 본 안전심사지침 7.1절에 기술되어있다.

       격리장치에 대해서 본 부록의 지침을 만족시킨다면 다음과 같은 격리장치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허용된다.

    ∙ 격리증폭기(Isolation amplifier)

    ∙ 격리변압기(Isolation transformer)

    ∙ 광섬유 결합기(Fiber optic coupler)

    ∙ 광섬유 케이블(Fiber optic cable)

    ∙ 광전 결합기(Photo-optical coupler)

    ∙ 릴레이(Coil to contact isolation)

    

       격리장치에 대한 검증은 설계분석과 검증시험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은 각 소자(Unit)사이의 발생가능한 고장조건과 특성변화의 범위 등을 고

려하여 설계의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검증시험은 극한의 고장조건하에서 분

석의 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2. 검토되어야할 정보

       검토되어야 할 정보는 (1) 장치의 적용, (2) 장치의 설계, (3) 시험방법, 그리고  

(4) 시험결과들이 포함된다.

  3. 허용기준

       격리장치의 적용과 검증에 대한 일반적인 허용지침은 KEPIC ENB-6100 또는 

KEPIC ENB-1100 그리고 RG 1.75에 제공되어 있다. 격리장치의 적용, 설계, 시험

방법과 시험결과들에 대한 기술 내용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격리장치의 적용에 대한 기술

       격리장치들은 안전계통의 일부로서 분류되어야하고 RG 1.75 지침과 KEPIC 

ENB-6100 또는 KEPIC ENB-1100의 기준에 따라 전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만일 비

안전관련 전원이 격리장치에 접속되었다면, 신청자는 이러한 장치가 격리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비안전관련 전원이 요구되지 않는 것을 입증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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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가상 과도전압 및 과도전류(Maximum Credible Fault: MCF)에 대한 요건들

은 인적실수로 인한 부주의한 요인 또는 인접한 회로, 케이블, 단자접속을 포함하

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동작 또는 고장(예, 인접도체의 단락 등) 등 고장발

생의 원인이 되는 근접한 회로에 대한 분석에 의해서 설정되어야 한다. 특정한 

MCF의 특성들의 결정은 발전소에 따라 다르다.

       서지파형과 특성들은 설치되는 장소에 예견되는 최악의 조건을 고려하여 정의

되어야 한다.

       안전계통에 허용되는 누설전류는 특정 MCF에 대해서 확인되어야 한다.

   나. 격리장치설계에 대한 기술

       격리장치에 대한 설계는 (1) 다중 안전계통 디비젼의 독립성, (2) 보호계통(안전

계통)과 제어계통(비안전계통)간의 독립성 등에 대한 KEPIC ENB-6100 또는 KEPIC 

ENB-1100의 기준 그리고 RG 1.75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격리장치는 신뢰성이 확보된 설계특성(예, 서지보호기, 방벽 등)과 격리장

치의 적용제한에 대한 확인 등의 설계특성을 포함하여야한다.

    이 장치는 회로의 개방, 단락, 접지와 MCF의 적용을 포함해서 예상되는 전기적 

오동작 또는 고장에 대하여 설계되어야한다. 특정 MCF는 격리장치 비안전측의 고

장전류 준위와 기간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RG 1.75의 적용요건과 동등하

거나 이를 초과해야 한다. ANSI Std. C84.1, “전력계통과 기기에 대한 국가 표준-

정격전압(60Hz)”의 표 1, “표준 공칭전압과 범위”는 공칭전압 식별에 대한 허

용근거와 정상상태 허용오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격리장치의 설계는 적용을 위해서 정의된 고장 전압 및 전류 파형과 특성을 

포함해야 하며, 고장-과도 노출수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적절한 산업표준들이 기술

적인 근거로서 사용되어야 한다(예, IEEE Std. C62.41.1, IEEE Std. C62.41.2).

       격리장치내에서 부품의 물리적인 배열은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격리방벽의 파

괴를 가져올 수 있는 회로내에 잔류하는 금속조각(예, 납땜이 튀는 것), 화재 및 

연기 등의 영향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다. 시험방법의 기술 

       각 격리장치 형식별로 수행되는 특정한 시험에 대한 기술내용이 제공되어야한

다. 이것은 시험구성방법을 기술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과 개략적인 도면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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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하고 시험기간동안 어떻게 MCF와 서지전압을 격리장치에 적용할 것인가를 

기술하여야 한다.

       예상된 전기적인 오동작과 고장내용에 대한 기준이 시험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야 한다. 

       각 격리장치에 대한 합격/불합격 판정기준에 대한 정의가 기술되어야하며, 기

술내용은 격리장치의 합격/불합격에 대한 판정기준이 시험되는 격리장치가 KEPIC 

ENB-6100 또는 KEPIC ENB-1100의 요건들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입증하는데 충분

하다는 정당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RG 1.75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고하고 있다.

    • 격리장치의 출력측에 인가되는 최대 적용가능한 전압 또는 전류의 과도상태는격

리장치의 입력측에 연결된 회로의 운전성을 허용수준이하로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 출력회로에서 발생하는 회로의 단락, 접지 및 개방 등은 격리장치의 입력측에 

연결되어 있는 회로의 운전성을 허용수준이하로 저하시켜서는 안된다.

    • 출력회로에 나타날 수 있는 과도전압(예, 서지)이 고려되어야한다.

    • 품질검증은 격리장치의 비안전측에서 발생하는 고장전류의 크기와 지속시간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안전/비안전계통(회로)의 격리장치에 대해서, MCF 또는 서지시험을 수행하는 

동안과 그 이후 안전계통의 성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격리장치입력

의 저하나 왜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다중안전회로의 격리장치에 대해서 안전

계통의 성능에 저해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채널의 성능저하나 변형이 있어

서는 안된다.

       적용가능한 산업표준들은 품질검증시험을 수행하는 기술적인 기준으로 사용되

어야 한다(예, IEEE Std. C62.45)

    격리장치는 안전회로와 비안전 회로의 격리 또는 다중 안전계통 디비젼의 격리를 

위해 사용된다. 품질검증시험을 위한 상세한 격리장치의 구성은 격리목적과 격리

장치의 특정한 형태 및 구성(예, 릴레이, 격리증폭기, 광전자장치)에 좌우된다.  

    MCF는 공통 또는 차등 모드(common and differential mode)(IEEE Std. 100에 정의)

로서 설치된 내용에 따라 격리장치에 인가된 최대로 적용가능한 교류(AC) 및 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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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전압과 전류의 적용을 의미한다. 공통모드(common mode)는 두 개의 신호단자

와 공통의 기준면(common reference plane : 대지)간의 고장을 의미하며, 양쪽의 

신호경로에 동시에 그리고 공통의 기준면에 대해서 같은 크기의 전압을 발생시킨

다. 차등모드(differential mode)는 한쪽 신호 경로의 전압이 다른 쪽을 변화시키는 

신호 단자간의 고장이다. 적용모드는 시험구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지침을 만족

하여야 한다.

    라. 비안전회로로부터 안전회로의 격리

      • MCF와 서지는 차등모드에서는 출력측(비안전부분)의 출력단자 간에 그리고 

공통모드에서는 출력단자와 대지간에 인가되어야 한다.

      • 서지전압은 전원단자에 인가되어야하며 전원입력단자에 대한 서지시험은 

IEEE Std. C62.45지침이 적용된다.

      • 신호 입력단자들은 안전회로와 비안전회로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상호작용(성능저하 또는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감시되어야 한다.

    마. 다중 안전회로 사이의 격리

      • MCF는 차등모드에서 신호입력 단자간에 인가되어야 하고, 공통모드에서는  입

력단자와 접지간에 인가되어야 하며, 다중 안전회로간에 부적절한 상호작용

(성능저하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시되어야 한다.

      • 서지전압은 전원단자에 인가되어야하며, IEEE Std. C62.45의 지침이 전원입력

단자의 서지시험을 위해서 적용된다.

      • MCF는 차등모드에서 출력단자들에 인가되어야 하며, 공통모드에서는 출력단

자와 접지사이에 인가되어야 한다. 입력단자들은 다중 안전계통 회로 사이에

서 부적절한 상호작용(성능저하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

하여 감시되어야 한다.

            MCF는 격리장치에서 측정 가능한 영향이 발생하고 측정된 값 또는 영향이 

안정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동안 격리장치에 적용되어야 한다. 

    바. 시험결과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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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와 결과들은 적용가능한 모든 접속모드(예, 적용입력, 출력, 전원 및 

접지연결모드)에서 격리장치에 서지, MCF, 단락회로, 개방회로, 접지 등을 포함하여 설

계기준 고장들이 적용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사. 검토절차

    1. 격리장치의 설계가 RG 1.75의 지침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

    2. 신청자가 허용 가능한 시험방법을 설정하였는지와 특정시험이 요구되는 적용조

건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가를 확인

    3. 신청자의 시험내용이 시험 중 격리장치에 적절하게 MCF와 서지전압을 적용하

였음을 확인

    4. 시험기간 동안 KEPIC ENB-6100 또는 KEPIC ENB-1100 그리고 RG 1.75의 허용

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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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7-11 계측장비의 설정치 설정과 유지에 대한 지침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본 부록은 신청자가 계측장비의 설정치를 설정하고 유지시키는데 수반되는 과정

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지침은 가동 중 발전소에 대한 규제기

관의 검사경험과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그리고 설정치에 대한 가정, 용어, 방법론

을 기술한 계측기 공급자의 주제별 제출 자료들의 검토에 기초를 두고 있다. 

  1. 규제근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

한 규정“ 및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

한 지침“는 보호계통이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의 4.4

절은 각 변수별 허용치를 분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6.8.1절은 문서화된 방

법론을 요구하고 있다.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의 3(6)절은 보호동작

에 필요한 수준을 분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 “시험관리“와 제79조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는 계측장비의 설정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험들과 시험장비

에 대한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는 계측기기

가 변수들과 계통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이 변수들과 계통을 규

정된 운전범위내에서 유지시키기 위한 제어가 제공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은 연료허용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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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계가 초과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통의 작동이 개시되도록 보호계통을 설계하

도록 요구하고 있다.

    10 CFR 50.36(c)(1)(ii)(A), "운영기술지침서”는 안전제한치가 설정되어 있는 변수

에 대해 안전계통 제한설정치가 주어진 경우에 그 설정이 자동 보호작동으로 안

전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가장 심각한 비정상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선정되

도록 요구하고 있다. 안전계통 제한설정치는 주요 안전기능을 갖는 변수들과 관련

된 자동 보호장치들의 설정치를 말한다. 운영기술지침서의 제한치를 초과하는 설

정치는 자동안전계통의 고장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사건은 원자로 노심의 건전성,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격납건물, 기타 관련계통들에 위해를 끼칠 수도 있다.

    10 CFR 50.36(c)(3), "운영기술지침서“는 발전소가 안전제한치 내에서 운전되고, 

운전제한조건이 만족하기 위해 계통 및 부품의 요구되는 품질이 적절히 관리됨을 

보장하기 위한 시험, 교정 또는 검사와 관련된 감시요건을 기술한다. 

  2. 관련 지침 

    Regulatory Guide(이하 "RG") 1.105, "안전계통에 대한 계측장비의 설정치"는 계측

장비의 설정치가 초기에 운영기술지침서 제한치 이내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 이후

로도 계속해서 운영기술지침서의 제한치내에 유지되고 있음을 확신하기 위한 지침

을 제공하고 있다. 동 지침은 ISA-S67.04-1994, Part I과 관련이 있는 KEPIC 

ENB-6350 "안전성 관련 계측기기 설정치“를 승인한다. 그러나 설정치 결정방법

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ISA-S67.04, PartⅡ는 아직 승인하지 않으나 설

정치 결정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다. 

    10 CFR 50.36에 대한 규제입장 요약(RIS 2006-17)은, 안전계통 제한설정치 시험동

안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KEPIC ENF-3610 "계측 및 시험기기 교정 및 관리“와 ANSI/NCSL Std Z540, “교

정실험과 측정 및 시험장비에 대한 일반요건”은 계측장비의 설정치의 보수에 사

용되는 측정 및 시험장비의 교정과 제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Generic Letter(이하 “GL") 91-04, "24개월의 핵연료주기를 위한 감시주기 변경에 

대한 신청자의 허가변경신청 준비지침"은 보정주기가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될 때 설정치 분석에 의해 언급되어지는 문제점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심사자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나 운영기술지침서의 수정을 위한 부가서류로서 제

출된 설정치 방법론을 검토하고 동 방법론이 위의 규정요건들을 만족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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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한다.

    부록 7.1-3은 KEPIC ENB-1110을 만족하는 안전계통에 대한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

준을 제시한다. 

    부록 7.1-2는 KEPIC ENB-6110를 만족하는 보호계통의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을 

제시한다.

    부록 7.1-4는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를 허용한 RG 1.152를 

만족하는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을 제시한다.

    RG 1.174는 인허가 변경 및 운영기술지침서 변경과 같은 발전소의 허가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PRA(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결과의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RG 1.177은 공학적 사항과 위험도 정보를 고려한 운영기술지침서 변경의 특성과 

영향에 대한 평가 지침을 제공한다.

    RG 1.200은 PRA의 품질이 경수로형 원전에 대한 규제 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신

뢰한 만한 결과를 제시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3. 정 의

    KEPIC ENB-6350 "안전성 관련 계측기기 설정치“의 3절 및 그림 1은 설정치 관

련 용어에서 허용되는 정의(RG 1.105가 지적한 것은 제외) 그리고 트립 설정치, 

허용치, 해석 제한치, 안전계통제한설정치(LSSS), 안전 제한치간의 관계들을 기술

하고 있다. 심사자를 위해 다음의 추가 정의를 제시한다.

    가. 확인상태 허용 구역(Acceptable as-found band) : 확인상태 설정치 존재가 예

상되는 계측기의 공칭트립설정치 또는 이전의 조정상태 결정값 주위 구역.  

이 구역에는 시험되는 계측기의 기준 정확도, 측정 및 시험장비, 판독성, 정상

환경 영향, 계측기 드리프트 등의 불확실도 요소가 고려되며, 여기에는 시험사

이의 시간 간격만을 고려한다. 이 구역의 폭은 기준값(공칭설정치 : NSP 또는 

이전 조정상태 설정치)에 대해 비대칭적일 수 있는 편차한계(deviation limit 

:DL)로 결정되며, 시험 기간 동안 예상되는 (이전 조정상태 설정치 또는 NSP

와의) 편차로 결정된다. 편차한계는 설정허용오차(setting tolerance : ST)에 포

함되지 않는다.

    나. 조정상태 허용 구역(As-left tolerance band or acceptable as-left band) : 채널 

시험 후 결과적인 조정상태 설정치가 존재해야 할 공칭 트립설정치(nominal 

trip setpoint : NSP) 또는 공칭 트립설정치보다 보수적인 값 주위의 구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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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에는 일부 신청자가 계측 기술자에 부여한 여유도, 또는 교정 허용오차 

또는 설정 허용오차라고 정의한 조정상태 허용오차가 고려된다. 허용오차에는 

기준정확도, 측정 및 시험장비, 판독성 등을 기준으로 결정될 수 있지만, 설정

치 허용오차(ST)에 불확실도들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루프

불확실도에는 이들 모든 불확실도를 분명하게 고려하여야한다. 설정치 허용오

차는 공학적 판단 또는 다른 고려사항을 기준으로 선정된 특정값이 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 확인상태 값은 이전의 조정상태 값과 비교되어야 한다.

  4. 목 적

    이 부록의 목적은 계측제어장비의 설정치에 대하여 이미 언급된 규제근거 및 기

술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심사자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며, 다

음과 같은 목표가 있다.

    가. 관련 발전소 공정변수들이 해석제한치를 초과하기 전에 보호동작이 개시되도

록 설정치 계산방법이 적절한가를 확인

    나. 제어 및 감시 설정치가 해당 요건들과 일치하도록 설정치 계산방법이 적절한

가를 확인

    다. 설정된 교정주기와 방법들이 안전해석에 사용된 가정들과 일치하는가를 확인

II. 규제 입장

 1. 개  요 

    계측 및 제어 안전계통은 가장 심각한 설계기준사고나 과도 상태에서도 안전 제

한치가 초과되지 않도록 발전소 변수들을 제어한다. 이러한 계측 및 제어 안전 계

통기능에 대한 계측장비의 설정치 및 허용치(확인상태 및 조정상태 허용 구역)는 

발전소 조건이 안전 제한치를 초과하기 전에 위험하거나 치명적인 공정폭주(과도

현상)를 피하거나 종결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사고해석을 통해 주요공정변수들

의 제한치를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사고해석에 의해 설정된 해석 제한치들에는 설

치된 계측장비의 정확도(불확실도)가 고려되지 않는다. 각 안전제어기능의 실제 트

립설정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부가적인 해석과 조치가 필요하다.

     이 분석에 사용된 계측채널의 불확실도는 설치된 계측장비의 특성, 계측장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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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위치에서의 환경적 조건 및 공정조건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적절하게 설

정된 설정치는 공정변수가 분석적 제한치를 초과하기 전에 발전소의 보호동작을 

작동시킨다. 이것은 공정변수가 설정된 안전 제한치를 초과하기 전에 과도현상을 

피하거나 종결된다고 가정한다. 

    안전제한치와 관련되지 않은 기능, 비안전계통 또는 안전 및 비안전계통의 절차적 

조치를 위한 설정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사한 계산과 검토를 수행한다. 

  2. 검토되어야 할 정보

    검토되어야 할 정보는 (1)설정치 프로그램, 절차, 분석결과의 기술 (2)설치된 계측

장비에 대한 공학적 정보 (3)보충분석 (4)계측장비의 보수와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요건과 운전기록들을 포함한다.

  3. 허용기준

    신청자의 설정치 프로그램 검토를 위하여 다음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가. 안전 및 안전관련 주요 보호기능을 제공하거나 운영기술지침서 운전제한조건

을 만족과 관련되는 비안전설정치를 명시한 설비의 설정치 목록

    나. 안전제한치 관련 LSSS가 아닌 안전성 설정치의 식별 및 이에 대한 결정근거

    다. 안전관련 주요 절차적 조치를 유발하는 설정치의 식별

    라. 설정치 방법론과 설정치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절차들에 대한 기술. (정보출처, 

범위, 가정, 인터페이스 검토, 통계적 방법등에 대한 기재사항 포함)

    마. 제한치, 허용치 및 허용오차에 사용된 용어 그리고 설정치 계산에 사용된 환

경 및 기타 다른 영향들. 

    바. 안전계통제한설정치(LSSS)에 대한 기술적 사양과 근거

    사. 확인상태 설정치 허용폭 및 조정상태 설정치 허용폭에 대한 기준과 이들 허용

폭을 기준으로 한 계기운전성 판단

    아. 교정주기에 대한 근거

    자. 계측기기의 불확실도와 관련하여 가정에 대한 근거와 불확실성 값을 결정하는

차 사용된 방법에 대한 논의

    카. 계측기기의 교정에 사용된 계측 및 시험장비의 관리 대책에 대한 기술

    타. 계측기기의 불확실도(드리프트 포함)와 오차를 감시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된 프

로그램과 방법론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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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자의 검토를 위해 안전계통 설정치에 대한 문서화된 근거가 검토를 위해 제

공되어야 하며, 문서화는  RG 1.105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KEPIC ENB-6350 "안전성 관련 계측기기 설정치“에서 요구하는 계측채널의 계측

채널의 기술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가. 설정치에 도달하면 작동되는 안전기능의 작동 및 실행에 대한 기능 및 성능 

요건의 기술

    나. 범위, 정확도, 반복성, 히스테리시스, 동적 응답, 환경검증, 교정기준, 교정주기

를 포함한 계측장비의 사양이 각 계측장비의 형태에 대하여 기술되어야 한다.

    다. 계측장비 루프의 모든 하드웨어를 보여주는 계측장비 루프선도.

    라. 계측 및 배관의 측정 기준점에 대한 상대적 위치와 높이, 그리고 계측장비가 

감시되는 공정과 연계되는 지점들을 보여주는 계측 및 배관배치도면 그리고 

상세 설치상태도면.

    마. 디지털 계측장비에 대해서는, 측정시 오차 (예를들면, A-D 및 D-A 변환시 혹

은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된 수치해석적 방법(예, 커브 피팅)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요소(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명시, 계

측장비의 기능에 대한 구성 데이터베이스

     KEPIC ENB-6350 "안전성 관련 계측기기 설정치“에서 요구하는 가정들의 기재

사항에, 계측장비에 대한 환경 허용치들(온도, 압력, 습도, 방사선, 진동, 지진, 전

기)을 포함해야 한다.

    설정치 설정과 계측장비의 허용오차에 대한 분석

    신청자는 측정 불확실성에 대한 근거와 계산과정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설정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RG 1.105의 지침을 따라야만 한다.

    계측장비의 불확실도에 대한 통계학적 지침

    트립설정치와 허용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불확실성 검토시, 심사자는 95/95 허

용오차를 허용기준으로서 사용하고 있다. 즉 선정된 감시시험 주기에 대하여 구성

된 제한값이 대상 모집단의 95%에 대하여 95%의 확률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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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적 접근에 대한 지침

    KEPIC ENB-6350 "안전성 관련 계측기기 설정치“의 4절은 안전에 중요한 여러 

가지형태의 설정치는 안전의 중요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운전제한조건 및 일부 

기능적 단위에 대한 설정치 결정방법을 덜 엄격하게 적용할 수도 있음을 기술하

고 있다. 차등적 접근 방법은 계측장비의 기능에 대한 안전 중요도에 따라 덜 엄

격한 설정치 결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자가 선택한 차등적 접근기

술은 KEPIC ENB-6350 "안전성 관련 계측기기 설정치“에 근거하여야 하며 설정

치 신청과는 상관없이 알려진 모든 적용가능한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 추가적

으로 차등적 접근을 사용한 기술기준의 적용은 운영기술지침서에서 설계제한치를 

유지하고 있는 비안전계통의 계측장비에도 적용된다.

    계측장비의 교정주기에 대한 근거

    신청자는 계측장비의 불확실도, 장비의 품질 및 제작자 보수 요건에 대한 교정주

기의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GL 91-04 Enclosure 2, “계기 드리프트와 안전해석 

가정에 대한 연장된 주기시험 간격 영향 검토 지침”은 데이터 분석, 감시와 평가

를 통한 연장된 교정주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다.

  4. 검토 절차

    설정치 분석방법론과 가정은 적절한 분석방법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검

토되어져야 한다. 또한 분석에 사용된 매개변수와 가정이 안전해석, 계통설계기준, 

운영기술지침서, 발전소 설계, 예상 보수 관행과 일치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검

토시에 다음사항들이 강조되어야 한다. 

    가. 안전제한치, 분석제한치, 트립제한설정치, 허용치, 설정치, 확인상태 설정치 허

용폭 그리고 교정상태 설정치 허용폭 및 설정허용오차 간의 관계

    나. 심사자는 설정치에 대한 기술명세서가 10 CFR 50.36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설정치에 대한 추가 정보는 RIS 2006-17을 참조한다.

    다. 트립설정치의 선정기준

    라. 고려된 불확실성 항목

    마. 불확실성 관련 항목들을 조합하는데 사용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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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통계학적 조합의 정당화

    사. 계측 및 공정 측정 단위 관계

    아. 트립설정치를 설정하는데 사용된 데이터와 그 데이터의 출처

    자. 트립설정치를 제공하는데 사용된 가정(예를 들면, 장비의 교정과 운전에 대한 

주위 온도의 제한치, 가능한 가혹한 사고 환경)

    차. 계측장비의 세부적 설치상태와 설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바이어스값

    카. 설정치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보정계수, 예를 들면 트립 측정점과 감지기의 물

리적 위치 사이의 고도차이를 고려한 압력보상

    타. 계측장비검사, 교정자료 혹은 기기 공급자의 자료, 교정전/후 값 : 모든 계측장

비는 경험과 현장자료에 의해 임의의 오차가 존재함을 밝혀야 한다. 평가결과

는 설정치 방법론과 불확실성 항목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설정치 계산이 발전소 기기와 교정절차와 일관성있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

해 특정 채널들의 설계, 설치, 교정절차 및 교정작업들에 대한 검사가 실시될 수 

있다.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검사절차서의 93807장, “계통기반의 계측 및 제어 

검사”는 이러한 검사지침을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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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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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본 부록의 목적은 심사자들이 허용할 수 있는 저항온도검출기(RTD)들의 성능을 측

정하기 위한 교차 교정기술 이용에 대한 정보와 방법들을 확인하는데 있다. 이 지침들

은 규제기관의 연구활동들 뿐만 아니라, 원자로냉각재 RTD에 대한 교차 교정절차들을 

적용하고 있는 신청자의 세부검토 경험들을 기초로 하였다. 

   교차관계의 참조값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다른 방

법들도 만일 적절한 근거가 제공될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다. 

  1. 규제근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고시“ 및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고시“는 보호계통 및 안전계통의 설계기준으로 전력산업기

술기준(이하 “KEPIC") ENB-1100 및 KEPIC ENB-6100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

고 있으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응답시간과 정확도를 포함하여 최소한 성능요건의 기준

     나. 감지기 점검능력

     다. 시험과 교정능력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는 변수들과 계

통들을 감시하기 위한 계측설비들과 기 설정된 운전범위내에서 이러한 변수들 및 

계통들을 유지하기 위한 제어 설비들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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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은 보호계통이 

규정된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계통의 운전

을 개시하도록 설계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 규칙에는 수행될 안전기능과 병행

하여 보호계통의 높은 기능적인 신뢰성 및 가동중 시험성을 갖도록 설계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 규칙에는 어떤 단일 제어계통의 부품 혹은 채널 고장, 혹은 보

호계통에 공통되는 어떤 단일 보호계통 부품 또는 채널의 사용불능 또는 제거 등

이 발생하더라도 보호계통의 모든 요건, 즉 신뢰성, 다중성 및 독립성 등을 충족

하는 건전한 계통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어계통으로부터 분리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 규칙에는 보호계통과 반응도 제어계통이 예상운전과도에서도 계통의 안

전기능 수행을 위해 높은 신뢰성을 갖도록 설계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관련지침

     KEPIC ENB-1100은 안전계통의 설계기준이 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 부정확도, 교정의 불확실도 및 오차 증가량 

     나. 설정치 허용값 결정에 이용된 안전계통의 전체 응답시간

     다. 계측기의 부정확도, 교정의 불확실도 및 오차를 위해 사용되는 가정값과 시

간응답이 허용가능하고 타당함을 입증하는 기준

    RTD의 성능은 정확도와 응답시간으로 특징 지워진다. 정확도는 정상상태의 온도

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여 지시하는지를 의미하고, 응답시간은 RTD가 얼마나 

신속하게 과도상태의 온도변화를 감지하는지를 의미한다. NUREG/CR-5560 "원자

력발전소의 RTD 열화"에서 “RTD의 교정과 응답시간은 설계조건에서도 열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 열화는 매 핵연료 교체주기마다 수

행되는 주기시험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3. 목 적

    본 부록의 목적은 이전에 인용된 규제근거 및 기준들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심사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부록

은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가. 제시된 교차 교정방법과 관련된 교정의 부정확도, 불확실도 및 오차가 설계

기준과 설정치 분석에서의 가정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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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RTD 응답시간들이 사고해석의 가정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안

된 교차 교정방법들이 적절한지를 확인 

II. 규제입장 

  1. 개 요

    RTD의 적합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RTD의 정확도 및 응답시간을 적절한 

주기로 확인하여야 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RTD 감지기들에 대해, 실제적인 고

려사항들이 현장 교정 및 시험에서 신중히 사용되어온 교정방법과 범위들을 제한

할 수도 있다.  한편 교정 또는 응답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RTD들을 주

기적으로 제거 및 재설치하는 것은 RTD의 설치과정과 많은 사람을 거치는 과정에

서 오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RTD의 전체 교정범위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내에서 일정온도의 안정된 범위를 확보하는 것

이 실제 실현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RTD가 열화 또는 성능저하되지 않았으며 감지기의 

설치에 의하여 각 RTD에 대한 응답시간이나 교정의 정확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

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심사자에게 허용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최근 교정 및 응답시간을 시험한 참조 

RTD를 주기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나머지 유사한 RTD들은 성능 저하가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참조 RTD와 교차 비교될 수도 있다. 여기서 유사한 RTD들이란 

거의 유사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와 유량조건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은 각 RTD 온도범위를 교정확인하기 위한 완전한 방법은 아니지만 여기에 기

술된 지침을 적용한 경우, 심사자는 RTD의 드리프트나 성능저하를 적시에 감시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서 허용한다. 이 지침은 아래 주제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

고 있다.

     가. 설치된 참조 RTD에 대한 실험실 교정데이터 추적성

     나. RTD의 현장시험으로 허용가능한 방법

     다. 응답시간 시험

     라. “교정전”(as-found)과 “교정후”(as-left) RTD 정기점검 데이터

     마. 현장 시험기간동안 제어와 보호계통의 상호작용 또는 공통모드고장 

  2. 검토되어야 할 자료



부록7-12 개정 4 - 2014. 12- 4 -

    검토되어야 할 자료는 시방서, 도면, 제안된 RTD의 교차 교정방법에 대한 분석자

료들이다. 

  3. 허용기준

    가. 분석에 대한 근거

       계측기 보수 및 교정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교차 교정프로그램의 적합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분석자료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들을 기술

해야 한다.  

       1) 교차 교정프로그램이 RTD의 시방서, 범위, 정확도, 반복성, 동적 응답성, 설

치형상, 환경검증, 교정참고값, 교정이력, 교정주기 등을 포함한 RTD 감지기

의 특성들과의 일치성에 대한 정당화

       2) 신호의 조절 또는 처리(예, 평균, 바이어싱(biasing), 고장검출, 데이터품질결

정, 오차보상)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방법 혹은 분석들

       3) 교차교정과 응답시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획된 공정  

       4) 발전소 사고 및 고장 분석에서 가정된 성능요건과 고장기준이 교차교정 공

정과 시험결과에 의해 만족하는지에 대한 정당화 

       5) 취득된 데이터들이 성능저하나 계통 드리프트의 검출에 적절하다는 것을 보

장하기 위하여, RTD 감시영역에 대해, 현장에서 감시된 RTD 온도 교차교정

값과 허용기준에 대한 기술적인 근거

    나. 설치된 참조 RTD의 실험실 교정데이터와의 추적성

       실험실 교정은 이미 설정된 몇 개의 온도점에서 측정된 RTD의 저항온도값과 

관련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RTD의 교정곡선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또

한 RTD의 응답시간은 온도 제어 측온조와 측정온도범위에 대한 RTD 응답시간

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결정될 수도 있다. 교정된 RTD의 설치시

에는 실험실 시험결과가 응답시간의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절차서

를 포함하여야 한다. 루프전류계단응답(LCSR : Loop Current Step Response) 시

험은 설치된 RTD의 상태가 적절하게 실험실값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는 방

법이다.

       설치된 RTD에 대하여 LCSR 방법을 이용한 응답시간 측정은 NUREG-0809, 

"RTD의 시간응답특성에 대한 검토“에서 확인된 LCSR 변환과 같은 분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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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실험실 결과값과 현장의 시험결과 값들이 상호연관성

이 있어야한다

    다. 현장시험에서 허용되는 방법

       RTD교정에 대한 확인은 새로 교정된 참조 RTD 센서를 설치하여 수행되어야하

고 그리고 동일한 온도와 유량 환경에 놓여진 다른 RTD에 대한 측정결과와  

교차 연관성을 갖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에서 중요한 요소는 모

든 감지기의 소자들이 충분하게 유사한 온도와 유량 환경들에 놓여져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들(예, 교차상관 참조값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를 사용)이 적절한 정당성을 제공한다면 사용될 수 있다.

       참조 또는 신규 RTD의 설치 전에는 해당 센서가 실험실에서 교정되어야 하며, 

또는 만일 제작자의 교정데이터가 사용되는 경우, 신청자/사업자는 RTD가 교

정값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적용

온도는 제작자의 가장 높은 교정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모든 데이터는 출력변

화가 없고 냉각재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취득되어야 하고 모든 냉각재루프들

(고온관과 저온관)은 유사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조건을 확신

할 수 없다면 신청자는 각 대표 위치에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RTD를 제거하

여 새롭게 교정된 RTD로 교체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RTD에 대한 허용 교정제한값, 응답시간, 및 현장시험들이 기재된 분

석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허용기준을 가지고 있는 시험절차서들은 교정의 한

계값, 특히 균일한 냉각재의 온도와 유량에 데이터가 종속성을 갖는지를 기재

하여야 한다.

       보정요소들 또는 바이어스값들은 비등온적인 조건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수립

되어야한다.  발전소의 온도가 완벽하게 제어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의 시험기

간동안 발전소 일차계통 냉각재온도들의 변동이나 드리프트가 초래될 수도 있

다. 시험데이터들은 냉각재온도의 변동이나 드리프트를 보정하여야 한다. 만일 

시험기간중 원자로냉각재의 불완전한 혼합이 발생한다면, 시험데이터들은 온도

차들을 보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자로냉각재 온도들은 안정되고 균일해야 된

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데이터는 이러한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보정되어야 한다. 

       시험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허용된 오차내에 있도록 정확해야 하고 안정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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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가져야 한다. 발전소 계기 오차들을 결정하기 위한 지침은 부록 7-11을 

참고한다.

    라. 응답시간 시험 

       응답시간시험이 교차교정시험과 독립적이라 할지라도, 설치영향과 성능저하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존 및 새로 설치된 감지기들의 응답시간 측정시험이 수행

되어야 한다. 

       실험결과와 분석은 공통유로에 설치된 기존의 각 감지기 및 참조감지기에 대

한 실험실에서의 응답시간 시험데이터와의 상관관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기존 

센서에 대한 LCSR 시험결과와 참조 센서에 대한 LCSR 시험결과 사이의 상관

관계는 참조 RTD의 실험실 시험데이터와의 상관관계의 수립을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마. “교정전(as-found)” 및 “교정후(as-left)” 측정값

       신청자는 각 센서에 대해 “교정전” 및 “교정후” 시험값과 응답시간값을 

관리하여야 한다.

       계통 드리프트 또는 성능저하를 감시하기 위해서, 매 핵연료 교체주기마다 또

는 발전소 기술지침서 요구에 따라, 새로 교정된 RTD 또는 교정데이터를 갖고 

있는 신규 RTD가 분석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대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참조 RTD에 대한 교차 상관관계는 “교정전” 그리고 “교정후” 데이터의 기

록을 통하여 감시되어야 한다.

       시험데이터와 분석들은 등온조건에서의 차이점들을 명시하고 설명하여야하고, 

측정값의 드리프트가 무작위적이고 설정치 분석에 의해서 결정된 허용범위안

에 있는지 여부와 계통 드리프트가 보이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만일 이력

데이터가 각 감지기 시험에서의 온도드리프트에 대한 허용값을 초과한다면 신

청자는 초과된 감지기에 대해 교정내용을 확인하여 적절히 시정조치 되었는지

를 점검하여야 한다. RTD 측정값 드리프트에 대한 분석들은 원자로 보호계통

에 포함된 모든 RTD에 대하여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바. 현장시험 중의 공통원인고장 또는 제어와 보호계통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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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신청자가 시험장비를 다중 채널에 공통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검증된 격리

기가 다중 채널에서 단일고장 효과 또는 제어와 보호계통 사이에서 허용되지 

않은 간섭작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4. 검토절차

    보호계통의 설계기준은 RTD의 정확도와 시간응답에 대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토되어야한다.

    교차교정방법, 교정 및 응답시간 데이터는 교정의 부정확도, 불확실도 및 오차들

을 확인하고 교차 교정방법이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토되어야 한다.

    교차 교정과정의 계획에 포함된 서류들은 상기 허용기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이 검토에서는 교정과정이 모든 설정치 분석에 대한 가정 및 설계기준요건들에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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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 디지털 컴퓨터기반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소프트웨어 

검토지침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안전계통의 기능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이의 허용을 위한 규제입장은 

(1) 소프트웨어가 허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되었음을 확증하

고, (2) 계획이 허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를 준수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3)  

공정이 허용 가능한 설계결과물을 산출했다는 증거가 있는지의 여부를 기초로 한

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본 부록은 디지털 컴퓨터

-기반 계측제어계통에 관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들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들

을 제시한다.  이 지침들은 사업자의 제출물에 대한 검토결과, 신형 원자로 설계에 

대한 EPRI 요건, 그리고 NUREG/CR-6101에 기록된 표준 및 관례들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고 있다.  본 부록의 내용은 부록 7.0-1에 기술된 검토절차를 참조하여 

구성한 것이다. 본 부록에 기술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은 규제 요건을 만

족하는 품질보증 프로그램내에서 구현된 것으로 가정한다. 계획을 통해 품질보증 

프로그램의 공정 및 절차를 강화하고 보강할 수 있다.

1. 규제 근거

안전심사지침 부록 7.1-1에 따른 규제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안전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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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 계통과 부품이 설계, 시험 및 검사되도록 요구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는 보호계통 및 안전계통에 대해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와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의 기준들을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의 4.3절에는 기기

의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한 설계, 검사, 시험 등에 대한 요건의 명시를 통해서 부

품 품질의 등급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기들의 품질에 관한 유사

한 기준들이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에도 규정되어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에는 안전성에 중

요한 시스템과 기기들이 수행되어야 할 안전성 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한 품질 표준

에 따라 설계, 조립, 설치, 그리고 시험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

정된 법규와 표준들이 사용되는 경우, 이들은 그 적용성, 적합성, 충분성 등을 판

단하기 위해 확인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그리고 요구된 안전성 기능에 알맞은 제

품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보강 또는 변경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에는 보호계통이 안전성 기능

에 알맞게 높은 기능적 신뢰도를 갖추어서 설계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는 설계의 적합성을 확인 또는 점검

하기 위한 품질 표준들이 지정되고, 설계관리 수단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에서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

는 활동들은 상황에 적합한 형태의 문서화된 절차서에 의한 규정화를 요구하고 있

다. 이 부록은 소프트웨어에 관한 그러한 절차들을 소개한다.  또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7조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들을 규정한 

문서들의 발행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들이 수립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

한 수단들은 변경 사항들을 포함한 문서들이 적합성 관점에서 검토되고 책임자에 

의해서 승인 발간되도록 하는 것이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73조는 구매품,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통제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는 계통 및 부품이 충분히 운전 가능함을 

보이도록 시험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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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지침

안전심사지침 부록 7.1-1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지침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ANSI/ASME NQA-1 및 ANSI/ASME NQA-1a Addenda를 승인한 Regulatory Guide(이

하 “RG") 1.28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

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요건을 만족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중 일부를 제외한 사항을 승인한 RG 

1.152는 디지털 컴퓨터계통을 적용한 안전계통의 요구사항을 따르도록 제시한다.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은 안전심사

지침 부록 7.1-4를 참조한다.

IEEE Std. 1012를 승인한 RG 1.168은 안전계통 소프트웨어의 확인 및 검증에 대한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이 RG는 소프트웨어 검토, 검사, 감사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한 IEEE Std. 1028을 승인한다.

IEEE Std. 828을 승인한 RG 1.169는 형상관리 계획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형상관리에 대한 상세 지침 계획을 제시한 IEEE Std. 1042를 승인한다.

IEEE Std. 829를 승인한 RG 1.170은 허용 가능한 시험문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IEEE Std. 1008을 승인한 RG 1.170은 소프트웨어 단위시험에 대한 허용 가능한 요

구사항을 제시한다.

IEEE Std. 830을 승인한 RG 1.172는 안전계통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 명세를 준비하는 허용 가능한 접근법을 제시한다.

IEEE Std. 1074를 승인한 RG 1.173은 안전계통 소프트웨어의 개발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규제요건 및 지침을 제시한다.

NUREG/CR-6101, “Software Reliability and Safety in Nuclear Reactor Protection 

Systems."

본 부록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상기 규제

근거 및 지침에 근거한다. 본 부록은 소프트웨어 검토 요소에 대한 특정 허용 가

능한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나 주요 배경 정보는 참조된 표준이나 보고서에 포함

된 개념 중에서 참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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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 의

  가. 활동그룹 : 활동그룹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 따른 활동들의 집합으로서 각 

활동은 특정 생명주기의 주제와 관련된다.  

  나. 설계결과물 : 설계결과물은 도면 또는 시방서와 같은 문서로서 구조물, 계통, 

기기 등에 대한 기술적 요건들을 정의한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계결과물은 

발전소에 설치될 최종 제품을 기술하는 개발공정 중의 산물이다.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의 설계결과물에는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구조, 코드 목록, 시스템 설치문서, 설치 구성표, 

운전 매뉴얼, 보수 매뉴얼, 그리고 훈련 매뉴얼 등이 있다.

  다. 결정론적 타이밍 : 입력과 출력간의 시간 지연이 확실하게 최대치와 최소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면 타이밍은 결정론적이라고 한다. 모든 조건에서 결정

론적 타이밍을 갖춘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어떤 오류나 고장 시에는 예측 

불가능한 지연요소가 생길 수 있다.

  라. 문서화 : 문서화는 특정 생명주기 활동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다. 문

서에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활동 중의 설계결과물과 공정문서가 포함된다. 

공정문서는 전자문서 형태일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텍스트, 그림, 표, 컴퓨터 

파일, 프로그램 목록, 디지털 영상, 그리고 기타 표현형태일 수 있다.

  마. 계획 : 이행될 공정의 특정 내용을 명시하는 문서

  바. 공정 : 일련의 결과로 도출되는 행위, 변경 또는 기능이며, 품질보증 프로그

램은 공정의 정의에 대한 한 예이다.

  사. 요구사항추적표(RTM) : 모든 요구사항(필요 시 하위 요구사항으로 분류)을 

보여주며,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 실제 코드, 시험 요

구사항이 시스템 요구사항의 어느 부분인지를 보여준다.

3.1 소프트웨어 계획특성에 대한 정의

다음 내용은 안전계통 소프트웨어에 대한 계획 특성을 정의한다. 본 정의는 소프

트웨어에 한정된다. 계획특성은 관리특성, 이행특성, 자원특성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3.1.1 관리특성의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각종 계획문서에 기술될 설계활동을 관리할 때 주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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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는 특성들이다.

목적 : 계획문서의 존재이유와 이 문서에 의해 만족되어야 할 목표

조직 : 계획문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구조, 조직경계, 타 조직과의 연계

감독 : 계획문서에서 요구된 일들을 감독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명세

책임 : 계획문서에 포함된 조직과 개인의 의무

위험관리 : 계획문서의 목적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식별, 평가, 관리하

기 위한 방법

보안 : 계획문서에 언급된 조직에 의해 생산되거나 평가된 정보가 실수 또는 악의

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

 3.1.2 이행특성에 대한 정의

이행특성은 설계문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에 대한 특성들이다.

측정 : 계획문서에 정의된 임무와 활동의 성패를 결정하는 척도

절차 : 계획문서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작업을 기술하는 문서

기록관리 : 계획문서의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요구되는 문서식별과 

문서화가 완결된 서류의 저장, 취급, 보존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

일정 : 계획문서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건들을 절대 일자, 일자 범위 혹은 다른 일

자와의 시차 등의 시간적 순서로 나타낸다. 

 3.1.3 자원특성에 대한 정의

자원특성은 계획문서에 정의된 작업들의 수행에 필요한 자원관련 특성들이다. 

예산 : 작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자원

방법/도구 : 계획문서에 정의된 작업들을 수행하는 방법 및 기술,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을 이행하기 위해 이용되는 도구들

인력 : 계획문서에 정의된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력의 훈련, 자질 및 

소요인원

표준 : 계획문서에 정의된 작업상 준수해야 할 국제, 국내, 산업, 회사 등의 표준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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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능 및 공정 특성에 대한 정의

안전계통 소프트웨어에 중요한 소프트웨어 특성들을 정의한다.  본 정의는 소프트

웨어에 한정된다.  소프트웨어 특성은 기능특성과 개발공정특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 번째 특성은 안전계통 소프트웨어가 취해야 할 동작들과 직접적으로 관

련된 특성들이고, 두 번째 특성은 소프트웨어가 요구된 동작들을 수행해 낼 것임

을 보증하는데 기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에 관한 특성들이다. 두 특성 모두 

안전계통 소프트웨어에 중요한 사항이다. 

3.2.1 기능 특성에 대한 정의

 가. 기능 특성

정확도(Accuracy) : 센서와 운전원의 입력에서 오류가 생기지 않는 정도이거나, 근

사치 또는 측정치에서 보여진 정확함의 정도, 또는 작동기 출력에서 오류가 생기

지 않는 정도를 말한다.

기능성 :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할 동작이다. 기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원자로 운전에 영향을 끼치는 입력 정보를 출력 정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입력은 감지기, 운전원, 다른 장비,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로부터 받게 되며, 출력은 

작동기, 운전원, 다른 장비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로 보내진다.

신뢰성 : 어떤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나 기기가 고장 없이 동작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 정의는 고장의 결과는 고려하지 않으며 고장의 발생만을 고려한다.

강인성 : 어떤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나 기기가 부정확한 입력을 받거나 열악한 환

경 하에서도 소정의 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이것은 그 

명세서의 가정사항을 벗어날 지라도 정확하게 기능을 수행해 내는 성능도 포함한다.

안전성 : 시스템의 안전성 고려사항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이와 상호 연관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특성을 말한다. 본 부록에서 논의되는 여타 특성들은 소프트

웨어-기반 안전계통의 전체 안전성에 미치는 중요한 인자들이지만, 그것들은 일차

적으로는 소프트웨어의 내부 동작에 관련된다. 그러나 안전성 특성은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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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스템의 재해에 미치는 영향과 그러한 재해를 통제하기 위해 취해지는 수단에

만 관련된다.

보안 : 무단적이고, 불필요하며, 안전에 영향을 주는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침투가 소프트웨어의 안전관련 기능들에 영향을 준다면, 안전성 현

안에 보안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타이밍 : 사용중인 계산시스템에 의해 부과된 하드웨어 제약조건 내에서 소프트웨

어 시스템이 자신의 타이밍 목표를 달성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

 3.2.2 개발공정 특성에 대한 정의

완전성(Completeness) : 소프트웨어에 요구되는 기능들을 완전하게 구현해 냈음을 

보여주는 계획문서, 이행문서, 설계결과물 등의 속성이다.  소프트웨어가 수행해야 

할 기능들은 안전계통의 일반기능요건과 전체시스템의 설계 중 소프트웨어에 배정

된 기능요건들로부터 비롯된다. (완전성에 대한 정의는 RG 1.172가 승인한 IEEE 

Std. 830의 4.3.3절을 참조)

일관성(Consistency) : 하나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여러 종류의 문서들과 요

소들 간에 서로 상반된 것이 없는 정도를 말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의 일관

성이 있다.  내적 일관성은 어떤 요소의 서로 다른 부분들 간의 일관성으로서, 어

떤 소프트웨어 설계요소들이 서로 상반되지 않는다면 동 소프트웨어 설계는 내적

으로 일관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외적 일관성은 한 요소와 다른 요소간의 일

관성으로서, 소프트웨어 요건과 이를 구현한 코드가 서로 간에 상반되지 않는다면 

동 소프트웨어 요건과 동 코드가 외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관성에 대한 정의는 RG 1.172가 승인한 IEEE Std. 830의 4.3.4절을 참조)

정확성(Correctness) : 명세, 설계, 구현 등과 관련한 설계결과물에 결함이 생기지 

않는 정도를 말한다. 정확성(Correctness), 정확도(Accuracy), 완전성(Completeness) 

등과 같은 특성들 간에는 서로 중복되는 개념이 포함된다. (정확성에 대한 정의는 

RG 1.172가 승인한 IEEE Std. 830의 4.3.1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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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 계획문서, 이행문서, 설계결과물 등과 같은 문서의 형태와 구조를 말한다.  

여기에는 이해성, 판독성, 수정성 등과 같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  프로그래밍 스

타일은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밍 언어특성과 프로그래밍 기법을 말한다.

추적성 : 한 생명주기 제품의 각 요소가 어떤 후속 생명주기 제품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들까지 거슬러서 추적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선행 되는 생명주기 제

품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들까지 추적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추적성에 

대한 정의는 RG 1.172가 승인한 IEEE Std. 830의 4.3.8절을 참조)

명확성 : 한 제품의 각 요소나, 서로 합쳐진 모든 요소들이 한가지의 해석만을 갖

는 정도를 말한다. (명확성에 대한 정의는 RG 1.172가 승인한 IEEE Std. 830의 

4.3.2절을 참조)

확인성 : 소프트웨어 계획문서, 구현공정 문서, 설계결과물 등이 확인기준을 용이하

게 수립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으며, 그러한 기준들이 만족되었음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 검토, 시험 등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서술 또는 제시되어 있는 정도

를 말한다. (확인성에 대한 정의는 RG 1.172가 승인한 IEEE Std. 830의 4.3.6절을 참

조)

II. 규제 입장

1. 개 요

안전성등급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은 수행되어야 할 안전성 기능의 중요도에 걸맞은 

품질 표준들에 따라 설계, 조립, 설치, 그리고 시험되어야 한다. 허용 가능한 소프

트웨어 생명주기의 이행이 요구 소프트웨어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은 코드, 데이터 전송, 데이터, 그리고 공정 장비를 아나로그 

시스템에 비해 훨씬 많이 공유할 수도 있다. 비록 이러한 공유가 디지털 시스템의 

커다란 장점들이 되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중요한 현안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즉 

공유된 데이터 또는 코드를 이용한 설계는 소프트웨어 오류들을 통해서 공통원인 

또는 공통모드 고장으로 파급되는 잠재성을 갖고 있어, 하드웨어 구조물로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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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다중성이 파기될 수도 있다. 어떤 한 채널 내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위해 공

정 장비를 공유하면 단일 하드웨어 모듈의 고장 결과가 증가하며, 단일 안전성 채

널 내에서 가용한 다양성의 정도는 감소한다.

이러한 현안 때문에 디지털 I&C 시스템에 대한 심사자는 동일 채널 내에서나 다

중 채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통원인고장의 파급에 따른 대비책으로서 품질, 

심층방어, 다양성 등의 요건을 강조하고 있다.

상업용 소프트웨어와 상업용 기기(예, 계기류, 회로차단기, 경보 모듈 등)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는 요구 특성의 만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히 평가되어야 한다. 

EPRI TR-106439는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한편 NUREG/CR-6421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배경 정보를 제시한다.  본 부록의 

지침들은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공정

들을 평가하는 데에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다. (기 개발된 상업용 소프트웨어(PDS)

에 대해서는 부록 7.0-1에서 다루고 있다.)

안전계통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공식적으로 정의된 생명주기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

다. 많은 생명주기들이 기술문서나 국가/국제 표준에 정의되어 왔다.  이것들은 생

명주기 활동그룹의 정의와 생명주기 활동들이 수행되는 순서가 서로 다르다.  적

절한 생명주기 활동들이 IEEE Std. 1074를 승인한 RG 1.173에 제시되었다. 소프트

웨어 개발자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를 선정하여 기록해야 하며, 그러한 생명주기

에 따라 생산될 제품들을 명시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신청자/사업자, 공

급자, 이들을 대신하는 회사, 또는 상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일 수 있다.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는 몇 가지 특성들을 공유하게 된다. 수행될 활동들

은 많은 범주(여기서는 활동 그룹이라 부름)들로 그룹 지어질 수 있다.  즉 활동 그

룹들은 모든 수명 주기들에 공통적인 것들이다.  생명주기 활동들은 검토 및 평가될 

수 있는 문서와 설계결과물들을 생산하게 된다. 각 생명주기 활동그룹에서 작성되어

야 할 문서들은 그림 1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인 것과는 다르게 문서들을 

편집하는 것도 허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두 가지 혹은 그 이

상의 문서들에서 인용되는 정보를 단일 문서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반면에 단일 문

서에서 인용된 정보를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문서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생명주

기, 활동그룹 그리고 문서내용에 관한 추가 정보는 NUREG/CR-6101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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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정보

검토정보는 3 가지 주요 분야, 즉 2.1절의 소프트웨어 생명주기공정 계획, 2.2절의 

소프트웨어 생명주기공정 이행, 2.3절의 소프트웨어 생명주기공정 설계결과물 등으

로 세분된다. 

2.1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 계획

공정 계획에 대한 검토 정보에는 다음 문서들이 있다.

- 소프트웨어 관리계획(SMP)

- 소프트웨어 개발계획(SDP)

-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계획(SQAP)

- 소프트웨어 통합계획(SIntP)

- 소프트웨어 설치계획(SinstP)

- 소프트웨어 보수계획(SMainP)

- 소프트웨어 훈련계획(STrngP)

- 소프트웨어 운전계획(SOP)

- 소프트웨어 안전계획(SSP)

-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계획(SVVP)

-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SCMP)

- 소프트웨어 시험계획(STP)

2.2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 이행

공정 이행에 대한 검토정보에는 다음 문서들이 있다.

- 안전성 분석

- 확인 및 검증 분석과 시험 보고서

- 형상관리 보고서

- 시험 활동

위의 각 공정이행 문서들은 다음의 각 활동그룹들에 대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요건

-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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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

- 통합

- 검증

- 설치

- 운전 및 보수

2.3 소프트웨어 생명주기공정 설계결과물

공정 설계결과물에 대한 검토정보에는 다음 문서들이 있다.

-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SRS)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조설명서(SAD)

-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SDS)

- 코드 목록

- 통합 문서

- 설치 구성표

- 운전 매뉴얼

- 보수 매뉴얼

- 훈련 매뉴얼

동 검토에 대한 배경정보를 참조하기 위해 시스템 요건 문서들이 또한 조사되어야 

한다.

3. 허용 기준

적절한 생명주기 활동은 IEEE Std. 1074를 승인한 RG 1.173에 제시되어 있다. 

상업용 소프트웨어와 상업용 기기(예, 계기류, 회로차단기, 경보 모듈 등)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는 요구 특성의 만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히 평가되어야 한다. 

EPRI TR-106439는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한편 NUREG/CR-6421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배경 정보를 제시한다.  본 부록의 

지침들은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공정

들을 평가하는 데에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다. (기 개발된 상업용 소프트웨어(PDS)

에 대해서는 부록 7.0-1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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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Guide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따를 수 있다. 일례로, 계획에서

의 “형식의 적합성”은 계획이 명시된 형식임을 의미한다. “내용의 적합성"은 

모든 지침이 정의된 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만, 명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Regulatory Guide(즉, 허용 가능한 방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것만이 심사자에게 

Regulatory Guide가 준수되었고 해당계통이 안전함을 결정하도록 한다. 

Regulatory Guide의 부분적 또는 조건적으로 따름에 있어, 심사자는 Regulatory 

Guide와의 일치성 여부 및 허용 가능성 여부와 최종 안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

다. 예를 들면, ‘RG 1.173을 준수하였다.’ 라고만 하는 모호한 주장은 지침의 어

떤 부분을 따랐다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의 허용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 심사자는 일치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질의서를 통해 각 지침

에 대한 부합 여부를 질의하여야 한다.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제시되면, 심사자는 

검토를 통해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허용 기준은 3개 분야, 즉 3.1절의 계획, 3.2절의 이행, 3.3절의 설계결과물에 대한 

기준 등으로 세분된다.  

3.1 계획에 대한 허용 기준

본 절은 계획 활동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룬다. 동 허용기준은 특정한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활동과 그 결과물에 관한 것이다. 이 결과물들은, 허용 가능한 것으로 확

인된다면, 아래 3.2절과 3.3절에 기술된 생명주기 활동들의 절차와 결과물들에 대

한 추가 기준들을 심사자에게 제공한다.

안전계통 설계는 다양한 조직적 구성에 의해 구현되는 복잡한 활동이다. 본 부록

에서의 계획은 정해진 조직 구성 내에서의 관계를 정의하면서 긴 한 관점에서 요

구되는 활동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은 소프

트웨어 확인 및 검증 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활동을 정의하며, 다른 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험계획은 비록 부분적

으로 다른 조직에서 수행된다 하더라도 모든 시험 활동을 기술할 수 있다. 다른 

계획은 수행되어질 활동에 대한 접한 관점에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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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상위 수준의 계획이 하위 수준의 계획에 의해 구현되는 것과 같이 계층적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험계획은 상위 수준의 계획이 될 수 있으며, 

특정 조직을 명시한 하위 수준의 계획에 의해 이행될 수 있다. (시험 계획에 의해 

이행되는 소프트웨어 시험 활동의 경우,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계획은 검증조직

에 의해 수행되는 시험 행위를 포함하고,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은 개발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시험 행위를 포함한다.) 본 부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계획은 모든 요구 

정보와 본 부록의 모든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허용기준은 관리특성, 이행특성, 자원특성에 따라 세 가지 집합으로 분류된다. 이

들 각각의 집합은 아래 표와 같이 보다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된다. 그러나 

모든 계획문서가 모든 특성에 대한 허용기준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관 리 특 성 이 행 특 성 자 원 특 성

목       적 측       정 예       산

조       직 절       차 방법 도구

감       독 기 록 관 리 인       력

책       임 일       정 표       준

위 험 관 리

보       안

모든 계획 문서들은 일관성, 스타일, 추적성, 명확성, 확인성 등과 같은 개발공정 

특성에 대해 평가되어야 한다. 

일관성 : 각 계획은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계획들의 전체 집합도 상호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스타일 : 계획들은 계획의 사용자와 심사자가 모두 이해할 수 있게 기술되어야 한다.

추적성 : 소프트웨어 관리계획은 시스템 관리계획에 의해 추적이 가능해야 하고 

잔여 소프트웨어 계획들은 소프트웨어 관리 계획에 의해 추적 가능해야 한다. 또

한 여러 가지 공정이행 문서와 설계결과물들은 해당 계획에 의해 추적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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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명확성 : 계획들은 명확해야 한다.

검증가능 :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것이 확인 가능하여

야 한다. 계획의 수준 평가 및 검토는 개발조직과 그 관리능력을 평가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새로운 발전소를 계획하는 경우에 소프트웨어 계획은 해당 정보가 주어질 때만 작

성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계획 초기에 소프트웨어 계획에 대한 예산과 

일정이 결정되기 어렵지만 이러한 정보가 그 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점 이전

에만 추가된다면 허용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심사자는 안전성이 고품질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유지될 수 있음

을 검증하려고 한다. 심사자는 다양한 개발계획에 대해, 공정이 비용 측면에서 효

율적이거나 일정에 영향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다. 심사자는 고품질의 설계를 위한 적절한 예산과 충분한 일정에 대해 평가해야 

하며, 주의 깊고 상세한 확인 및 검증 노력을 위한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심사자

는 소프트웨어 설계 결과의 안전성과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집중

해야 한다. 

향후 발전소에 대해서는, 계측제어계통과 관련 소프트웨어의 설계/구현을 위해 하

나 이상의 공급자가 관여할 수 있다. 계획문서 및 다양한 공급자의 관련된 이행 

활동은 발전소 프로젝트 설계에 책임이 있는 대표 기기 공급자를 통해 조정되어야 

한다. 또 다른 중요 사항은 다양한 기기 공급자와 계통 통합에 의한 계통의 연계 

요건이다.

일반적으로 신청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 개발에 대해 공급자와 계

약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 경우 신청자 및 공급자 각각의 두 종류의 계획문서가 

존재할 수 있다. 10 CFR 50의 부록 B에 따르면, 신청자는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수

립하고 이행하는 업무 또는 일부에 대해 계약자, 대리인 또는 컨설턴트 등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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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신청자는 총괄적 책임을 가져야 하며, 구조, 계

통 및 기기의 안전관련 기능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개인과 조직의 권한 및 

임무는 문서로 수립되고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이는 신청자가 적절한 품질보증 프로그램이 수립 및 이행되고, 점검, 감사 그리고/또

는 검사와 같은 검증 방법이 정확히 수행됨을 보장하는 방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신청자가 공급자와 계약한 경우, 공급자가 적절한 활동을 수행하는지 뿐만 아니라 

신청자가 그 활동을 보장하는 방법이 제대로 수행되는지를 보장하기 위해 두 종류

의 계획문서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계획문서의 관리 특성에 대한 허용 기준

계획문서의 관리 특성에 적용 가능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목적 : 각 계획은 계획의 목적을 명시해야 하며, 목적에 부합하도록 검토되어야 한

다.

조직 : 각 계획은 계획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적 구성의 책임 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감독 : 확인 및 검증 프로그램과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는 상세 기준

이 가능하다면 만들어져야 한다.

책임 : 모든 계획된 활동은 조직 구성의 책임에 할당되어야 하다.

위험관리 : RG 1.152가 승인한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의 

5.3.6절, “Software Project Risk management"은 위험 관리에 대한 지

침을 포함하고 있다. 

보안 : RG 1.152는 보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보안에 대한 추가 지침은 안전

심사지침 부록 7.1-4의 9절과 RG 1.168의 C7.3절, “Security Assessment"에

서 제공한다. 

계획문서의 이행 특성에 대한 허용 기준

계획문서의 이행 특성에 적용 가능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측정 :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측정을 위한 다수의 지침 및 표준이 있다. 모든 계획

에 적용 가능한 지침은 아래와 같다. 상세 계획에 적용 가능한 지침은 그 아래에 

있다.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를 승인한 RG 1.152의 5.3.1.1절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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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 품질 기준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하며, IEEE Std. 1061을 명시하고 있다.

RG 1.173은 소프트웨어 품질 측정과 관련된 허용 방법을 언급한 IEEE Std. 

1074-1995 A1.1.4, A1.3.5 및 A5.1.1.2절를 승인한다. 

절차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 참

조

기록 보존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 (품질보증기록) 참조

일정 : 계획문서는 이러한 유형의 계획이 이행됨을 보여야 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계획문서의 자원 특성에 대한 허용 기준

계획문서의 자원 특성에 적용 가능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예산 : 검토는 예산의 적합성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지만, 확인 및 검증 조직이 적

절한 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개인의 제한으로 야기될 수 있는 

예산의 제약을 받지 않는지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이다. 

방법/도구 : 도구가 소프트웨어 코드의 기계언어를 생산하는 경우와 같이, 만약 어

떠한 도구의 출력물이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그 도구 자체는 관련 

요건에 따라 안전관련 등급으로 개발되거나 인증되어야 한다. 

개인 : 구성원의 수는 프로젝트의 복잡도와 요구되는 개발 일정에 크게 좌우된다. 

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수, 자격 및 훈련 사항은 검토 중에 평가되어

야 한다. 확인 및 검증 인력은 효과적이기 위해서 최소한 설계를 수행하는 인력과 

비슷한 수준의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설계에 소요되는 노력과 유사한 노력이 필

요하며, 확인 및 검증 인력의 수는 확인 및 검증 노력을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한

다. 

표준 : 사용되는 표준은 규제 요건을 만족하기에 적절해야 한다. 만약 표준이 RG

에서와 같이 사전 검토되고 승인되지 않았다면, 표준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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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표준을 전체적으로 충족하는 완전 충족과 필요한 조항만을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맞춤충족의 2가지 형식이 존재한다. 완전충족은 표준의 모든 조항이 만족하는 것

이다. 부분 충족의 경우 따라야 하는 각각의 조항, 권고 및 승인사항을 식별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표준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절차에 표준이 포함되어 사용되는 사례를 

접할 수 있다. 완전 충족의 경우 조직이 직접 표준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분 충족의 경우, 따라야하는 절차에 조직의 관점을 적절히 포함시킬 수도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참조

3.1.1 소프트웨어 관리계획(SMP)에 대한 허용 기준

IEEE Std. 1074를 승인한 RG 1.173은 나열된 조항을 전제로 한다. IEEE Std. 1074

의 A.1.2.7절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허용 가능한 접근 방법을 포함하

고 있다.

NUREG/CR-6101의 3.1.1 및 4.1.1절은 대표적인 지침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관리

계획과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계획은 각각 이 계획에서 새로운 용어 및 과거 

용어로 인식되고 있다. 

1993년에 발행된 NUREG/CR-6101의 3.1.1절은, 소프트웨어 관리계획을 구성하고 

명시되어야 할 최소한의 주제를 식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IEEE Std. 1058.1을 

명시하고 있다. IEEE Std. 1058.1이 최신 개정판이지만, RG에서 승인되지 않았다.

소프트웨어 관리계획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관리적 측면을 명시한다. 소

프트웨어 관리계획은 다음의 관리, 이행 및 자원 특성을 명시해야 한다. 

3.1.1.1 소프트웨어 관리계획의 관리 특성

소프트웨어 관리계획의 관리 특성은 목적, 조직, 감독, 책임, 보안 등에 대한 것들

이다.

목적 : 소프트웨어 관리계획에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취지가 정의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관리계획은 소프트웨어가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적 기능을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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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들 기능이 시스템 요구사항에 추적 가능해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관리

계획은 소프트웨어가 작동할 시스템 개요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의 개요, 

전제 조건, 범위, 결과물, 목표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 

조직 :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계획조직을 기술해야 한다. 이 계획은 조직구조, 다른 

조직과의 연계관계와 경계, 관리보고 체계, 하청업체와 공급자의 관리방법 등이 포

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조직, 소프트웨어 안전성 조직, 소프

트웨어 확인 및 검증 조직 등이 개발조직과 독립성을 유지할 것임을 보장해야 한

다. 특히, 이러한 보증조직이 개발조직으로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개발조직에 의해 

재정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감독 :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전략이 명시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우선순위가 나

열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관리계획에 대한 진도를 감시할 방법과, 일정기간마다 

진도보고서에 사업 진척상황을 기록하는 방법이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

가 소프트웨어 관리계획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책임 : 프로젝트의 관리조와 기술조의 구성원에 대한 의무가 정의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에 의해 요구되는 설계결과물들을 생산하는 개발직원

이 그 결과의 품질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정책선언을 포함해야 한다. 

보안 :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바이러스나 이와 유사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

법이 기술되어야 하며 각 프로젝트 단계별로 요구되는 보안수준이 주어져야 한다. 

3.1.1.2 소프트웨어 관리계획의 이행 특성

 소프트웨어 관리계획이 보여줘야 하는 이행특성에는 측정과 절차에 대한 것이다.

측정 :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척도가 정의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프로젝트 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련된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분석되

어야 함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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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프로젝트 우선순

위, 가정, 감시 및 제어 방법 등을 기술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를 명세하고, 설계하

고, 구현하고, 구매하고, 평가할 때 핵심 판단근거를 기록할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

다.  그리고 모든 양도 소프트웨어, 테스트 소프트웨어, 지원소프트웨어 및 관련 

문서 목록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정 및 개선 수단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관리

보고서와 보고체계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하며 주기적 진도보고서가 요구되어

야 한다.

소프트웨어 관리 계획은 나머지 계획들의 생산 방안을 정의해야 하며, 모든 계획

에 내적, 외적으로 생긴 변화를 관리할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각종 계획

들과 변경 사항들을 검토할 책임자들의 이름과 직함을 나열하여야 한다.  또한 동 

계획은 계획변경과 변경평가 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들 계획들은 형상관리 하

에 통제되어야 한다.

3.1.1.3 소프트웨어 관리계획의 자원 특성

 소프트웨어 관리계획이 보여줘야 하는 자원특성은 예산, 방법/도구 및 인력에 대

한 것이다.

예산 : 모든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예산을 명시해야 하며 자원 지출을 추적하고 

보고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 정의된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원이 주어져야 

하며 보증조직의 재정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품질보증, 안전성, 확인 및 검증 예

산이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에 의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방법/도구 :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 방법, 도구 등을 명시하여야 한

다. 여기에는 사무장비,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

인력 : 프로젝트를 수행할 인력의 훈련, 수준, 수효 등을 명시해야 하며 프로젝트 

각 단계별 인력 투입 계획을 나열하여야 한다. 안전성과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인

력은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검토와 확인 및 검증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공학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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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소프트웨어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지침

 소프트웨어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관리적 

측면에서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산출함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개발 절차를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심사자는 소프트웨어 관리계획에 대해 소

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생명주기의 초기 단계에서 검토하지만, 가동원전의 설비개

선시 심사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종료된 이후 검토할 것이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여러 관리 특성이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일반적으로 신청

자가 아닌 공급자에 의해 수행되므로, 신청자와 공급자와의 관계 및 공급자 노력

에 대한 품질을 판단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소프트웨어 관리계획의 중요한 

관점은,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과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의 품질을 점검하는 조직 

및 소프트웨어 그 자체의 상호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점검하

는 조직이라면, 품질보증 조직, 소프트웨어 안전 조직 및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조직이 될 수 있다. 이들 조직은 조직적 및 기능적으로 개발 조직과 독립성을 유

지해야 한다.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자에 의한 감독이 반드시 필요

하다.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 공급자는 원자력 분야의 요구사항이나 발전소 고유

의 요구사항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신청자의 감독은 여러 측면적에 효

율적이어야 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

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프로젝트의 관리 및 기술 팀의 각 역무를 검토할 때, 다양한 항목에 책임을 가진 

인원이 역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험 또는 훈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한다. 

보안 요건에 대해 검토시, 심사자는 RG 1.152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

며, 그 방법이 적절히 사용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관리계획의 여러가지 기타 특성은 계통의 안전성에 관한 최소한의 관

심사항이며 심사자에게도 미미한 사항이다. 관리지표의 사용과 관리되는 프로젝트

의 공정이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의 주요 관심사이며, 최종 결과물의 안전성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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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는 범위에 한해 검토되어야 한다. 

자원 특성으로부터 예산과 인력의 진실성 또한 주요 관점이다.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과 인력의 수는 소요되는 시간과 상호 보완적일 수 있으므로, 미미한 관점이 

될 수 있다. 품질보증 조직, 소프트웨어 안전 조직 및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조

직에 대한 예산과 인력의 적합성은 주요 관심사이며, 이들 조직이 고품질의 설계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는 적

절한 판단이 요구되며, 신청자 또는 공급자의 대응(정당화)이 필요할 수 있다. 더

불어, 안전과 확인 및 검증 인력은 소프트웨어 안전성과 확인 및 검증이 적절히 

이행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공학에 유능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험에 

따르면, 확인 및 검증 조직은 최소한 설계 인력과 동등한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3.1.2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SDP)

IEEE Std. 1074를 승인한 RG 1.173는 심사자에게 안전계통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

발 절차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요건과 지침을 만족하기 위한 적절한 접근방법을 

제공하는 일부를 제외한 사항을 전제로 한다.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를 승인한 RG 1.152는 디지털 컴퓨

터계통을 적용한 안전계통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의 5.3.1절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NUREG/CR-6101의 3.1.6절 및 4.1.6절은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에 대한 지침을 포함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에는 기술적인 프로젝트 개발 계획을 기술한다. 이 계획에는 

아래에 열거한 관리, 구현, 가원 특성을 언급하여야한다.  

3.1.2.1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의 관리 특성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이 가져야 하는 관리특성에는 목적, 조직, 감독 및 위험관리 

특성이 있다.

목적 : 각 생명주기 단계의 목표와 전체 프로젝트 내에서 각 단계의 전후 관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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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술한다.

조직 :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델을 기술한다. 각 생명주기는 

분명한 입출력을 가짐으로서 확실하게 분류될 수 있는 개발, 확인, 지원 등의 공정

들을 포함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에 생명주기 모델이 문서화되어야 한다.

감독 : 기술적 개발 활동을 관리할 전략을 기술해야 한다. 프로젝트 우선순위가 나

열되어야 하며, 요구되는 소프트웨어의 품질 요인이 분류되고 중요도에 따라 순위

가 정해져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에 대한 진도 감시방안과 주기적인 진도보

고서 작성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위험관리: 프로젝트 위험요소가 파악, 평가,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이 안

전성의 침해요소를 특별히 주시하며 서술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생산 엔지니어링, 

개발환경, 프로그램 제약사항 등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파악, 평가할 방안을 서술해

야 한다. 사고대책과 위험요소 추적체계를 기술해야 한다.  위험요소로는 시스템 

위험, 기계/전기적 하드웨어 통합, 생산품의 크기와 복잡도에 의한 위험,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사용, 비용 및 일정, 기술적 위험, 프로그램 연계(보수, 사용자, 계약

자, 하청업자)로부터의 위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이러한 위험 요소들

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설계 및 이행 현안, 예비 연구, 시뮬레이션 모델링, 프로토

타입 등을 파악해야 한다.

3.1.2.2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의 이행특성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이 갖추어야 할 이행특성에는 측정, 절차, 일정 등의 특성이 

있다.

측정 : 개발공정과 최종 설계결과물에 대한 기술적 측면의 성패를 판단하기 위한 

척도가 정의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설계결과물의 기술적 개발과 관련된 자료가 

소프트웨어 품질을 판단하기 위해 수집되고 분석되어야 함을 요구해야 한다. 개발 

단계 동안 수집된 오류(빈도 포함)가 측정, 분석, 보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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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각 생명주기 활동을 잘 정의된 직무로 나누어야 한다. 각 활동 및 직무의 

입력이 주어지고 이들 입력의 출처가 파악되어야 한다. 각 활동 이전에 만족되어

야 할 조건들이 기술되어야 한다. 각 활동 및 직무의 출력이 주어져야 하고 각 출

력의 목표가 파악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각 생명주기 활동의 마무리 검토를 포함

해야 하며 기술적 개발 업무 보고서가 서술되어야 한다. RG 1.173은 각 생명주기 

활동의 입출력 정의를 위한 허용 가능한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일정 : 프로젝트 일정을 요구한다. 이 계획은 핵심업무 단위, 이정표, 중간확인시점 

등을 명시해야 한다. 예상 밖의 일정지연을 피하기 위해 중간 일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이정표와 같은 일정에 검토와 감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동 일정의 

각 직무는 그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 예상되는 시간이 타당하도록 짜여져야 한다.  

관리와 기술 활동들을 함께 포함하는 일정도 허용 가능하다.

3.1.2.3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의 자원특성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이 갖추어야 할 자원특성에는 방법/도구 및 표준 특성이 있다.

방법/도구 :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용되는 방법, 도구, 기술 등을 서술해야 하며, 소

프트웨어 재사용을 위한 방안도 기술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문서의 생산, 관리, 출판이 용이하도록 하는 유용

한 시설, 도구, 보조물 등을 명시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설계 보조물, 컴파일러, 로

더, 서브루틴 라이브러리 등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을 기술해야 한다. 이 

계획은 개발될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중요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되는 도구가 상세하고 엄격하게 품질보증됨을 요구하여야 한다.  허용 가

능한 것으로 입증될 수 없거나 안전성 요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생산하는 방

법, 기술, 도구 등은 이에 대한 대안이 더욱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분석이 제

시되지 않는 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표준 : 프로젝트가 준수해야 할 국제, 국내, 산업, 회사 등의 표준 및 지침(RG 포

함)이 나열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요건관련 표준, 소프트웨어 설계관련 

표준, 소프트웨어 코딩관련 표준, 내부 표준, 그리고 발전소 안전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공학적/물리적 표준 등을 포함한다.  안전심사지침 7.1절의 표 7-1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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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RG들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표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3.1.2.4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검토의 주요 의도는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의 사용이 원

전의 안전관련 계통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산출하기 위한 

주의 깊고 신중한 개발 절차에 적용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상세 내용

은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계획,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계획 또는 다른 계획에서

도 확인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의 중요한 사항은 이들 다른 계획들이 적

용되는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술적 개발을 관리하는 

전략이 명시되는 적절한 감독을 포함한다. 심사자는 만일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이 

신청자 또는 공급자가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를 적절히 감시하는 것을 허용하는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으로부터 벗어난 일탈사항에 대한 조치를 적기에 취

할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 

상세히 검토되어야 할 위험관리는 산출물의 크기와 복잡도 및 기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의 연관성에 기인한다. 산출물의 복잡도는 공급자로부터 제공되어야 한다.  

심사자는 신청자 역시 이 위험을 고려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사용은 비용, 일정 및 가용성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지만, 원자력발

전소의 안전관련 계통에 쓰이기에는 불충분한 품질을 지닐 수 있는 위험성요소를 

상용등급 인증과정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은 각 생명주기 단계에서의 역무와 단계별 입력물/출력물에 대해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검토는 이들 출력물의 확인 및 검증에 대해 정의해야 한다. 

자원 특성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질 방법 및 도구가 평가되어야 한다. 컴파일러 또

는 어셈블러와 같은 소프트웨어 도구의 산출물이 정확히 검증될지에 대한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의 기준에 따르

면, 소프트웨어 도구는 소프트웨어 도구 자체에서 확인되지 않은 단점은 확인 및 

검증 활동을 통해 확인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 불가능할 

경우, 소프트웨어 도구 자체는 안전관련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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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계획에는 규제지침(RG)를 포함해 국제표준, 국가표준, 산업표준 및 

기업표준을 명시해야 하며, Regulatory Guide를 포함한 지침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심사자는 이러한 표준 및 지침이 과거에 승인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만약 그

렇지 않다면, 이들 표준이 규제자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코딩에 대한 표준은 NUREG/CR-6463의 제안사항과 비교 검토되어야 하

며, 신청자는 이와의 차이점을 입증하기 위해 질의요구를 받을 수 있다. 

3.1.3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계획 (SQAP)

전형적으로,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계획은 허용 가능한 ANSI/ASME NQA-1을 승인한 

RG 1.28에 따른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따라 이행된다.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계획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

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요건과 신청자의 품질보증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계획은 전형적으로 1) 특정 소프트웨어 절차에 

적용 가능한 품질보증 절차를 식별하고, 2) 품질보증 절차적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선정되는 특정 방법을 식별하고, 3) 소프트웨어에 요구되는 품질보증 프로그

램을 확대 및 제공하는 데 있다. 

RG 1.152가 승인한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의 5.3.1절은 소

프트웨어 품질보증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RG 1.173이 승인한 IEEE Std. 1074의 3.3절은 일부 예외사항을 포함하여 소프트웨

어 품질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NUREG/CR-6101의 3.1.2절 및 4.1.2절은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계획의 지침을 포함하

고 있다.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계획은 아래에 열거한 관리, 이행, 자원 등의 특성들을 가져야 

한다.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계획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

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요건과 신청자/피규제자의 일반 품질보증절차

서를 준수해야 한다.

3.1.3.1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계획의 관리특성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계획에 나타나야 하는 관리특성에는 목적, 조직, 책임 등의 특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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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품질보증절차의 일반적 묘사와 각 절차의 목표가 기술되어야 한다.  소프트

웨어 품질보증 조직이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기능들을 나열하고, 가능하다

면 프로젝트의 목표를 기술해야 한다. 

조직 :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조직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조직과 다른 회사 조직과의 경계를 기술하고 보고체계가 서술되어야 한

다.

책임 :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조직의 책임과 권한이 정의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소

프트웨어 품질보증 조직이 소프트웨어의 시스템 안전성, 신뢰성, 보수성 등의 특성

을 평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보안 : 신청자/피규제자의 품질보증조직이 디지털 안전계통의 보안 절차들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RG 1.152의 C.8.2 절 

“품질보증”은 품질보증에 관한 보안 고려사항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3.1.3.2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계획의 이행특성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계획이 갖추어야 할 이행 특성에는 측정, 절차, 기록관리 등

의 특성들이 있다.

측정 :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활동의 성패를 판단할 척도가 있어야 한다.  이 계획

은 소프트웨어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품질보증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분석

되어야 함을 요구해야 한다.

절차 : 전체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절차를 기술해야 

한다. 프로젝트 전용 표준, 방법, 도구 등의 평가 및 검토에 품질보증 그룹이 참여

하도록 해야 한다. 프로젝트 문서에 기술적 품질요건이나 여타 요건들이 정확히 

언급되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절차, 통제수단 등이 설명되어야 

한다.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조건들을 파악, 추적, 해소하기 위한 절

차가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전 생명주기에 걸쳐 추적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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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소프트웨어 품질 요소(Ⅱ장 3.3절 참조)들이 파악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조직은 소프트웨어 개발활동의 공식적 검토와 감사에 참여

해야 한다. 문서화 검토요건, 평가 기준, 이상상태 보고 및 해소 절차 등을 포함하

여, 요구되는 검토와 감사가 이 계획에 수록되어야 한다. RG 1.168은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검토와 감사를 위한 허용 가능한 방법을 기술하고 있는 IEEE Std. 1028

을 승인하고 있다.

기록관리 :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기록관리 요건과 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소프트웨

어 품질보증 감독의 대상이 되는 문서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이러한 

문서와 프로젝트 품질 기록의 저장, 취급, 유지, 배달 등의 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문서구조(예, 주석이 달린 목차)가 제시되어야 하며, 문서관리 체계가 명시되어야 한다.

3.1.3.3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계획의 자원특성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계획이 나타내야 하는 자원특성에는 방법/도구 특성과 표준특

성이 있다.

방법/도구 : 품질보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기술해야 한다. 이 계획은 품질

보증 활동을 용이하게 할 적절한 시설, 장비, 방법, 기술, 도구들을 명시해야 한다. 

품질보증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명시해야 한다.

표준 : 승인된 표준, 방법, 도구가 전 생명주기를 통해 적용될 것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확인 및 검증, 형상관

리 등을 위한 표준과 방법을 수립하고 유지할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3.1.3.4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검토 지침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계획은 검토되어야 할 계획들 중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문서이다. 심사자는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계획이 위에서 서술한 적절한 관리, 이

행 및 자원특성들을 제시하는지 결정해야 하며, 동시에 요구되는 안전기능들을 수

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높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심사자는 신청자/사업자, 제작사의 품질보증 및 확인/검증 노력의 효율성을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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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모든 기능 및 모든 코드들을 100% 점검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설계공정 

및 제품을 선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심사자는 신청자/사업자, 제작사의 품질보

증 및 확인/검증 노력이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항목 표

본을 선별해야 한다. 표본감사(thread audit)와 기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 표본

으로 품질보증조직이나 확인/검증팀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문서화되지 않은 모든 

오류들을 발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오류가 발

견된다면 이것은 품질보증조직의 효율성에서 잠재적인 취약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요건에서는 사업자에게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업무를 

위임하였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책임을 갖고 있다. 만약 신청자/사업자가 품질보

증 프로그램을 제작사에게 위임하였다면 심사자는 신청자/사업자가 어떻게 책임을 

갖고 있는지 또한 신청자/사업자가 소프트웨어의 품질이 충분한지 어떻게 결정하

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조직의 효율성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비용 

및 공정으로부터의 충분한 독립성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조직이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어야 한다. IEEE Std. 1028이 지침으로 사용

가능하다.  

3.1.4 소프트웨어 통합 계획

RG 1.173은 나열된 규정들을 조건으로 하여 IEEE Std. 1074을 승인하고 있다. 

NUREG/CR-6101의 3.1.7항 “소프트웨어 통합 계획” 및 4.1.7항 “소프트웨어 통

합 계획” 은 소프트웨어 통합 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통합계획은 아래에 열거된 관리, 이행, 및 자원 특성을 가져야 한다.

3.1.4.1 소프트웨어 통합계획의 관리특성

소프트웨어 통합계획이 가져야 하는 관리특성은 목적, 조직, 책임 등의 특성이 있다.

목적 : 소프트웨어 통합공정,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공정, 이들 공정의 목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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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반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조직 : 소프트웨어 통합 조직을 기술해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 통합조직과 

사내 다른 조직과의 경계들을 기술하여야 하고, 보고경로가 기술되어야 한다. 통합

조직이 개발조직으로 보고하는 것이나 이들이 개발조직의 일부가 되는 것은 허용

된다.

책임 : 소프트웨어 통합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야 한다.

3.1.4.2 소프트웨어 통합계획의 이행특성

소프트웨어 통합 계획이 가져야 하는 이행특성에는 측정 및 절차 특성이 있다.

측정 : 통합 활동의 성패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척도가 요구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 통합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관련 자료가 통합 활동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수집되고 분석되어야 함을 요구해야 한다. 통합 활동 중 수집된 

오류(빈도 포함)가 측정, 기록, 분석, 보고되어야 한다.

절차 : 통합 전략이 있어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 통합과 소프트웨어/하드

웨어 통합을 위한 방법, 절차, 통제수단을 포함해야 한다.  이 계획은 또한 통합 

설계결과물과 보고서들을 기술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통합 시험, 하드웨어/소프

트웨어 통합 시험 및 이들 시험의 예상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하도록 요구

하여야 한다.

  

3.1.4.3 소프트웨어 통합계획의 자원특성

소프트웨어 통합 계획이 가져야 하는 자원 특성에는 방법/도구 특성이 있다.

방법/도구 : 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 기술, 방법 등을 묘사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통합 도구들이 이 도구를 사용하여 생산할 소프트웨어의 안전 중

요도와 상응하는 수준으로 상세하고 엄격하게 품질보증 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3.1.4.4 소프트웨어 통합계획에 대한 검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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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통합 계획은 다른 계획들만큼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소프트웨어 통

합 계획은 위에서 기술한 여러 형태의 관리, 이행 및 자원특성들에 대해서 점검되

어야 하며 여기에는 특별한 검토지침은 없다. 소프트웨어 통합 조직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그룹과 동일하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룹이 한 개보다 많거나 

소프트웨어 중 일부가 상용등급 혹은 기성소프트웨어의 재사용 경우라면 예외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통합을 위한 방법들, 절차 및 제어는 매우 중요

하게 취급되어져야 하며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한다. 모든 경우마다 다소 상이하

기 때문에 심사자는 통합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한다.

3.1.5 소프트웨어 설치 계획

RG 1.173은 IEEE Std. 1074를 승인하고 있으며, IEEE Std. 1074의 A.1.2.4 항 “소

프트웨어 설치 계획”은 소프트웨어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허용 가능한 방법을 포

함하고 있다.

NUREG/CR-6101의 3.1.8항 “소프트웨어 설치 계획” 및 4.1.8항 “소프트웨어 설

치 계획”은 소프트웨어 설치 계획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설치계획에는 아래에 열거된 관리, 이행, 자원 등의 특성들이 있어야 

한다.

  

3.1.5.1 소프트웨어 설치 계획의 관리특성

소프트웨어 설치계획이 가져야 하는 관리 특성은 목적, 조직, 책임 등의 특성이 있

다.

목적 : 설치공정의 일반적 서술과 그 공정의 목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컴퓨터시스

템과 소프트웨어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 요구되는 환경(온도, 습도, 진동, 선반의 

공간)에 대한 일반적 서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직 : 소프트웨어 설치 조직을 기술해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 설치조직과 

상위 안전계통 설치 조직과의 경계를 기술해야 한다. 보고경로가 기술되어야 한다. 

설치가 개발조직이나 개발 신청자에 의해 수행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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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 소프트웨어 설치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기술하여야 한다. 설치가 개발신청자

에 의해 수행된다면 개발조직과 개발 신청자간의 책임소재는 두 조직간의 의사소

통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야 한다. 

 

3.1.5.2 소프트웨어 설치 계획의 이행특성

소프트웨어 설치계획이 가져야 하는 이행특성에는 측정과 절차 특성이 있다.

측정 : 설치 활동의 성패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척도가 있어야 한다.  이 계획

은 설치관련 자료가 수집 분석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설치과정 동안 수집된 오류

(빈도 포함)가 측정, 기록, 분석, 보고되어야 한다.

절차 : 설치 전략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 설치 공정과 소프트

웨어/하드웨어 통합 설치공정을 기술해야 한다. 이 계획은 설치활동의 성패가 신뢰

성 있게 평가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절차, 통제수단을 기술해

야 한다. 컴퓨터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것, 센서와 구동장치가 작동한다는 것, 모든 

카드가 존재하고 올바른 슬롯에 설치되었다는 것, 통신 시스템이 제대로 설치되었

다는 것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점검이 요구된다. 또한 올바른 소프트웨어 버전이 올

바른 컴퓨터에 설치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 설치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설치 도중 발견된 이상상태를 개발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이 소프트웨어가 운영되기 전에 해결되어야 함을 요구하여야 한

다. 본 계획이나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계획은 설치된 시스템이 자신의 안전기

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한 적절한 시험을 요구해야 한다.

  

운전중인 발전소에 기 설치된 계통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설치계획은, 설치가 진행

되기 전에 발전소 기술 지침서에 따라 모든 영향받는 기능들이 작동 불능임을 선

언하고, 변경된 기능이 작동 가능함을 발표하기 전에 적절한 작동복귀 시험을 수

행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3.1.5.3 소프트웨어 설치 계획의 자원특성

소프트웨어 설치계획이 가져야 하는 자원특성에는 방법/도구 특성이 있다.



부록7-13 개정 4 - 2014. 12- 32 -

방법/도구 : 설치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 기술, 도구들을 명시해야 한다. 이 계획은 

설치도구가 이 도구를 사용해 설치할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중요도에 상응하는 수

준으로 엄격하고 자세하게 품질 보증되어야 함을 요구해야 한다.

3.1.5.4 소프트웨어 설치 계획에 대한 검토 지침

 소프트웨어 설치 계획은 위에서 기술한 여러 형태의 관리, 이행 및 자원특성들에 

대해서 점검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특별한 검토지침은 없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

어에 설치되기 때문에 설치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담당자들

의 혼합으로 구성된다. 소프트웨어 설치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통시험(주 ; IEEE 

Std. 1012에 따르면 최종 계통시험은 확인/검증 시험으로 다루어지며 확인/검증 그

룹의 책임이다)이다. 

소프트웨어 설치, 계통 설치 및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을 위한 절차서가 승인되

고 기술되어야 한다. 충분히 복잡한 계통일 경우, 이 절차서에는 일부 결함이 포함

될 수도 있으며 심사자는 이들 결함들이 어떻게 확인되고 고쳐지고 문서화되는지

를 감시하여야 한다. 이들 시정조치들은 나머지 계통들과 마찬가지로 형상관리 및 

동일한 품질로 관리되어야 한다.

3.1.6 소프트웨어 보수 계획

RG 1.152가 승인한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의 5.4.2.3항 “상

용인증 제품의 보수”는 상용인증 제품의 보수 및 형상관리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

고 있다.

NUREG/CR-6101의 3.1.9항 “소프트웨어 보수 계획” 및 4.1.9항 “소프트웨어 보

수 계획”은 소프트웨어 보수 계획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보수 계획은 아래에 나열한 관리, 이행, 자원 등의 특성을 가짐을 보여

야 한다. 

 3.1.6.1 소프트웨어 보수 계획의 관리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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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수 계획이 가져야 하는 관리 특성에는 목적, 조직, 책임, 보안 등의 

특성이 있다.

목적 : 소프트웨어 보수 공정과 그 공정의 목표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이 있어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 보수 조직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반적 기능들

을 나열해야 하고 현장문제보고서 수집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

프트웨어 보수는, 부적절한 사항을 고치기 위해 소프트웨어 설계결과물을 변경하

는 절차, 또는 성능 유지를 위해 사전에 계획된 활동을 실행하는 것 등으로 한정

해야 한다. 성능이나 다른 요소의 향상을 위한 변경, 또는 설계결과물을 변화된 환

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변경 등은 설계변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조직 : 소프트웨어 보수 조직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 보수 조직

과 회사 내 다른 조직과의 경계를 기술해야 한다. 보고경로가 명시되어야 한다. 소

프트웨어 사용 중 소프트웨어의 부정확한 작동이 파악, 격리, 수정되도록 소프트웨

어 보수 조직과 동 소프트웨어 사용자 사이의 공식적인 통신경로가 마련되어야 한

다.  이러한 통신체계는 운전 중 소프트웨어 고장이 무시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

야 한다.

책임 : 소프트웨어 보수 조직의 책임과 권한이 정의되어야 한다.

위험관리 : 소프트웨어를 보수하는 동안 안전성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위험에 

특별히 주의하면서 소프트웨어 위험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보안 : 수정된 소프트웨어가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혹은 위험성이 있는 첨부물 등

으로부터 치유된 소프트웨어의 오염을 방지하는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소프트

웨어 각 유지보수단계에서 요구되는 보안 수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계통 변수 등의 승인되지 않은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보수 활동들과 소프트웨어 보수 및 시험 장비에 대한 관리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보수, 시험, 교정 등과 같은 기간에 승인되지 않은 

변경이 도입될 가능성이 최소한 기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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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1.152의 C.3.2항 “보수 단계”는 보수 기간 동안 보안 고려사항에 대한 지침

을 포함하고 있다.

3.1.6.2 소프트웨어 보수 계획의 이행특성

소프트웨어 보수 계획이 가져야 하는 이행특성에는 측정과 절차 특성이 있다.

측정 : 소프트웨어 보수 활동의 성패를 가름할 척도가 있어야 한다. 이 계획은 소

프트웨어 보수 활동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보수 활동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보수 활동 도중 수집되는 오류(빈도 

포함)가 측정, 기록, 분석, 보고되어야 한다. 

절차 : 소프트웨어 보수 전략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들 절차서는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소프트웨어 보수를 위하여 신청자/사업자에 의하여 수행

되는 조치사항과 관련된다. 두 번째(선택적) 부분은 만약 신청자/사업자가 일부 보

수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제작사에 의존할 경우, 연관되는 제작사

의 절차들로 구성된다. 이 계획은 사용자의 문제 보고절차와 이러한 문제의 해결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문제 보고에는 발생 시일, 문제 요약(발생 초기의 시스템 

상태 포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해진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및 83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부적합 사항

의 식별과 이의 시정조치 수행이 가능하도록 보고된 문제가 평가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식별, 문서화, 평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격리, 부적합 항목의 해결, 관련 조

직에의 통보 등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기술해야 한다.  부적합 사항과 시정조치에 

대한 평가는 10 CFR 50.59의 요건과 10 CFR 21의 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어

야 한다.  “현상 사용” 또는 "수리"로 처리된 부적합 사항은 설계원안에 적용되

었던 것과 부합하는 설계관리(확인 및 검증, 품질보증, 안전성 분석, 형상관리 등 

포함)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계획은 작성된 기록이 허용 가능한 오류와 그 허용의 

정당성을 제시해 놓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안전계통 소프트웨어의 오류는 다중화된 기능에서의 공통모드 고장 가능성을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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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보수 계획은 발전소 기술 지침서에 의해 요구되는 기기

의 가용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보고된 문제의 영향을 적시에 평가할 것을 요구

하여야 한다.

문제와 그 해결의 주기적 분석과 보고가 운전성 향상을 위한 권고사항에 따라 요

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고 사항들을 고려하여 어떠한 행동이 취해졌는가를 보고

하기 위한 요건이 있어야 한다. 

3.1.6.3 소프트웨어 보수 계획의 자원특성

소프트웨어 보수 계획이 가져야 하는 자원특성에는 방법/도구 특성이 있다.

방법/도구 : 소프트웨어 보수 기능을 완수하기 위해 사용될 방법, 기술, 도구가 기

술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양도된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

프트웨어, 하드웨어, 관련 문서 등을 기술해야 한다. 이 계획은 보수 도구가 이 도

구를 사용해 유지 보수할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중요도에 상응하는 정도로 엄격하

고 상세하게 품질보증 되어야 함을 요구해야 한다.

3.1.6.4 소프트웨어 보수 계획에 대한 검토 지침

 소프트웨어 보수 계획은 보통 시스템이 인도, 설치 및 인수되거나 일정 시기동안 

사용된 이후에 수행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시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팀들이 다

른 프로젝트나 다른 업무로 이동하여,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지

식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서에 국한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소프트웨어 보수는 보

통 어떤 이유로 인한 소프트웨어 고장시 수행되며 문제를 신속하게 고쳐야 하고 

시스템을 다시 정상으로 복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것들은 소프트웨어 변경에 

따르는 설계, 확인, 검증과 시험 및 문서화의 품질에 악영향을 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심사자는 소프트웨어 보수 계획이 다른 계획들에서 요구되는 

것들과 동일하게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이들 절차들을 이행

하는데 필요한 관리수단들이 적절한지 판단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계획과 함께 소프트웨어 보수 계획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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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록들이 유지되는지, 누가 이들 기록들을 통제하는지를 정의하고 있다. 만약 

소프트웨어가 변경될 경우, 소프트웨어의 버전 정보에 변경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정되는 결함보다 많은 결함들이 실제로 주입될 수도 있다. 복귀

시험(Regression Testing) 요구사항들은 모든 인수시험들이 수행되고 혹은 새로운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된 인수시험이 사용되도

록 정의해야 한다. 제안된 소프트웨어 보수가 실제적인 보수이고 또한 새로운 기

능들 및 다른 설계변경이 주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보수 계획은 보수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정의해야 한다. 이것은 최초의 설계팀과 동일하게 담당자들이 자격요건을 갖추도

록 의미하는 것이며 소프트웨어 도구들도 최초의 설계과정에서와 동일하게 품질보

증 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보수 계획은 최초 버전의 도구들이 더 이상 이용되지 

않거나 새로운 버전의 도구들을 품질보증하기 위한 일부 규정들을 구비해야 한다. 

이들 전체 공정들은 제작사/사업자의 상호작용 때문에 보다 복잡할 수 있다. 소프

트웨어 보수는 일반적으로 원래의 시스템 제작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2가지 소프트

웨어 보수 계획이 검토될 수 있다. 한 개는 소프트웨어 보수를 수행하는데 실제적

인 제작사의 소프트웨어 보수 계획이며 다른 한 개는 보수에 의해 생기는 변경사

항들을 검토하고 승인하기 위한 신청자/사업자의 소프트웨어 보수 계획이다. 신청

자/사업자는 요구되는 변경이 필요하고, 적절하며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

질보증 계획에 일치하는 적합한 이행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요건에서는 

사업자에게 이러한 작업을 위임하였으며 사업자는 안전과 품질보증에 대해서 책임

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3.1.7 소프트웨어 훈련 계획

RG 1.173은 IEEE Std. 1074를 승인하고 있으며, IEEE Std. 1074의 A.1.2.6항 “훈련

계획”은 허용가능한 방법을 포함한다. 

NUREG/CR-6101의 3.1.10항 “소프트웨어 훈련계획”은 소프트웨어 훈련 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소프트웨어 훈련 계획은 아래에 나열한 관리, 이행 및 자원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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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 소프트웨어 훈련계획의 관리특성

소프트웨어 훈련 계획이 가져야 하는 관리 특성에는 목적, 조직, 책임 등의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적 : 해당 발전소 요원(운전원, 계측제어 엔지니어 및 기술자 포함)에 대한 훈련

이 충분히 확보됨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의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 이 계획은 훈련

설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조직 : 소프트웨어 훈련 조직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훈련조직과 사업 관리

조직과의 경계를 기술해야 한다. 보고 체계가 명시되어야 한다. 피훈련자가 운영 

및 보수 요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 수행자는 소프트웨어 운영에 필요

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책임 : 훈련기관의 책임과 권한이 정의되어야 한다. 

3.1.7.2 소프트웨어 훈련특성의 이행특성

소프트웨어 훈련 계획의 이행특성에는 측정 및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측정 : 소프트웨어 훈련의 성패를 결정할 척도가 있어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

웨어 훈련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훈련자료가 수집 및 분석될 것을 요구해야 한

다. 소프트웨어 훈련 종료 후에 집계된 피훈련자의 실수(빈도 포함)가 측정, 기록, 

분석, 보고되어야 한다.

절차 : 소프트웨어 훈련절차를 기술해야 한다. 이 계획은 훈련지원에 요구되는 모

든 문서를 나열해야 한다. 훈련 프로그램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업무별로 

훈련내용을 상세히 기술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훈련 결과물과 보고서에 대해 기

술되어야 한다.  보고 요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3.1.7.3 소프트웨어 훈련계획의 자원특성

소프트웨어 훈련 계획의 자원특성에는 방법과 도구를 포함해야 한다.



부록7-13 개정 4 - 2014. 12- 38 -

방법/도구 : 소프트웨어 훈련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기술, 도구가 기

술되어야 한다. 훈련은 실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시스템과 동등한 훈련 시스템에

서 수행되어야 한다.

3.1.7.4 소프트웨어 훈련계획에 대한 검토 지침

공급자가 보수를 하는지 또는 신청자/사업자가 보수를 하는지에 따라 소프트웨어 

훈련계획은 단순하거나 또는 복잡할 수 있다. 신청자/사업자가 보수를 수행하기 위

해 공급자와 접촉할 경우, 신청자/사업자 직원은 디지털 기기의 조작 방법을 습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대개 해당 기기의 보수에 필요한 지식보다 덜 복잡하다. 

중간단계는 신청자/사업자 직원이 개별 PC 보드와 같은 하부 단위장치의 고장을 

결정하여, 해당 하부 단위장치를 교체하고, 이후 수리를 위해 공급자에게 해당 단

위장치를 배송하는 등, 초기 수준의 보수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급자는 해

당 기기의 조작 훈련과 더불어 발전소 고유의 추가적인 훈련을 제안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보수 훈련은 상당히 복잡하다. 공급자 제공 훈련은 대개 초기 프로그

램의 작성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툴의 사용방법을 제공하지만, 소프트웨어 고장

분석 및 시정조치를 수행할 정도로 충분히 자세히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신청자/사업자는 소프트웨어 보수 활동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격을 갖는 엔지니어링 요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심사자는 해당 계통의 운영 및 보수를 수행하는 책임있는 조직이 

있는지 여부와, 소프트웨어 보수계획의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해 훈련시키는 주체

가 누구인지를 주안점을 갖고 검토하여야 한다.

훈련의 품질을 판단하는 하나의 가능한 방법은 심사자로 하여금 훈련받게 하는 것

이다. 공급자가 해당 기기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한 훈련을 제안하고 시간이 허용된

다면, 이 훈련을 받는 것이 심사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심사

자로 하여금 훈련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계통과 소프트웨어 툴에 익숙

하게 되어 의사결정을 보다 쉽게 한다.

 

3.1.8 소프트웨어 운영 계획

소프트웨어 운영 계획은 아래에 나열한 관리, 이행 및 자원 특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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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 소프트웨어 운영계획의 관리특성

소프트웨어 운영 계획이 가져야 하는 관리 특성에는 목적, 조직, 책임, 보안 등의 

특성이 있다.

목적 : 소프트웨어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이 있어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

어가 수행하는 기능과 이들 기능의 수행수단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 

조직 : 소프트웨어 운영을 관리할 조직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운영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운전원 인터페이스 설비와 조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책임 : 운전원의 책임과 권한을 기술해야 한다.

보안 : 소프트웨어 시스템 운영을 위한 보안요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 운영 계획

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계통 변수 등에 대해 승인되지 않은 변경을 방지하기 위

한 관리방안, 시스템에 대한 침투(고의적 침투 포함)를 검출하기 위해 필요한 감시

행위, 침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고 수습계획 등을 명시해야 한다.

RG 1.152의 C.2.7절 “운영단계”는 운영단계의 보안 고려사항에 대한 지침을 포

함하고 있다. 　

3.1.8.2 소프트웨어 운영계획의 이행특성

소프트웨어 운영 계획이 가져야 하는 이행특성에는 측정 및 절차 특성이 있다.

측정 : 소프트웨어 운영절차의 성패를 가름할 척도가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운

영 중에 수집되는 오류(빈도 포함)가 측정, 기록, 분석, 보고되어야 한다.

절차 :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기동, 운영, 정지 등을 위한 절차가 기술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모든 운전 모드에서의 소프트웨어 실행절차, 소프트웨어 상태가 항상 

발전소 운전모드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 데이터/코드의 백업 절차와 주기를 기술해야 한다. 이 계획은 오류 표

시에 대한 설명, 오류 표시의 해석, 오류 표시 발생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 등

이 포함된 오류 메시지 목록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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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 소프트웨어 운영계획의 자원특성

소프트웨어 운영 계획이 가져야 하는 자원특성에는 방법/도구 특성이 있다.

방법/도구 : 소프트웨어 운영을 위해 사용될 방법, 기술, 도구가 기술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납품된 소프트웨어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들을 기술하여야 하며, 납품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관련 문서 등을 기술

해야 한다.

3.1.8.4 소프트웨어 운영계획의 검토지침

소프트웨어 운영계획 평가시 점검하여야 하는 주된 항목은 완전성이다. 심사자는 

모든 요구 항목들이 소프트웨어 운영계획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당 

계통의 보안, 특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변수 등에 대해 승인되지 않은 

변경이 없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및 시스템에 대한 침투(고의적 침투 포함)를 

검출하기 위해 필요한 감시행위 등이 소프트웨어 운영계획에서 언급되어야 한다. 

또한, 보안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이 존재해야 한다. 심사자는 이 계획의 허용

성을 평가하기 위해 적절히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것은 신청자/피면허가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1.9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

NUREG/CR-6101 3.1.5절 “소프트웨어 안전성계획” 및 4.1.5절 “소프트웨어 안전

성계획”은 소프트웨어 안전성계획에 관한 지침을 포함한다. {주의, 

NUREG/CR-6101의 3.1.5절은 1993년 6월에 발간되었으며, IEEE Std. 1228에 기반한

다. 최신 버전의 IEEE Std. 1228은 RG에서 승인되지 않았다.}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은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 활동에 대한 이행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적절한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 활동을 위한 지침이 아

래에 기술되어 있다. 

NUREG/CR-6101, 3.2.2절 “요건 안전성 분석” 및 4.2.2절 “요건 안전성 분석”

은 안전성 분석 활동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다.  

NUREG/CR-6101, 3.3.3절 “소프트웨어 설계 안전성 분석” 및 4.3.3절 “설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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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 분석”은 안전성 분석 활동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다.  

NUREG/CR-6101, 3.4.1절 “코드 안전성 분석” 및 4.3.2절 “코드 안전성 분석”

은 안전성 분석 활동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다.  

NUREG/CR-6101, 3.5.2절 “통합 안전성 분석” 및 4.5.2절 “통합 안전성 분석”

은 안전성 분석 활동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다.  

NUREG/CR-6101, 3.6.1절 “검증 안전성 분석” 및 4.6.1절 “검증 안전성 분석”

은 안전성 분석 활동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다.  

NUREG/CR-6101, 3.7.5절 “설치 안전성 분석” 및 4.7.1절 “설치 안전성 분석”

은 안전성 분석 활동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다.  

NUREG/CR-6101, 3.8절 “운영 및 보수 활동 - 변경 안전성 분석”은 안전성 분석 

활동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다.  

RG 1.173 C.3절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은 안전성 분석 활동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은 아래에 나열한 관리, 이행, 자원 등의 특성을 가져야 한

다.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은 관련 소프트웨어 적용을 위한 설계 기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3.1.9.1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의 관리특성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이 가져야 하는 관리특성에는 목적, 조직, 책임, 위험도 등

의 특성이 있다.

목적 : 소프트웨어 안전성 활동의 범위와 목표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소

프트웨어 안전성 활동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해야 하고, 소프트웨어 안전성 

조직과 일반계통 안전성 조직과의 상호관계를 기술해야 한다. 

조직 : 소프트웨어 안전성 조직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 안

전성 조직과 다른 회사 조직과의 경계와 인터페이스를 기술해야 한다. 어떻게 소

프트웨어 안전성 활동이 계통 안전성 활동과 통합되는지, 어떻게 소프트웨어 안전

성 활동과 개발활동이 조정되는지를 보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안전성 조직과 소프

트웨어 확인 및 검증 조직과의 관계를 보여야 한다. 이 계획은 현재 생산중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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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의 안전성 품질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질 한 명의 안전성 담당관을 지정

해야 한다.

책임 : 소프트웨어 안전성 조직의 책임과 권한이 정의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각 

소프트웨어 안전성 업무를 책임질 사람/그룹을 명시해야 한다. 지정된 안전성 담당

관은 소프트웨어의 요건명시, 설계, 구현 등의 과정이 안전성 요건을 준수할 수 있

도록 감독할 수 있는 확실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안전성 담당관은 기 개발된 소

프트웨어가 안전에 적절함을 입증할 수 없거나, 소프트웨어 도구가 이를 사용해 

개발된 최종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을 때는 이들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 계획은 안전성 

담당자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들 간의 인터페이스 등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을 항상 숙지하고 있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위험도 : 소프트웨어 고장으로 인한 안전성 관련 위험도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데 사용되는 방법을 기술해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의 예상 위험

요소가 허용 가능한 방법으로 해소될 것임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해야 한

다. 이 계획은 각 주요 설계 문서(요건사양, 설계설명서, 원시코드)에 대해 안전성 

분석이 수행되고 그 결과가 문서화되어야 함을 요구해야 한다. 비정상 사건/상태 

및 악성 변경을 포함하는 위해도가 분석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위해도의 감소를 

위한 활동이 문서화되어야 한다. 

3.1.9.2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의 이행특성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이 가져야 하는 이행특성에는 측정 및 절차 특성이 있다.

측정 : 소프트웨어 안전성 활동의 성패를 가름할 척도가 있어야 한다.  계획은 소

프트웨어 안전성 활동의 효과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안전성 자료가 체

계적으로 수집, 분석되어야 함을 요구해야 한다. 

절차 : 소프트웨어 안전성에 대한 전략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 

개발조직 내에서의 소프트웨어 안전성 활동에 대한 관리방법을 기술해야 하고, 안

전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  이 계획은 안전성 관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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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행하던 중 제기된 문제들이 사업책임자에게 알려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허

용 불가능한 위험이 확실히 해결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각 안전성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을 기술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에 

의해 초래되는 위해도를 식별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고, 위해도의 해결방안이 소프

트웨어의 통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계획은 적절한 안전성 요건이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에 포함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요건명세로부터 운전 및 보수까지의 각 생명주기 활동 중에 수행될 안전관

련 활동이 정의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의 적절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

해 요구되는 모든 문서를 명시해야 한다. 절차서는 계통 운전 중 소프트웨어 안전

기능의 성능을 감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 계획은 발전소 안전성 분석, 계통 안전성 분석, 보안 취약성 평가 등에 의해 

파악된 위해도들이, 그 위해도가 소프트웨어 운전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프트웨

어가 위해도를 통제하면서 역할을 수행할 때마다,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으로 추

적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3.1.9.3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의 자원특성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이 가져야 하는 자원특성은 방법/도구 및 표준 특성이 있다.

방법/도구 : 소프트웨어 안전성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및 도구에 대

해 기술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도구 선정 절차를 명시해야 하고, 프로젝트 도구의 

사용에 의해 부주의하게 초래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표준 : 소프트웨어 안전성 조직이 따라야 할 국제, 국내, 산업, 회사 등의 표준 및 

지침서들을 수록해야 한다.

3.1.9.4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에 대한 검토지침

소프트웨어 안전성분석 계획에 대한 완전성 평가 및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신청자/

사업자의 처리방법 평가는 심사자에게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리된 

안전성 계획으로 구현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소프트웨어 안전성 개념은 소프트웨

어 관리계획 또는 다른 계획에 포함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방법으

로 개념이 다루어졌으면 이는 허용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계통의 허용성을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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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디지털 시스템의 안전성 현안들을 다루는 그룹이 있어야 한다. 안전성 

조직은 보안 위험도와 디지털 시스템 오동작 발생시의 발전소 위험도를 고려하여

야 한다. 심사자는 적절한 위험도가 고려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신청자/피면

허가가 이러한 위험도를 적합한 방법으로 다루었는지 여부, 소프트웨어 안전성 전

략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심사자는 위

험도 평가의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최종 검토 결과에서, 심사자는 다양한 소

프트웨어 활동들이 안전성 현안들을 해결할 것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3.1.10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계획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계획은 필요한 모든 확인 및 검증 활동의 이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적절한 확인 및 검증 활동을 위한 지침은 아래의 문서에 

기술되어 있다.

RG 1.168의 C.2.2.1절 “계통 특성”은 “보안요건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RG 1.168은 IEEE Std. 1012를 리스트한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규제요건을 만

족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으로 승인하고 있다.

RG 1.168은 IEEE Std. 1028에 대해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검토, 

검사, 워크스루, 및 표본감사를 위한 허용 가능한 방법으로 승인하고 있다.

RG 1.168의 C.7.3절 “보안 평가”에 따르면, 규제기관은 안전계통 소프트웨어의 

보안평가를 최소 확인 및 검증 활동의 일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

다.

NUREG/CR-6101, 3.1.4절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계획” 및 4.1.4절 “소프트

웨어 확인 및 검증 계획”은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계획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

다.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계획은 아래에 나열한 관리, 이행 및 자원 특성들을 가

짐을 보여야 한다. 

3.1.10.1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의 관리특성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계획이 나타내야 하는 관리특성에는 목적, 조직, 책임, 

위험도 등의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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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활동의 범위와 목표가 정의되어야 한다.  이 계획

은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공정의 일반적 서술을 포함해야 한다.

조직 :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조직을 기술해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 확

인 및 검증 조직과 다른 회사 조직 사이의 인터페이스와 상호관계를 기술해야 한

다. 보고경로가 기술되어야 하며, 서로 다른 확인 및 검증 업무들 간의 관계가 명

시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확인 및 검증 조직이 개발조직과 독립적일 것을 요구해

야 한다. 또한 확인 및 검증과 설계조직 간의 공식적 통신수단이 문서화되도록 요

구해야 한다.

감독 :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조직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계획은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조직과 다른 회사 조직들 간의 경계 및 

인터페이스를 기술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활동이 계통 확인 및 검

증 활동과 어떻게 통합되는지 여부,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활동이 개발조직과 

어떻게 조정되는지 여부, 소프트웨어 V&V 조직과 소프트웨어 안전성 조직 사이의 

상호연계 등을 보여주어야 한다. 

책임 :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조직의 책임과 권한이 정의되어야 한다. 이 계획

은 각 확인 및 검증 업무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책임을 져야 하는 개인/그룹을 명

시해야 한다. 각 확인 및 검증 업무의 성공적 종료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과 검토/시험된 소프트웨어 설계결과물의 배포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명시해야 한다. 

위험도 : 확인 및 검증 공정과 관련된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방법

을 명시해야 한다. 이 계획은 각 소프트웨어 항목관련 안전 위험도를 평가할 방법

을 명시하고, 각 확인 및 검증 업무관련 위험도의 파악 방법을 기술해야 한다. 확

인 및 검증 업무의 해당 기능수행을 실패하게 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그

러한 실패로부터 복구하기 위한 사고수습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1.10.2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의 이행특성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계획이 가져야 하는 이행특성에는 측정 및 절차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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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측정 :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활동의 성패를 가름할 척도가 있어야 한다.  이 

계획은 각 확인 및 검증 노력의 종료를 확인하는데 이용되는 기준을 명시해야 한

다. 시험계획, 시험명세, 시험절차, 시험 사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제시되어야 한

다. 검토계획, 검토명세, 검토절차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계

획은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노력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분석, 검토, 시험 등에 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되어야 함을 요

구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검토와 시험 과정에 수집된 오류(빈도 포함)가 측정, 기

록, 분석, 보고되어야 한다. 

절차 : 소프트웨어의 검토 및 시험 전략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

어 확인 및 검증 활동의 관리에 대해 기술해야 하며, 수행될 확인 및 검증 업무와 

각 업무의 계획단계 가정들을 명시해야 한다. 시험과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 만족

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각 소프트웨어 설계결과물과 각 개발 활동을 평가하기 위

한 업무들을 포함해서, 각 확인 및 검증업무의 수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이 수립되

어야 한다. 오류가 발견된 시스템들이 적절히 분석, 보고, 수정, 및 재평가된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각 프로젝트 개발 활동

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  제안된 소프트웨어 변경

안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가 기 계획된 검토와 시험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상상태 보고서가 생성되고 배포되어야 한다.  각 확인 및 검증 업무의 확인과정

에서 파악된 불일치 사항의 해결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시험 사례의 선정을 위

한 절차와 소프트웨어 검토 활동을 위한 절차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확인 및 검증에 대한 보고요건을 기술해야 한다.  이 계획은 보고서가 

개인별 수행활동, 절차서, 결과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확인 및 검증 활동을 문서화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여기에는 검토문서 요건, 평가기준, 오류보고, 부적격 사

항 해결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확인 및 검증 보고서는 부정적인 관례와 지적

사항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관례와 지적사항도 요약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수행

된 활동과 사용된 방법/도구를 요약해야 한다.

이 계획은 모든 요구되는 시험 계획, 명세, 절차, 사례 등을 기술해야 한다. 여기에

는 단위시험, 통합시험(부계통), 계통검증시험, 설치(인수)시험, 변경에 대한 회귀시

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 문서는 시험 문서 요건, 준비 및 평가 기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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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보고, 부적격 사항 해결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 시험 문서는 시험 항목 설명, 

시험 데이터, 시험 기록, 시험기기, 관찰 유형, 결과 및 만족여부, 결함사항과 관련

하여 취해진 조치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시험 사례에 대한 문서는 예상 결과와 

실제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IEEE Std. 829를 승인한 RG 1.170에는 시험계획, 시험명세, 시험절차, 시험사례, 시

험보고서 등에 대한 허용 가능한 기술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IEEE Std. 1008을 승

인한 RG 1.171은 단위시험 수행에 대한 허용 가능한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3.1.10.3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의 자원특성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계획이 가져야 하는 자원특성에는 방법/도구 및 표준 특

성이 있다.

방법/도구 :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 기기, 계측기, 

도구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단위, 통합, 검증, 설치, 회귀 등에 대한 시험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도구의 선정 절차를 명시해야 하고 확인 및 검증 도

구들이 적용될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환경과 요구되는 모든 관리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표준 :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조직이 따라야 할 국제, 국내, 산업, 회사 등의 표

준 및 지침서가 열거되어야 한다.

3.1.10.4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의 검토 지침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계획은 검토되어야 할 계획들 중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어

야 할 문서이다. 신청자/사업자 또는 공급자는 소프트웨어가 고품질을 갖도록 하기 

위해 고품질의 공정을 사용하여 개발 및 이행할 것이 예상된다. 충분한 자격을 가

진 사람에 의해 엄격하게 수행된 확인 및 검증 노력은 고품질 소프트웨어 개발공

정의 입증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규제기관은 확인 및 검증 노력을 통

하여 고품질 설계공정으로부터 이탈될 수 있는 문제점을 식별하여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으므로, 다양한 확인 및 검증 보고서와 SVVP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는 확인 및 검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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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독립성이다. 확인 및 검증 팀은 IEEE Std. 1012를 준용하여 관리, 일정 및 재

정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심사자는 확인 및 검증 팀이 독립적인지를 점검하여

야 한다. 확인 및 검증 요원은 일정 제한, 또는 보고 및 검토되어야 할 소프트웨어 

설계자/사업관리자로부터의 압력,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확인 및 검증 팀

은 유익한 확인 및 검증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는 직접적인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

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확인 및 검증 업무에 대해 일정과 재정

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적절히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독립적인지

를 결정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수행하여야 할 두 번째 중요한 평가는 확인 및 검증 요원의 수와 자질에 

관한 것이다. 확인 및 검증 요원의 수에 대한 세부적인 요건은 없으나, 산업계의 

경험에 따르면 양호한 확인 및 검증 공정을 위한 업무량은 초기 설계 업무에서 요

구되는 업무량과 동등한 정도가 고려된다. 이는 확인 및 검증 팀이 설계팀과 대응

될 것인지를 나타내며, 배정된 요원의 수와 숙련도에 있어서 두 그룹 사이에 대략

적으로 동등 (Rough parity)하여야 한다. 만일 설계 그룹의 직원 수가 확인 및 검증 

그룹의 직원 수를 크게 초과하면, 확인 및 검증 업무는 뒤처지게 되거나 또는 확인 

및 검증 업무는 요구되는 모든 항목들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수치적인 요건이 

없으므로, 확인 및 검증 품질이 허용 가능한지 또는 일부 기능들이 수행되지 않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 및 검증 팀 출력물을 심사자가 자세히 검토하여야 한

다.

확인 및 검증 직원의 자질은 또한 중요하다. 만일 확인 및 검증 엔지니어가 소프

트웨어 설계 엔지니어의 결과물을 판정한다면, 확인 및 검증 엔지니어는 해당 공

정,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이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만일 확인 및 검

증 엔지니어가 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확인 및 검증 업무는 효과적일 수가 없다. 

심사자는 확인 및 검증 직원의 자격 및 이력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일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으면, 확인 및 검증 직원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면

담을 할 수 있다. 

심사자는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계획이 확인 및 검증 수행 결과물을 충분히/세

심하게 문서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며, 각 불일치 사항들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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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에 문서화되고 이들 불일치사항이 확인 및 검증 조직에 의해 시험 및 허용되

어 해결됨을 확인하여야 한다. 최종 산출물에서 발견된 문제의 중대한 기여자는 

문제점의 수리로부터 발생(수리 자체는 확인 및 검증 공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

음.)되며, 이러한 기여자에 대해 적절히 시험되지 않을 경우, 수리에 의해 초래된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종결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계획은 확인 및 검증 보고 요건을 기술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보고서가 개인별 수행활동, 절차서, 결과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확인 및 검

증 활동을 문서화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여기에는 검토문서 요건, 평가기준, 오류

보고, 부적격 사항 해결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확인 및 검증 보고서는 부정적

인 관례와 지적사항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관례와 지적사항도 요약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수행된 활동과 사용된 방법/도구를 요약해야 한다.

3.1.11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계획

 IEEE Std. 1074를 승인한 RG 1.173에 기술된 규정들에 따른다. IEEE Std. 1074의 

A.1.2.4항, “형상관리계획”은 형상관리의 계획과 관련된 허용가능한 방법을 포함

하고 있다.

IEEE Std. 828을 승인한 RG 1.169,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디지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형상관리계획”은 본 계획에 대한 허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RG 1.152가 승인한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의 5.3.5항 “소

프트웨어 형상관리”는 소프트웨어 형상관리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RG 1.152가 승인한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의 5.4.2.1.3항 

“형상관리제어 수립”은 상용제품항목에 대한 소프트웨어 형상관리에 대한 지침

을 포함하고 있다.

NUREG/CR-6101, 3.1.3항,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 및 4.1.3항,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계획”은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계획은 아래에 나열된 관리, 이행, 자원 등의 특성을 제시하

여야 한다.

3.1.11.1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에 대한 관리특성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계획이 가져야 하는 관리특성에는 목적, 조직, 책임, 보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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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이 있다.

목적 :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활동의 범위와 목표가 정의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조직이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적 기능을 나열해야 한

다.

조직 :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조직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조직과 다른 회사 조직과의 경계와 상호관계를 기술해야 하며 보고경로가 기

술되어야 한다.

책임 :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조직의 책임과 권한이 정의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형

상관리 업무의 성공적 종료를 책임질 사람이나 그룹을 명시해야 하고 형상제어위

원회의 임무를 정의해야 한다. 개정을 위해 모든 소프트웨어, 자료, 문서 등을 배

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과 개정이 완료된 후 운영을 위해 모든 소프트웨

어, 자료, 문서 등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명시해야 한다.

보안 : 사이버보안 특성이 형상관리 프로그램하에 유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RG 1.152의 C.8.2항, “품질보증”은 형상관리프로그램과 관련된 보안에 대한 고려

사항들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3.1.11.2 소프트웨어 형상관리에 대한 이행특성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계획이 가져야 하는 이행특성에는 측정, 절차, 기록관리 등의 

특성이 있다.

측정 :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활동의 성패를 가름할 척도가 있어야 한다.  이 계획

은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활동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관

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되어야 함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각 형상

관리 업무의 완결을 확인하는데 이용되는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절차 : 소프트웨어 형상관리에 대한 전략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형상 항목

을 식별하고 분류하기 위한 절차와 항목을 형상관리 하에 두기 위한 절차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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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자료 파일과 표가 이들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일치하도록 하는 

방법과 소프트웨어와 관련문서가 일치하도록 하는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소프

트웨어 원시코드를 목적코드 및 수행모듈과 연관짓기 위한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

어 설계, 코드, 소프트웨어 확인감사, 상태 등록 등과 관련된 품질정보가 적절히 

관리될 것이며,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것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관리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소프트웨어 요구사양, 설계, 코드

- 개발에 사용된 지원 소프트웨어

- 안전에 중요한 소프트웨어 구성품의 라이브러리

- 품질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계획

-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 소프트웨어 요건, 설계, 코드

- 소프트웨어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 결과

- 소프트웨어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 및 결과

-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의 문서화

-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형상자료

- 안전 계통 소프트웨어로 사용되는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변경 문서

- 관리, 개발, 보증 등을 위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도구

계획은 보고된 문제를 추적하기 위한 절차와 각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었다는 것

을 보증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이 계획은 변경요구를 승인하는데 요구

되는 정보를 기술해야 하고, 모든 소프트웨어 설계 변경이 관리됨을 보장해야 한

다. 소프트웨어 형상관리와 여타 변경관리 절차(예, 확인 및 검증결과의 부적격 처

리, 유지 보수 등)와의 관계가 기술되어야 한다. 계획은 형상근거의 주기적 검토와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

계획은 최종 결과물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 소프트웨어 도구와 같은 구매항목을 추

적하고 보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를 기술해야 한다.  이 계획은 품질보증절차

를 제시해야 하며, 도구이력, 오류목록, 정오표 등을 추적함으로써 신청자/피규제자

가 도구 및 구매항목의 결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계결과물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계획은 안전 계통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관리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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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 요건을 만족하는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기록을 기술해야 한다. 이 계획

은 요구되는 형상관리기록을 명시해야 한다. 기록의 구성(예, 주석 달린 목차)이 

제시되어야 하고 형상항목의 보호(무단 변경을 예방하는 것)하기 위한 절차가 존재

해야 한다. 이 계획은 형상항목이 어떻게 저장, 취급, 유지, 선적될 것인지를 기술

해야 한다. 각 형상 항목의 변경이력이 검색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각 형상항목의 

최종판이 쉽게 파악되도록 하기 위해, 형상항목을 관리할 수 있는 추적시스템이 

존재해야 한다. 백업과 재앙복구 절차가 존재해야 한다.

3.1.11.3 소프트웨어 형상관리에 대한 자원특성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계획이 가져야 하는 자원특성에는 방법/도구 및 표준 특성이 

있다.

방법/도구 : 각 형상관리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 계획

은 형상관리 업무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방법, 기술, 도구 등을 명시

해야 한다.  이 계획은 형상관리 도구의 선정절차를 명시해야 하고, 형상관리 도구

들이 적용될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환경과 요구되는 모든 관리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표준 :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조직이 따라야 할 국제, 국내, 산업, 회사 등의 표준 

및 지침서가 열거되어야 한다.

3.1.11.4 소프트웨어 형상관리에 대한 검토지침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잘못된 버전의 소프트웨어

에 행해지거나, 변경이 새로운 에러를 유발시키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시험하지 않았을 경우 소프트웨어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형상관리는 초기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설계그룹에 의해 공개되는 시

점부터 시작된다.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사항 중의 하나는 누가 소프트웨어를 관리할 것인가를 명확

히 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여러 버전을 유지하고, 시험이나 개정을 위해 현재

버전을 인계하거나, 개정 및 시험이 완료된 소프트웨어를 인수하는 책임을 갖는 

소프트웨어 자료관리자 또는 그룹이 존재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안전계통의 

적용에 사용되는 운영코드뿐만이 아닌 모든 소프트웨어가 통제된다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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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소프트웨어요건, 설계 및 코드와 같은 안전계통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정보를 포함한다. 즉, 

- 개발에 사용된 지원 소프트웨어

- 안전에 중요한 소프트웨어 구성품의 라이브러리

- 품질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계획

-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 소프트웨어 요건, 설계, 코드

- 소프트웨어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 결과

- 소프트웨어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 및 결과

-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의 문서화

-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형상자료

- 안전 계통 소프트웨어로 사용되는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변경 문서

- 관리, 개발, 보증 등을 위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도구

이들 각각은 소프트웨어개발과정에 잘못된 버전이 사용될 경우 최종결과물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소프트웨어형상관리 계획은 소프트웨어 개발과정 중에 소프트웨어 공급자에 의해 

사용되는 계획과 프로젝트의 운영과정 중에 신청자에 의해 사용되는 계획 두 가지

로 존재할 수 있다. 신청자의 계획은 전체 발전소형상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심사자는 소프트웨어 관련 사안들이 발전소형상관리계획에서 다루어

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12 소프트웨어 시험계획

소프트웨어 시험계획은 필요한 모든 시험활동들의 이행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적절한 시험활동들에 대한 지침은 아래의 자료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IEEE Std. 829를 승인한 RG 1.170,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디지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 시험문서”는 일부 예외사항과 함께 시험문

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허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IEEE Std. 1008을 승인한 RG 1.171,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디지

털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 단위시험”은 일부 예외사항과 함께 단위

시험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허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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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시험계획은 아래에 나열된 관리, 이행, 자원 등의 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3.1.12.1 소프트웨어 시험계획에 대한 관리특성

소프트웨어 시험계획이 가져야 하는 관리특성에는 목적, 조직, 책임, 보안 등의 특

성이 있다.

목적 : 소프트웨어 시험활동의 범위와 목표가 정의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

웨어 시험 조직이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적 기능을 나열해야 한다.

조직 : 소프트웨어 시험 조직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 시험 조직과 

다른 회사 조직과의 경계와 상호관계를 기술해야 하며 보고경로가 기술되어야 한다.

책임 : 소프트웨어 시험조직의 책임과 권한이 정의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시험 업

무의 성공적 완료를 책임질 사람이나 그룹을 명시해야 한다.

보안 : 사이버보안 특성이 시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1.12.2 소프트웨어 시험계획에 대한 이행특성

소프트웨어 시험 계획이 가져야 하는 이행특성에는 측정, 절차, 기록관리 등의 특

성이 있다.

측정 : 소프트웨어 시험 활동의 성패를 가름할 척도가 있어야 한다. 이 계획은 소

프트웨어 시험 활동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시험 관련 자료가 체

계적으로 수집, 분석되어야 함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각 시험 업무의 완결

을 확인하는데 이용되는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절차 : 소프트웨어 시험에 대한 전략이 기술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시험계획은 

시험항목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시험계획은 시험사례의 절

차가 소프트웨어 설계와 일치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해야 한다. 또한 

배포된 코드와 관련 시험문서를 연관시키기 위한 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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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은 보고된 문제를 추적하기 위한 절차와 각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기록관리 : 요건을 만족하는 소프트웨어 시험 기록을 기술해야 한다. 이 계획은 요

구되는 시험기록을 명시해야 한다. 시험항목을 취급하기 위한 절차가 존재해야 한

다. 각 시험 항목의 개정이력이 검색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각 시험항목의 최종판

이 쉽게 파악되도록 하기 위해, 시험항목을 관리할 수 있는 추적시스템이 존재해

야 한다.

3.1.12.3 소프트웨어 시험계획에 대한 자원특성

소프트웨어 시험계획이 가져야 하는 자원특성에는 방법/도구 및 표준 특성이 있다.

방법/도구 : 각 시험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시

험 업무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 방법, 기술, 도구 등을 명시해

야 한다. 이 계획은 시험 도구의 선정절차를 명시해야 하고, 시험이 적용될 하드웨

어/소프트웨어 환경과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표준 : 소프트웨어 시험 조직이 따라야 할 국제, 국내, 산업, 회사 등의 표준 및 지

침서가 열거되어야 한다.

3.1.12.4 소프트웨어 시험계획에 대한 검토지침

소프트웨어 시험계획은 단위시험, 통합시험, 공장인수시험, 현장인수시험, 설치시험

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에 수행된 모든 시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소프트

웨어 시험계획을 검토하여 시험계획이 이해하기 쉽고, 적합한 직원에게 시험책임

이 주어졌으며, 본 시험 실패시 재시험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조항이 마련되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에러가 발생한 후에 소프트웨어를 개정하는 것은 새로운 에

러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시험계획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정이 이

루어진 후에는 반드시 전체적인 시험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사

자는 최종 시스템시험이 확인 및 검증시험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시험계획이 정의, 시험설계 및 실행에 대한 책임을 확인 및 검증 그룹에 할당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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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행에 대한 허용기준

본 절은 이행활동에 대한 허용기준을 다룬다. 허용기준은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생

명주기공정의 이행과 문서화에 대해 다룬다.  이러한 이행과 그 결과물들이 허용 

가능하다고 확인되었을 때, 심사자는 계획들이 완수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

심사자는 계획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의해 완수되었음을 확인한다. 상세 허용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의해 제공되며, 심사자는 각 계획이 동 기준들을 따

르고 있음을 확인한다. 심사자는 각 계획이 완수되었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아

래에 설명하는 분야들에 대해 집중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림 1의 공

정이행 난에 기술되어 있다.

3.2.1 안전성 분석활동에 대한 허용기준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은 신청자/피규제자에 의해 수행될 안전성분석의 이행 업

무를 기술한다. 소프트웨어 안전성분석 이행에 대한 허용기준은 동 계획 내에 있

는 업무가 완전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는데 있다.  각 생명주기 활동그룹에 대

해 안전성 분석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가 존재해야 한다. 특히, 

동 문서는 계통 안전성 요건이 각 활동 그룹에 적절히 반영되었고, 새로운 위험요

소가 추가되지 않았으며,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요건, 설계요소, 

코드요소 등이 파악되었고, 여타 모든 소프트웨어 요건, 설계요소, 코드요소 등이 

안전성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분석활동은 사이버보안 위험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된 기술기준 및 

절차가 설계결과물에 문서화되지 않은 코드, 악성코드(예, 침입, 바이러스, 웜, 트

로이목마, 또는 폭탄코드) 및 의도하지 않았거나 문서화되지 않은 기능 또는 응용

프로그램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보장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을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7.1-D의 9절에 제공되어 있다.

3.2.2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활동에 대한 허용기준

IEEE Std. 1012를 승인한 RG 1.168은 일부 예외사항과 함께 안전계통의 소프트웨

어에 대한 확인 및 검증에 적용되는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허용 가능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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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시하고 있다.

IEEE Std. 1028을 승인한 RG 1.168은 일부 예외사항과 함께 소프트웨어 검토, 검

사, 워크스루(Walk-through) 및 표본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자에게 허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RG 1.152가 승인하고 있는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의 5.3.3

절 “확인 및 검증”과 5.3.4절 “독립적인 확인 및 검증요건”은 확인 및 검증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계획은 신청자/피규제자에 의해 수행될 확인 및 검증의 

이행 업무를 기술한다.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의 이행에 대한 허용기준은 동 계

획 내에 있는 업무가 완전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는데 있다. 각 생명주기 활동

그룹에 대해 확인 및 검증의 이행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가 존

재해야 한다. 특히, 동 문서는 요건, 설계, 코드, 설치 등의 설계결과물이 해당 소

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기능 특성과 개발공정 특성들을 만족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야 한다. (3.3절 참조)

확인 활동중 파악된 문제들은 이들을 완화 또는 제거시키기 위한 모든 시정조치 

내용과 함께 문서화되어야 한다.  시정조치 항목에 의해 취해진 조치가 기록되어

야 하며, 이에 따라 적절히 형상관리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활동의 일환으로 추적 매트릭스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 추적 매트릭스는 계통 요건 및 계통 설계서에 의해 소프트웨어에 부과된 각 요

건과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에 있는 하나 이상의 요건 간의 연계관계를 명확히 보

여야 한다. 이 매트릭스는 양방향으로 추적 가능하여야 한다. 동 매트릭스는 설계, 

구현, 검증이 진행됨에 따라 추적성 정보가 이들 활동에 추가될 수 있도록 구성되

어야 한다. 또한 이 매트릭스는 각 생명주기 활동그룹의 종결 시점마다 최신 정보

로 갱신되어야 한다.  최종 매트릭스는 계통 요건 및 설계서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요건, 설계, 구현, 통합, 검증, 설치 등에 이르기까지 추적 가능하여야 한다. 

통합에 대한 확인 및 검증 활동은 확인 및 검증 계획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단위 

및 하부계통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시험 중 발견된 모

든 이상상태와 오류는 해소되어야 하며, 문서화되어야 한다. 최종 통합시험이 완료

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매 시험 수행 시마다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들 보

고서는 발견된 모든 이상상태와 권고된 조치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최종 통합에 

대한 확인 및 검증 보고서는 통합 과정에서 이용한 절차와 수행시점을 기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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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보고서는 통합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검증 활동들은 확인 및 검증 계획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검증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시험절차는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에 있

는 각 요건에 대한 하나 이상의 시험과 각 시험의 허용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각 

시험결과는 관련 요건이 만족되었음을 명백히 입증하여야 한다. 각 시험 절차는 

시험환경, 입력 데이터 사양, 예상 출력 데이터, 종료시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각 시험에 대해 문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험 과정에서 수집된 

오류와 이상상태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 절차는 오류 수

정 절차(형상관리 포함)와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의 재시험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검증시험을 요약하는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시험과정에서 

수집된 문제와 오류, 이의 시정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요약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검증시험이 성공적이었으며 검사된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의 모든 

요건을 만족했다는 성명을 포함해야 한다.

설치(인수)시험 활동은 시험배치, 요구 입력, 예상 출력, 시험 수행에 필요한 절차, 

각 시험의 허용기준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이 절차는 시험 활동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와 각 문제를 완화/제거하기 위한 조치내용을 문서화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설치 문제와 이의 해결 내용이 문서화되어야 한다. 시험계획의 수행내용과 그 결

과를 요약하는 인수시험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시험계획이 성공

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계통이 작동준비 되었다는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인수시험

보고서는 계통이 적절히 작동하며, 검증단계 과정에서 검증된 계통과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모든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된 후 시험결과

를 종합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인수시험이 인수시험절차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입

증해야 한다.

확인 및 검증노력을 점검하기 위해 허용된 방법들 중 하나는 표본감사(theat audit)

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발전소매개변수 표본을 선정하고, 구매사양서 및 기능

요건개발에서부터 이들 매개변수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고 시험하는 소프트웨어 구

현을 추적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표본의 크기는 요건 및 소프트웨어 코드에 대한 

대표적인 표본임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 요건의 5%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표본크기는 통계적인 중요도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검토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표본기반으로 코드의 실질적인 부분들을 검토한다. 심사자가 특정언어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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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인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심사자에게 관련 소프트웨어 설계자가 해당

코드를 설명하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심사자가 이러한 설명을 

이해할 수 없을 경우에는 표본감사의 이 부분은 보다 경험이 많은 심사자

나 독립적인 계약자에게 위임되어야 한다.

   나. 다양한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문서를 검토하고 이들을 코드와 비교한다.

   다. 선택된 요건에 대한 문제점보고서와 시험계획을 검토하고 시정조치내용을 

확인한다. 드물지만 문제점보고서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험과 검토가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 및 검토

절차가 면 히 검토되어야 한다. 모든 완료된 문제점 보고서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무엇이 수행되었는지와 그 해결 내용이 어떻게 시험되었는지

를 설명해야 한다. 이것은 개정된 코드가 어떻게 형상관리 하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형상관리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라. 원자력에 한정된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코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학분야 상호간의 연계사항을 검토한다.

   마. 발전소에 한정된 요건이 명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의 

연계사항을 검토한다.

   바. 확인 및 검증공정이 공급사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사. 공정의 최종결과를 검토한다.

사용된 소프트웨어 도구와 프로그래밍 요건 및 방법의 속성에 따라 표본감사에는 

다른 항목들이 있을 수 있다. 심사자는 왜 특정 방식으로 수행되었는지 질문하고, 

그 답변을 평가하면서 경험과 판단을 활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오류가 발견되면, 확인 및 검증팀이 그 오류들을 확인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절

한 확인 및 검증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요건, 코드 및 시험이 오류를 발견

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인되고 검증되었다면 심각한 품질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체계적인 문제인지 또는 분리된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요

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일부 존재할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의 

적합성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련 적용에 사용하기 위한 고품질의 소프트

웨어를 제공하는 것이 불충분할 수 있다. 심사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

는 신청자의 요구를 거부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관리자와 이 문제들을 논의하여

야 한다.



부록7-13 개정 4 - 2014. 12- 60 -

성공적인 표본감사는 심사자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생명주기에 사용되는 다양한 

계획 및 절차, 이러한 계획 및 절차가 근거로 삼고 있는 다양한 규제기관의 요건, 

NUREGs, RG, 산업기술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지식

은 표본감사중에 검토된 방법론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하다. 표본감사는 심사

자에게 개발공정에 대한 문서화된 계획서가 아닌 실질적인 개발공정을 점검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

3.2.3  소프트웨어 형상관리활동에 대한 허용기준

 IEEE Std. 1042를 승인한 RG 1.169,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디지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형상관리계획”은 명시된 특정 조항들에 따라 소프트웨

어 형상관리를 수행하는데 허용가능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이행에 대한 허용기준은 동 계획(SCMP) 내의 업무가 완전하

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는데 있다. 따라서 해당 활동그룹에 대한 형상관리 업무가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가 존재해야 한다. 특히, 이들 문서는 

형상항목이 적절히 파악되었고, 활동그룹에 대한 형상근거가 수립되었으며 적절한 

변경관리 절차가 생성물 기준(선)의 변경을 위해 이용되었고, 각 활동 과정에서 생

산/변경된 형상항목에 대해 형상감사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한다.

각 형상항목은 형상관리 계획(SCMP)에 정의된 형상항목의 통제와 참조를 위한 기

준선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모호하지 않게 식별하여야 한다. 차후의 개발을 위한 기

준을 정의하고 형상항목 통제를 가능하게 하며, 형상항목 간 추적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형상기준선은 각 생명주기 활동그룹마다 수립되어야 한다. 각 활동그룹

이 완료되기 전에 형상기준선이 수립되어야 한다.  형상기준선이 일단 수립되면 

변경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기 수립된 기준선으로부터 새로운 기준선이 도출될 

때마다 변경통제 활동이 뒤따라야 한다. 하나의 형상 기준선은 이 기준선을 도출

시킨 형상기준선, 이 형상기준선과 관련된 설계결과물 또는 활동 등으로 추적 가

능해야 한다.

형상통제 활동들은 형상기준선에 대한 변경을 관리하고 문서화하기 위해 사용되어

야 한다. 형상기준선에 대한 모든 변경을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형상통제위

원회(Configuration Control Board : CCB)가 존재해야 한다. 일관성이 없거나 부적

격한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설명하는 문제점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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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구하는 문제점보고서는 변경관리 활동을 유발 시켜야 한다. 변경관리는 부주

의한 변경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서 형상 항목 및 근거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

다. 형상항목 변경은 그 형상식별에 대한 변경을 야기시킨다.  이것은 개정 번호와 

변경날짜를 추가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변경관리 하에 있는 형상 항목 및 기

준선의 변경은 기록, 승인, 추적되어야 한다. 변경이 문제보고서에 기인한다면 문

제점보고서와 변경 사이의 추적성이 존재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변경은 원점까지 

추적되어야 하고 변경에 의해 영향 받은 소프트웨어 공정은 변경시점부터 회복시

점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제안된 변경은 계통 안전성에 대한 영향을 형상통제위원

회로부터 검토 받아야 한다.

각 생명주기 활동의 완료 전에 해당 활동에 대한 상태감시가 있어야 하며, 상태감

시는 형상항목, 기준선, 문제점보고서 상태, 변경 이력, 배포상태 등을 포함해서 문

서화되어야 한다.

형상관리 조직은 형상관리 절차가 생명주기공정 이행 과정에서 적절히 수행되었음

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명주기 활동들을 감사해야 한다.

3.2.4 시험 활동에 대한 허용기준

RG 1.152는 컴퓨터 계통의 품질보증 시험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허용 가능한 방법

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를 참조하고 있다.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

의 5.4.1절 참조)

RG 1.16의 7.2장 및 7.4장은 시험 활동과 관련된 지침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RG 1.170은 시험관련 문서화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허용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하

고 있으며, 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IEEE Std. 829를 참조하고 있다.

RG 1.171은 소프트웨어 단위시험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허용 가능한 방법들을 제

시하고 있으며, 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IEEE Std. 1008을 참조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시험은 시험가능한 최소단위에 대한 시험으로부터 최소시험단위 통합

을 통한 상위 시험단위에 대한 시험의 순서로 수행된다. 이러한 시험절차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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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계통시험수준까지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험단위, 모듈 

및 계통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합계통시험 이전의 모

든 시험은 RG 1.171의 적용을 받는다.

아래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절차의 특성들은 시험 활동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시험에 대한 완전성 : 오류 회복을 포함한 모든 운전모드에서 요구되는 모든 기능

에 대하여 시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시험에 대한 일관성 : 시험이 안전계통 요구사항, 안전계통 설계, SRS, SDS 및 운

전조건에서 안전계통의 모든 특성에 대해 일관성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전체적

으로 일관된 명칭, 기호 및 정의가 사용되어야 한다.

시험에 대한 추적성 :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SRS, SDS 및 시험문서 사이의 추

적성이 존재해야 함을 의미한다.

3.3 소프트웨어 생명주기공정 설계결과물에 대한 허용기준

본 절은 소프트웨어가 안전계통 소프트웨어에 중요한 각 특성들을 갖추고 있는지

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들을 기술한다.  이 기준들은 먼저 생명주기 활동

그룹별로 구성되어 있고, 이후에는 설계결과물별, 그리고 특성별로 구성된다.

이 절에서 기술된 설계결과물의 작성방법에는 정형적 방법과 또는 준-정형적 방법

이 있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0-1의 III.3절에는 그러한 방법의 장점과 그 방법으

로 작성된 설계결과물의 검토 주안점을 기술하고 있다.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이 기능 특성과 개발공정 특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모든 

특성들이 각 설계결과물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기능 특성 : 정확도, 기능성, 신뢰성, 강인성, 안전성, 보안, 타이밍

개발공정 특성 : 완전성, 일관성, 정확성, 스타일, 추적성, 명확성, 확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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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특성

특정 계통수준의 기능적인 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

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고시“ 및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

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고시“에 따라 요구되며, 이러한 

기준들은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정확도 : 이러한 정확도 값은 설정치 결정을 위한 계산에 사용되어야 한다.

기능성 : 계통의 기능성은 발전소의 요구사항과 동등해야 한다. 기능 요구사항 만

족 여부 평가를 위해서는 전체 계통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조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뢰성 : 디지털계통의 소프트웨어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소프트웨

어 신뢰도 예측방법에 대한 의견이 일치된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 

값을 인정하는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강인성 : 소프트웨어 계통의 강인성은 시험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강인성 시험

은 입력오류 또는 환경적 스트레스와 같은 강인성 특성들을 정확히 시험할 수 있

는지 분석되어야 한다.

안전성 : 디지털 계통의 안전성은 설계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설계 결과물로 

명확하게 문서화되어야 한다. 

보안 : 디지털 계통의 보안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악성코드(malicious code)

의 유입 또는 숨겨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RG 1.152는 보안에 대한 지침을 기술

하고 있다.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7.1-4, 9장에 기술되어 있다.

타이밍 : 결정론적 특성 확인을 위하여 계통수준의 타이밍을 분석해야 한다.

개발공정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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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성 : 이 특성은 정의하기 어려우며 점검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심사자의 경험 

및 검토의 완벽성에 크게 의존한다. 모든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하드웨어, 소프

트웨어, 소프트웨어 코드, 시험, 확인 및 검증절차 등을 기술한 요구사항 준수 매

트릭스가 중요하다. 심사자는 신청자/인허가대상자가 완전성 검토를 위해 사용한 

방법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일관성 : 각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성품에 대한 확인 및 구성품의 입/출력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정도에 따라 일관성 여부를 결정한다. 구매제품의 상용등급인정은 

해당 제품의 설계절차에 대한 통찰력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전체 계획은 계획들 

사이의 상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각각의 계획은 내부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확성 : 정확성 측면에서 종종 간과되는 요소는 단순성이다. 계통 및 소프트웨어

는 해당 기능 수행에 있어 요구되는 복잡성 이내의 수준으로 계통 및 소프트웨어

의 단순성을 유지해야 한다. 설계자는 설계편이성을 위한 불필요한 기능(또는 코

드) 또는 사용되지 않는 기능(또는 코드)을 안전관련 소프트웨어에 포함시킬 수 없

다. 계통 및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그리고 최종 코드는 오직 안전기능 수행을 위한 

기능 및 시험을 위한 기능만을 포함해야 한다. 

스타일 : 계획 문서의 스타일은 관련 문서에 대한 요구사항(IEEE 표준 및 신청자/

인허가대상자의 요구사항 포함)에 따라 결정된다. 설계결과문서 스타일은 계획문서

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내에서 문서 스타일의 일관성 및 가독성

은 중요하다. 프로그래밍 스타일은 해당 코드에 대한 코딩 표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코딩 표준은 가독성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최종 코드산출물은 이러한 

코딩 표준을 만족해야 한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언어에 대한 요구사항 및 예시는 

NUREC/CR-6463에 기술되어 있다.

추적성 : 요구사항 추적성 매트릭스는 상위 요구사항에 대한 하위 요구사항으로의 

분해를 표현하고,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설계기술, 실제 코드 그리고 

시험 요구사항과 시스템 요구사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요구사항 추적

성 매트릭스는 복잡한 계통의 생산에 있어 계통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 시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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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여부를 확인하는데 중요하다. 

명확성 : 명확성은 검토하기 어려운 특정 중 하나이다. 소프트웨어 분야와 원자력 

분야는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분야 전문

가는 명확하게 같은 문장에 대해 서로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심사자의 경

험이 매우 중요하며, 다의적 특성을 갖는 요소 또는 문장에 대해 제작사 및 신청

자/인허가대상자는 서로 같은 의미로 이해하도록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심사자에

게 명확하지 않은 요소가 있다면, 이러한 요소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해하기 어

려운 경향이 있다. 

확인성 : 검증기준 수립 및 검증기준 만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분석/검토/시험의 수

행함에 있어, 소프트웨어 계획 문서, 구현단계 문서 또는 설계결과물의 생산되거나 

제공된 수준. 검증 가능한 구문의 적절한 예는 표준에 대한 일치성과 관련된 구문

이다. 그 이유는 표준에 기술된 요구사항들이 검증 가능할 경우, 그 표준에 기술된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해 일치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구

사항의 의도와 일치하다’ 등과 같은 구문은 관련 요구사항, 허가사항 및 권고사

항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검증 불가능하다.

3.3.1 요건분석 활동 -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SRS)

RG 1.172는 안전계통 소프트웨어에 대한 SRS 작성과 관련된 허용 가능한 접근방식

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IEEE Std. 830 참조하고 있다. 

NUREG/CR-6101 3.2.1절 및 4.2.1절은 이와 관련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에 나열된 기능 특성들과 개발공정 특성들을 갖는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3.3.1.1 SRS의 기능 특성

각 기능 특성들에 대해서, 그 특성에 맞게 계통요건 및 계통설계서에 의해 소프트

웨어에 부과된 요건들이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에서 다루어질 기능 특성들은 정확도, 기능성, 신뢰성, 강인성,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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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타이밍 등이 있다.

정확도 : 각 입력 및 출력 변수에 대해서 정확도 요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정확도 

요건은 수치적으로 서술되어야 하고, 적절한 물리단위와 오차 한계가 주어져야 한

다.  정확도 요건은 각 입력과 출력 변수에 대한 데이터 형태와 데이터 크기에 대

한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

기능성 : 각 운전모드에서 수행되어야 할 동작 사항들이 완전하게 명시되어야 한

다.  기능에 대한 서술은 해당 기능의 입력, 기능에 의해 실행되는 변환, 기능에 

의해서 발생되는 출력 등을 포함해야 한다.

신뢰도 : 결함허용(Fault-Tolerance)과 고장 모드들에 대한 모든 요건들이 각 운전

모드에 대해서 명백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고장을 처

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요건이 컴퓨터시스템의 고장분석과 고장으로부터의 복구

에 관한 요건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온라인 가동중 시험과 진단기능에 대한 

요건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강인성 : 예상치 못하고, 부정확하며, 애매하고, 그리고 부적당한 (1) 입력, (2) 하드

웨어 거동, 혹은 (3) 소프트웨어 거동이 있을 때 나타나는 소프트웨어의 거동이 완

전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메시지 전달속도가 예상보다 높거나 낮을 때의 소

프트웨어 거동은 주요 관심사항이다. 

안전성 : 소프트웨어 기능, 운전 절차, 입/출력 등이 안전성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

되어야 한다.  안전성에 중요한 요건들이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와 동일하게 명시

되어야 한다.  안전성 항목들은 RG 1.152에 기술된 바와 같은 비정상 조건과 사건

들뿐만 아니라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요건들을 포함해야 한다. 

보안 : 컴퓨터시스템에 미치는 보안 위협 사항들이 확인되고 심각성과 발생 가능

성에 따라 분류/명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보안 위협 사항들을 감지, 예방, 또는 완

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가 취해야 할 조치 사항들이 접근 통제를 포함해서 지정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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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 : 정해진 타이밍 제약조건 내에서 동작해야 하는 기능들이 확인되어야 하

며, 각 기능에 대한 타이밍 기준이 지정되어야 한다.  타이밍 기준은 각 운전모드

에 대해서 지정되어야 한다.  타이밍 요건은 목표값과 요구값을 구별해야 한다.  

타이밍 요건은 안전성 동작에 대한 입력과 출력간의 시 지연이 정상 및 예상된 고

장 조건들 하에서 결정론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부록 7-17은 실시간 성능에 관

한 추가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3.3.1.2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특성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가 갖추어야 할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특성에는 완전성, 일

관성, 정확성, 스타일, 추적성, 명확성, 확인성 등이 있다.

완전성 : 컴퓨터시스템의 모든 운전모드와 모든 입력 변수들의 가능한 값(예, 계기 

입력 또는 시간/날짜1)의 전 범위)에 대해 컴퓨터시스템이 요구하는 모든 작업들을 

완전하게 기술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는 소프트웨어의 실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동작들도 기술해야 한다. 소프트웨어가 동작하게 될 운전환경이 기술되어

야 한다. 소프트웨어가 감시 및 제어해야 할 물리적 환경의 모든 변수들이 완전하

게 명시되어야 한다. 기능 요건들은 (1) 각 기능의 개시 방법, (2) 그 기능에서 요

구된 입력과 출력, (3)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업무순서, 동작, 사건, 

(4) 기능 종료에서의 종결조건 및 시스템 상태 등을 기술해야 한다. 사용자의 각 

범주에 대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완전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일관성 :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의 내용들이 안전계통 요건, 안전계통 설계, 그리

고 안전계통 소프트웨어가 동작하게 될 운전환경의 문서화된 내용과 이미 알려진 

특성들과 일치해야 한다.  각 개별 요건들이 다른 요건들과 상반되지 않아야 한다.  

타이밍 요건은 계통 안전분석에서 수행된 열수력 분석과 일치해야 한다.  균일하

고 일관된 용어, 기호법, 그리고 정의가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 전반에 걸쳐서 사

용되어야 한다.

1) 안전기능의 이행은 날짜(Calendar Time)와 관련이 없다.  날짜와 관련된 조치들은 Year-2000(Two-Digit 

00)과 같은 관심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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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 : 컴퓨터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동작들을 기술할 때에 결함이 없어야 하고 

다른 어떤 요건들이 서술되어서는 안된다.  소프트웨어가 동작하게 될 운전환경이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가 감시 및 제어해야 할 물리적 환경의 모

든 변수들이 적절히 지정되어야 한다.  기능 요건들은 (1) 각 기능의 개시방법, (2) 

그 기능에서 요구된 입력/출력, (3)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업무 순서, 

동작, 사건, (4) 기능 종결시의 종결조건과 시스템 상태 등을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스타일 :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의 내용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는 소프트웨어에 부과된 요건들과 설계 제약사항, 하드웨어 

플랫폼, 그리고 코딩 표준과 같은 다른 보충 자료들을 구별해야 한다.  각 기술적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 또는 별도의 사전 또는 용어집 

등 어디에는 있어야 한다.  각 요건은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의 한 부분에다 독특

하고 완전하게 정의해 놓아야 한다.

추적성 :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의 각 요건과 안전계통의 요건 및 설계간의 양방

향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의 각 요건에서부터 그 요건이 

만족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특정한 시험, 분석 또는 시험에 이르기까지의 순방향 

추적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의 요건과 소프트웨어 설계간의 양방향 추

적이 가능해야 한다.

명확성 : 각 요건과 통합된 모든 요건들이 한가지의 해석만을 갖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확인성 : 각 요건이 만족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특정한 분석, 검토, 또는 시험

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3.1.3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 검토지침

소프트웨어 오류의 주요한 요소는 요구사항의 오류 또는 요구사항의 의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기인한다. 요구사항은 심사자에 의해 세심하게 검토되어야 하

며, 위에 기술된 기능 특성들이 각각의 요구사항에 적절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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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면, 소프트웨어 개발팀에게도 해당 요구사항은 명

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에서 언급된 표본감사를 사용할 수 있다. 특

징감사 중 심사자는 각 요구사항의 추적을 통하여 요구사항의 완전성 및 계통수준

의 안전성 요구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의 일관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요구사항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명확해야 한다. 각 요구사항은 계통 안전성 요구사항들에 

대하여 추적 가능해야 하며,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를 수행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소프트웨어 활동 진행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를 통

해 현재 어떤 요구사항이 시험 중에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3.3.2 설계활동 - 소프트웨어 구조설명서(SAD)

NUREG/CR-6101, 3.3.1절 및 4.3.1절은 소프트웨어 구조설명서와 관련된 지침을 제

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구조설명서가 작성되거나 소프트웨어 구조에 대한 기술이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 또는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에 포함 되어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에 나

열된 모든 기능 및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특성들을 포함해야 한다.

3.3.2.1 기능 특성

각 기능 특성들에 대해서, 그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에 부과된 요건들이 소프트

웨어 구조에서 만족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구조 검토는 하드웨어 구조 검토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소프트웨어 구조설명서에서 다루어질 기능 특성들은 

신뢰성, 안전성, 보안, 타이밍 등이 있다.

신뢰성 : 통합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조에서 각 개별 소프트웨어 구조요소의 

고장이 안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구조에서는 오류 검출시에 

취해야 할 동작들을 파악해야 한다. 동 구조에서 오류의 파급을 잘 구성된 모듈 

설계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조를 검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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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 소프트웨어 구조가 안전계통에 새로운 위험요소들을 부가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안전성 기능들은 잘 정의되고 엄격히 통제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정상

운전 기능 및 경상적인(overhead) 기능들과 분리되어야 한다.  모든 가동 중 보수

설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동 구조가 단일고장, 채널 분리, 1E 등급과 Non-1E 등급 

계통간의 분리 등과 같은 여타 기준들을 위반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 구조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 검토에서는 구조 배치의 결과로서 안

전계통에 새로운 위험 요소들이 도입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보안 : 소프트웨어 구조가 확인된 보안 위협 요소들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새로운 

보안 위협 요소들을 생성하지 않아야 한다.  RG 1.152, Rev 2, C2.3장은 설계 단계

에서의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타이밍 :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내용이 모든 타이밍 제한사항, 각 기능을 처리하기 

위한 전략, 요구 여유도, 그러한 여유도를 측정하는 방법 등을 기술해야 한다. 각 

구조 요소에 대한 타이밍 사양, 즉 최대/최소 실행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스케쥴

링 메커니즘과 공정간 통신방법이 기술되어야 한다.  그 구조는 작동이 정확한 순

서에 따라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7은 실시간 성능에 대한 

추가지침을 제시하며, 안전심사지침 7.9절은 디지털 데이터 통신시스템에 관한 추

가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3.3.2.2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특성

소프트웨어 구조설명서가 갖추어야 할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특성들은 완전성, 일

관성, 스타일, 추적성, 확인성 등이 있다.

완전성 : 모든 소프트웨어 요건들이 동 구조에서 만족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구

조설명서(SAD)는 초기화, 운전, 정지, 보수, 시험 등의 모드들을 포함하여 소프트웨

어 요건명세서에 정해진 모든 동작 모드들을 다루어야 한다.

일관성 : 각 소프트웨어 구조요소가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 하드웨어 구조, 운전 

및 하드웨어 환경에 대한 문서화된 내용과 이미 알려진 특성, 기타 소프트웨어 구

조요소 등에 적합해야 한다.  각 소프트웨어 구조요소의 타이밍 사양은 그것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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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하는 다른 구조요소의 사양과 계통 전체의 예상된 성능과 일치해야 한다.  

균일하고 일관된 용어, 기호법, 정의 등이 사용되어야 한다.

스타일 : 소프트웨어 구조설명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그 구조내

용은 개발자의 스타일 지침을 따라야 한다.  구조명세서는 구조 결정에 대한 합당

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추적성 :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의 각 요건과 소프트웨어의 구조요소들 간의 양방

향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구조요소와 상세 설계요소들 간의 양방향 추적이 가능

해야 한다.  각 구조요소에서부터 그 요소가 정확하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한 특정한 시험, 분석 또는 시험에 이르기까지 순방향 추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확인성 : 소프트웨어 구조는 소프트웨어 요건들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한 특정한 분석, 검토, 시험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3.2.3 소프트웨어 구조설명서 검토지침

심사자는 소프트웨어 구조를 참조하여 소프트웨어의 동작, 데이터의 흐름 및 소프

트웨어의 결정론적 특성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구조는 심사

자가 소프트웨어의 동작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3.3.3 설계활동 -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SDS)

NUREG/CR-6101, 3.3.2절 및 4.3.2절은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와 관련된 지침을 제

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는 아래에 나열된 모든 기능특성 및 개발공정 특성들을 포

함해야 한다.

3.3.3.1 기능 특성

각 기능 특성들에 대해서, 그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에 부과된 요건들이 소프트

웨어 설계에서 충족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에서 다루어질 제품의 기

능 특성들은 정확도, 신뢰성, 강인성, 안전성, 보안, 타이밍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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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모든 계산이 그 계산에 대한 정확도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야 한다.  특히, 부동점 산술은 피해야 하며, 만일 불가피하다면 계산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설계에서는 입력 변수의 값들이 적절한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 소프트웨어가 적절한 범위 내에 있지 않

은 입력 변수들의 값을 검출해 낼 방법, 그리고 후자의 경우 취해져야 할 동작들

을 지정해야 한다.  모든 계산은 수렴, 반올림 오차, 정 도, 정확도 등에 대해 적

절히 분석되어야 한다.

신뢰성 : 상세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각 개별 구조요소들의 단일 고장이 안전계통

의 고장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강인성 : 부정확하고, 애매하고, 부적당하며, 예상치 않은 (1) 입력, (2) 하드웨어 거

동, 혹은 (3) 소프트웨어 거동이 발생했을 때에도 소프트웨어가 정확하게 동작하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그러한 상황에서도 소프트웨어는 고장나지 않아야 하며, 

부정확한 출력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비록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기기에 실제

로 나타나는 입력변수의 값들에 대해 감지기의 오류, 통신선의 잡음, 기타 오류요

인 등을 감안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안전성 : 상세 설계에서 새로운 안전성 위험요소가 안전계통에 도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안 : 승인 안된 변경이 검출 및 차단되거나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 RG 1.152, 

Rev 2, C2.3장은 설계 단계에서의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타이밍 : 입력과 응답간의 시 지연이 결정론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부록 7-17은 

실시간 성능에 관한 추가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3.3.3.2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의 공정 특성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는 다음과 같은 각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특성, 즉 완전성, 

일관성, 정확성, 스타일, 추적성, 명확성, 확인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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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성 : 상세 설계에서는 각 입력변수의 전체구간(예, 계기 입력 또는 시간/날짜

의 전 범위)에서 각 소프트웨어 단위의 동작들을 지정함을 의미한다.  설계는 구현

이 가능할 만큼 완벽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에서 예상된 모든 상황에서

의 동작들이 지정되어야 한다. 장비, 인력,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터페이

스들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방정식, 알고리즘, 제어논리 등이 정

확하고 완전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일관성 : 상세 설계가 구조 설계와 일치하고, 그리고 상세한 설계 요소들이 상호간

에 일관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설계 요소들은 소프트웨어가 실행하게 될 운전환

경의 문서화된 내용과 이미 알려진 특성들에 적합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설계에

서 정해진 입력과 출력 사양은 하드웨어 또는 기성 소프트웨어 제품들에 의해 부

과된 인터페이스 요건들과도 일치해야 한다.  각 상세 설계요소의 타이밍 사양은 

관련 구조 요소의 타이밍 사양과 일치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정해진 모

델, 알고리즘, 수치 기법 등은 적용 가능한 표준 참고문헌과 일치해야 한다.  획일

적이고 일관된 용어, 기호법, 그리고 정의가 사용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설계에

서 정해진 모델, 알고리즘, 그리고 수치 기법들은 수학적으로 상호 호환적이어야 

한다.

정확성 : 모든 방정식, 알고리즘, 그리고 제어논리가 예상 가능한 잠재성 오류들에 

대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모든 방정식과 알고리즘은 코딩이 될 만큼 충분히 상세

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데이터 구조설계는 코드 요소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초기

화하고, 정확하게 저장된 데이터로 접근하며, 그리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것

임을 보장해야 한다. 상세 설계는 데이터 항목이 초기화되기 전에 사용될 수 없고, 

데이터 값이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변하지 않으며, 그 값이 예상치 않은 설계요소

에 의해서 변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한다.

스타일 : 상세 설계문서의 기술내용이 개발자의 스타일 지침을 따라야 한다.  상세 

설계의 각 요소가 지정되어야 한다.  상세 설계문서는 설계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수록해야 한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표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상세 설계문서에서

는 정당성이 없이는 사용되지 않을 언어 특성들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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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성 : 상세 설계의 요소들과 구조요소들 간에 양방향 추적이 가능해야 하는 것

을 의미한다. 상세한 설계 요소들과 코드 요소들 간에도 양방향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각 상세한 설계요소에서부터 그 요소가 정확하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특정한 시험, 분석 또는 시험에 이르기까지 순방향 추적을 할 수 있어야 한

다.

확인성 : 소프트웨어 설계가 소프트웨어 구조를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특정한 분석, 검토, 또는 시험이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3.3.3.3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 심사 지침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는 주로 소프트웨어 코드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들을 정확

히 반영하였는가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어진다. 표본감사는 여러 개의 요구사항

들을 점검하고 최종 코드에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는 심사자가 이해할 수 있고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다고 결

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독성을 가져야 한다.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의 

확인 및 검증 보고서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심사자는 확인 및 검증 팀에서 

발견하지 못했거나 문서화되지 않았던 어떤 문제점도 발견할 수 없어야 한다. 만

일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가 확인 및 검증 노력의 완료 후에 검토된다면, 심사자

는 오류를 발견할 수 없어야 한다.

3.3.4 구현활동 - 코드 목록

NUREG/CR-6463, Revision 1, "Review Guidelines for Software Languages for Use 

in Nuclear Power Plant Safety Systems,"은 관련 지침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구현 결과물(코드)이 생성되어야 한다. 그 코드는 아래에 나열된 모든 

기능 특성과 공정 특성들을 포함해야 한다.

3.3.4.1 기능 특성

각 기능 특성들에 대해서 그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에 부과된 요건들이 코드에서 

충족되어야 한다. 코드 관련 서류가 갖춰야 할 기능특성은 정확도, 강인성, 안전성, 

타이밍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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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정확도 요건과 정확도 설계사양이 만족되도록 실제 원시코드가 작성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부동점 산술, 반올림 오차, 그리고 수치 계산 시의 정 도 

유지 등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수학적 서브루틴 라이브러리가 

사용된다면 그러한 서브루틴들의 정확도 특성들이 알려지고 문서화되어야 하며, 

이들이 정확도 요건과 정확도 설계사양을 만족함을 입증해야 한다.

강인성 : 시스템이 손상된 데이터가 있더라도 안전계통을 고장나지 않도록 코드화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데이터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확한 데이터

가 읽혀지고 그 데이터가 정확한 형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입력데이터가 점

검되어야 한다.  정확한 메시지가 읽혀지고 그 메시지가 정확한 형태인지를 확인

하기 위해 모든 메시지들이 점검되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어떤 기준이 위반되면 

적절한 시정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안전성 : 소프트웨어 코드가 새로운 안전성 위험요소를 안전계통에 도입하지 않도

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보안 : 코드가 새로운 보안 위협요소를 안전계통의 소프트웨어에 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타이밍 : 실행시간이 결정적으로 기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부록 7-17은 실시간 

성능에 관한 추가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3.3.4.2 코드목록의 공정 특성

코드문서에 언급되어야 할 할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특성에는 완전성, 일관성, 정확

성, 스타일, 추적성, 확인성 등이 있다.

완전성 : 코드는 모든 설계명세서와 모든 구현 제약 사항들을 만족하여야 함을 의

미한다. 소프트웨어 구현은 하드웨어 환경과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일관성 : 모든 변수명, 형태, 위치, 배열 크기 등이 소프트웨어 단위들마다 일관성 

있게 정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코드는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에 기술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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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학적 모델, 알고리즘, 그리고 수치 기법들을 따르는 수학방정식을 사용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단위들 간을 통과하는 모든 변수들은 수치, 형태, 구조, 물리적 

단위, 방향 등의 관점에서 일치되어야 한다.  최소 및 최대 실행시간들은 예상된 

전체성능과 일치해야 한다.

정확성 : 코드가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에서 모든 요구사항들을 구현하고 요구되

지 않은 특징이나 기능들이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스타일 : 설계문서에서 정해진 프로그래밍 스타일의 제약사항들이 준수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NUREG/CR-6463은 피해야 할 코딩 관례들에 관한 지침들을 제시하

고 있다. 특히, 데이터 구조들은 그것들이 동시에 변경될 수 없도록 보호되어야 한

다. 배열은 사전에 정해진 고정 크기이어야 한다. 전역 변수(Global Variable)들의 

사용은 자제해야 하며, 동적 메모리할당(Dynamic Memory Allocation)은 사용되어서

는 안 된다.

추적성 : 상세 설계요소들과 코드요소들 간의 양방향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을 의미한다. 공장에서 제작하고 시험할 때 설계요소에 포함된 코드요소와, 동일 

코드요소에 포함된 특정한 소프트웨어 하부시스템 또는 시스템 간에도 양방향 추

적이 가능해야 한다. 그 설계요소가 정확하게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상세한 설계요소에서부터 사용되어질 특정한 시험, 분석 또는 시험에 이르기까지 

순방향 추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확인성 : 코드가 상세 설계를 정확하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특정한 

분석, 검토, 또는 시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3.3.4.3 코드목록에 대한 심사 지침

위 사항과 더불어 코드목록은 충분한 설명들과 코드 개발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하

는 주석들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것은 심사자가 코드를 이해하고 코드를 따라갈 

수 있게 해주지만 코드의 미래의 수정도 용이하게 해준다. 문서화되지 않은 코드

는 원전의 안전-관련 계통에서 사용되어질 수 없다. 자격을 갖춘 소프트웨어 엔지

니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문서화 되어야 한다. 만일 심사자가 특정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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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용된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없다면, 심사자는 다른 직원 

또는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 독립적인 계약 직원의 도움을 요구할 수도 있다.

3.3.5 통합활동 - 시스템 통합문서

NUREG/CR-6101, Section 3.5.1 "System Build Documents,"와 Section 4.5.1, 

"System Build Documents,"는 관련 지침을 포함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시스템 통합문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그 통합문서는 아래에 

나열된 모든 기능 특성 및 개발공정 특성들을 포함해야 한다.

3.3.5.1 시스템 통합문서의 기능 특성

각 기능 특성들에 대해서 그 특성에 맞게 통합문서에 부과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통합문서에서 다루어질 기능 특성에는 강인성, 안전성, 보안 등이 있다.

강인성 : 소프트웨어 통합문서는 부정확하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발행본을 찾아

내기 위한 방법들을 명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통합문서는 소프트웨어 

통합활동 과정에서 밝혀진 모든 오류와 이상상태들을 명시해야 한다.

안전성 : 소프트웨어 통합활동이 새로운 안전성 위험요소를 안전계통에 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보안 : 소프트웨어 통합활동이 새로운 보안 위협요소를 안전계통의 소프트웨어에 

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3.3.5.2 시스템 통합문서의 공정 특성

시스템 통합문서가 다음과 같은 각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특성, 즉 완전성, 일관성, 

정확성, 스타일, 추적성, 확인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완전성 : 모든 통합공정이 완전하게 명시되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통합문서는 그 통합의 일부인 코드와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요구된 소프트웨어 단

위들을 포함해야 한다.



부록7-13 개정 4 - 2014. 12- 78 -

일관성 : 소프트웨어 통합문서가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 소프트에어 설계명세서, 

소프트웨어 코드 등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사양과 일관성을 유지해

야 함을 의미한다. 일관되고 획일적인 용어, 기호법, 그리고 정의들이 소프트웨어 

통합문서의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어야 한다.

정확성 : 소프트웨어 통합문서는 요구된 모든 소프트웨어 요소들과 요구된 모든 

소프트웨어 문서들의 정확한 버전들을 명시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라

이브러리의 적절한 단위들을 포함해서 정확한 요소들이 통합활동에서 실제로 사용

되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스타일 : 소프트웨어 통합문서는 개발자에 의해 부과된 적용 표준들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통합문서에 사용된 각 기술적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동 문서, 

또는 별도의 사전/용어집에 포함되어야 한다.

추적성 : 통합체(소프트웨어 하부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각 요소는 그 

통합체에 들어있는 코드 요소들까지의 역방향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을 의미

한다. 또한 통합체의 각 요소를 소프트웨어 현장통합에까지의 순방향 추적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확인성 : 제품의 기능 요건들에 대해서 각 통합된 소프트웨어를 검토 또는 시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시스템 통합문서는 부정확하게 만들어진 소프트웨

어 발행본을 찾아내는 방법들을 지정해야 한다.  그 통합문서는 소프트웨어 작성

활동 과정에서 밝혀진 모든 오류와 이상상태들을 명시해야 한다.

3.3.5.3 시스템 통합문서의 심사 지침

시스템 통합문서는 실제로 인도되고 안전 계통에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확인 및 검

증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시험되어진 소프트웨어임을 확인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의 소프트웨어 보수는 수정해야 할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알고 있는 보수자에 

의존해야 한다. 심사자는 통합 문서에 열거된 소프트웨어가 버전, 개정번호 및 날

짜를 식별하는 지를 보증하기 위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심사자는 이것이 시험 되

어진 버전 및 개정번호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 정보는 모두 형상 관리 그룹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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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입수될 수 있어야 한다.

3.3.6. 설치활동 - 설치 구성표(Installation Configuration Table)

설치 구성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소프트웨어가 운전중인 안전계통에서 정

확하게 구성될 것임을 보증하기 위해 아래에 나열된 모든 기능 특성들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아래에 나열된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특성들은 설치 구성표 자체로서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

3.3.6.1 설치 구성표의 기능 특성

각 기능 특성들에 대해서, 그 특성에 맞게 구성표에 부과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구성표에서 다루어질 기능 특성에는 기능성, 안전성, 보안 등이 있다.

기능성 : 설치구성표는 설치된 계통이 필요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안전성 : 설치구성표는 새로운 위험요소가 안전계통에 도입되지 않도록 구성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보안 : 설치구성표는 새로운 보안 위협요소가 설치된 계통에 도입되지 않도록 구

성되어야 하며, 동 설치구성표가 무단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3.6.2  설치 구성표의 공정 특성

설치구성표가 다음과 같은 각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특성 즉, 완전성, 일관성, 정확

성, 추적성, 확인성 등을 보여야 한다.

완전성 : 소프트웨어 설치구성표는 시스템의 정확한 동작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포함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일관성 : 설치구성표가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 소프트웨어 설계설명서, 소프트웨

어 코드, 소프트웨어 통합문서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명세서와 일관

성을 유지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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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 : 소프트웨어 설치구성표가 모든 발전소 고유 데이터를 포함하여야 한다.

추적성 : 각 설치된 프로그램 요소는 동 요소를 생산한 통합된 소프트웨어 요소들

까지의 역방향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확인성 : 소프트웨어의 최초 설치시와, 그 이후의 모든 후속 설치시, 그리고 운전

중 주기적으로 각 설치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분석, 검토, 또는 시험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3.3.6.3  설치 구성표의 검토 지침

소프트웨어가 가변 설정치들 또는 기타 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선택사항을 갖거나 

다양한 방법들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 소프트웨어는 특정 발전소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변경이 가능한 모든 소프트웨어 항목에 대해서 의도된 형상이 설치 구성표에 기록

되어야 하고 심사자는 이러한 형상 항목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표본 추출해야 

한다. 심사자는 확인 및 검증 팀이 이미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다양한 

항목들을 표본 추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심사자는 설치 구성표에 나타난 설정치

들이 설정치 계산에 의해 결정된 값들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형상 

항목들은 역으로 원 계통 명세서의 참조를 요구할 수 있다. 설치구성표는 사업자

나 신청자 둘다 형상 관리를 위해 중요한 항목이다

3.3.7  설치활동 - 운전매뉴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프트웨어 운전매뉴얼이 작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계통 운전매뉴얼에 통합될 수도 있다.  운전매뉴얼은 소프트웨어 자체에 관한 요

건들을 다루지는 않으므로, 본 부록의 다른 절에 기술된 기능 특성들이 직접적으

로 관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래에 나열된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특성들은 소

프트웨어 운전매뉴얼에서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

3.3.7.1  운전매뉴얼의 공정 특성

운전매뉴얼은 각각의 명시된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 특징인 완전성, 일치성,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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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추적성, 명확성을 나타낸다. 

완전성 : 운전원에게 가용한 모든 작동(오류 복구 및 백업 포함)들이 모든 운전모

드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운전원의 작동은 운전원 또는 장

비에 의해 제공된 입력, 운전에 의해 개시된 동작, 운전원에게 주어진 응답 등과 

같은 용어들로 명시되어야 한다.  각 기능의 목적과 동작이 다른 기능들과의 인터

페이스를 포함해서 기술되어야 한다.  운전매뉴얼에는 사람과 발전소에 미칠 위험

요소를 막기 위해 운전중에 관찰되어야 할 주의 및 제한사항을 포함해서 소프트웨

어가 동작하게 될 운전환경이 기술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가 감시 및 제어해야 

할 물리적 환경의 모든 변수들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사용자의 각 범주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일관성 : 운전매뉴얼이 계통 운전, 안전계통 요건, 안전계통 설계, 소프트웨어 요건

명세서,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 그리고 안전계통이 동작하게 될 물리적 환경의 문

서화된 내용과 이미 알려진 특성 등과 일치해야 함을 의미한다.  각 개별 사용자

의 설명서가 다른 설명서들과 서로 상반되어서는 안된다. 획일적이고 일관된 용어, 

기호법, 그리고 정의가 운전매뉴얼의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어야 한다.

스타일 : 운전매뉴얼은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각 

기술적 용어의 정확한 정의가 운전매뉴얼, 또는 별도의 사전 또는 용어집 어디든 

있어야 한다.  운전매뉴얼은 그 사용자가 잘 훈련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참고매뉴

얼의 스타일과 동일하게 구성될 수도 있다.

추적성 :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 운전계획, 그리고 운전매뉴얼 간의 순방향 추적

이 가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운전 매뉴얼은 각 요건이 운전원에 의해 

어떻게 수행되는지 또는 운전원의 작동없이 안전계통이 각 요건을 어떻게 자동적

으로 수행하는지, 그리고 각 요건 수행의 결과가 운전원에게 어떻게 지시되는지 

등을 보여준다.  한편, 코드에서 생긴 모든 오류메시지에서부터 운전매뉴얼의 오류

메시지에 대한 설명에 이르기까지도 순방향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명확성 : 사용자 설명서의 내용은 사용자가 하나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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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3.7.2  시스템 통합문서의 심사지침

심사자는 매뉴얼의 검토 의도가 디지털 계통이 안전함을 보증하기 위함임을 기억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운전매뉴얼 중 주 관심사가 되는 부분은 이상 또는 긴급 조

건하에서 계통의 운전을 다루는 부분이다. 정상 운전을 다루는 매뉴얼의 일부는 

검토되어야 하지만 긴급 운전을 다루는 부분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요구하지는 않

는다.

3.3.8. 설치활동 - 소프트웨어 보수매뉴얼

NUREG/CR-6101, Section 3.7.4 "Maintenance Manuals,"은 관련 지침을 포함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프트웨어 보수매뉴얼이 작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계통 보수매뉴얼에 통합될 수도 있다.  보수매뉴얼은 소프트웨어 자체에 관한 요

건들을 다루지는 않으므로, 본 부록의 다른 절에 기술된 기능 특성들이 직접적으

로 관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래에 나열된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특성들은 소

프트웨어 보수매뉴얼이 갖추어야 한다.

3.3.8.1 소프트웨어 보수매뉴얼의 공정 특성

소프트웨어 보수매뉴얼은 각각의 지정된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 특징들인 완전성, 

스타일, 추적성을 나타낸다.

완전성 : 보수절차서가 완전하게 정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람과 발전소

에 미칠 위험요소를 피하기 위해 운전중에 관찰되어야 할 주의 및 제한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고장보고서가 현장 설치시부터 수집되어야 하며, 이 보고서들은 소

프트웨어가 변경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분석되어야 한다. 보수매뉴

얼은 형상관리절차를 정의하거나 형상관리 절차서를 참조하여야 한다. 동 절차 또

는 절차서는 (1) 변경사항이 정확하게 수행되었는지와 그 변경으로 인해서 소프트

웨어에 결함사항이 도입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2) 소프트웨어가 다시 정확하

게 서비스되는지를 보증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보수 절차서에는 현장 갱

신 절차를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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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 보수매뉴얼은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각 

기술적 용어의 정확한 정의가 운전매뉴얼, 또는 별도의 사전 또는 용어집 어디든 

있어야 한다.  보수매뉴얼은 그 사용자가 잘 훈련되었다는 가정 하에 참고매뉴얼

의 스타일과 동등하게 구성될 수도 있다.

3.3.8.2 소프트웨어 보수매뉴얼의 심사 지침

보수매뉴얼의 심사 전에 심사자는 보수를 신청자가 하는지 혹은 업체 직원이 수행

하는 지를 판단해야 한다. 대부분 신청자는 단지 고장난 회로 보드를 교체하거나 

그 보드의 수리를 위해 업체에 보내는 보수 행위를 수행한다. 이 경우에 신청자 

직원들이 사용하는 보수 매뉴얼들은 신청자가 보드 수준의 수리를 행할 때 요구되

는 만큼 상세한 내용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심사자의 판단에 의해 각각의 보수 

매뉴얼의 적절한 상세수준을 판단해야 한다.

3.3.9 설치활동 - 소프트웨어 훈련매뉴얼

NUREG/CR-6101, Section 3.7.3 "Training Manuals"은 관련 지침을 포함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프트웨어 훈련매뉴얼이 작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

은 하나의 계통 훈련매뉴얼에 통합될 수도 있다.  훈련매뉴얼은 소프트웨어 자체

에 관한 요건들을 다루지는 않으므로, 본 부록의 다른 절에 기술된 기능 특성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래에 나열된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특성

들은 소프트웨어 훈련매뉴얼에서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

3.3.9.1 소프트웨어 훈련매뉴얼의 공정 특성

소프트웨어 훈련매뉴얼은 각각의 명시된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 특성인 완전성, 일

치성, 스타일, 추적성을 나타낸다.

완전성 : 운전원에게 가용한 모든 작동(오류 복구와 백업 포함)들이 모든 운전모드

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운전원의 작동은 사용자 또는 장비

에 의해 제공된 입력, 운전에 의해 개시된 동작, 그리고 사용자에게 주어진 응답 

등과 같은 용어로 명시되어야 한다.  훈련매뉴얼에는 사람과 발전소에 미칠 위험

요소를 피하기 위해 운전중에 관찰되어야 할 주의 및 제한 사항을 포함해서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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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어가 동작하게 될 운전환경이 기술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가 감시 및 제어

해야 할 물리적 환경의 모든 변수들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

스가 사용자의 각 범주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일관성 : 훈련매뉴얼이 안전계통 요건, 안전계통 설계,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 소

프트웨어 설계명세서, 그리고 안전계통이 동작하게 될 물리적 환경의 문서화된 내

용과 알려진 특성 등과 일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각 개별 사용자의 설명서가 다

른 설명서들과 서로 상반되어서는 안된다. 획일적이고 일관된 용어, 기호법, 그리

고 정의가 훈련매뉴얼의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어야 한다.

스타일 : 훈련매뉴얼은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각 

기술적 용어의 정확한 정의가 운전매뉴얼, 또는 별도의 사전 또는 용어집 어디든 

있어야 한다.  운전매뉴얼은 사용자가 동 운전매뉴얼을 접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교육지침서의 스타일과 동등하게 구성될 수도 있다.

추적성 :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 훈련계획, 그리고 훈련매뉴얼 간의 순방향 추적

이 가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훈련매뉴얼은 각 요건이 사용자에 의해 어

떻게 수행되는지 또는 사용자의 작동 없이 안전계통이 각 요건을 수행하는지, 그

리고 각 요건 수행의 결과가 사용자에게 어떻게 지시되는지 등을 제시한다.

3.3.9.2 소프트웨어 훈련매뉴얼의 심사 지침

심사자는 훈련매뉴얼이 이해할 수 있고 유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 판단을 위

해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심사자가 이러한 매뉴얼을 사용하는 훈련과정에 

참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훈련 매뉴얼은 기술자 수준 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

어 수준에 목표를 맞추고 있으므로 훈련매뉴얼의 이해성과 유용성의 판단은 의도

된 용도를 고려할 것을 필요로 한다. 만일 심사자가 이 판단을 하기위해 훈련 또

는 훈련 문서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없다면, 심사자는 다른 직원 또는 독립된 계

약 직원의 도움을 요구할 수도 있다.

4. 검토 절차

검사와 문서분석을 조합해서 검토를 수행한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계획이 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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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에 기술한 적절한 서약사항들을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개발

공정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또는 실증되지 않은 개발팀

인 경우에는 계획단계의 적합성 검토에 크게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개발자의 

생명주기 활동들이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종 생명주기 활

동 그룹들에 대한 확인 및 검증(확인 및 검증) 표본, 안전성 분석, 형상관리 문서 

등을 감사해야 한다.  Ⅱ장 3.2절은 각 특정한 생명주기 활동에 대한 검사 활동을 

파생시킬 수 있는 특정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설계결과물들이 

소프트웨어에 배정된 기능 요건들을 다루고 있는 지와, 예상된 소프트웨어 개발공

정 특성들이 설계결과물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프트웨

어 설계결과물을 표본으로 취해서 검토해야 한다.  Ⅱ장 3.3절은 각 특정한 설계결

과물에 대한 검사 활동을 파생시킬 수 있는 기능 특성들과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특성들을 기술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0-1은 소프트웨어 검토절차, 그리고 

소프트웨어 검토와 계통 검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상세한 사항들을 다루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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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7-14 자기시험 및 감시시험 설비에 대한 평가지침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본 부록은 자기시험과 감시시험 설비의 설계를 검토하기 위한 평가지침을 제공한

다.  이 지침들은 운전중 발전소에 대한 검사 경험과 방법, 용어, 감시시험과 자기시험

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사업자의 제출자료 등에 기초를 둔다.

  1. 규제근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은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6100 또는 KEPIC ENB-1100

을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KEPIC ENB-1100, 5.7절은 안전계통이 안전기능을 

수행할 능력을 유지하면서 안전계통 기기의 시험 및 교정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

고 요구하고 있다.  KEPIC ENB-1100, 5.1절에서는 안전계통은 다음과 같은 고장, 

(1) 안전계통내에서 식별은 가능하지만 감지 불능인 모든 고장과 동시에 발생한 

감지 가능한 단일고장 , (2) 단일고장에 의해서 야기되는 모든 고장, (3) 안전기능 

수행이 요구되는 설계기준사건을 일으키거나 설계기준사건 발생에 의한 모든 고

장 및 계통의 의사 작동(spurious system action), 이 발생한 상태에서도 설계기준

사건 하에서 요구되는 모든 안전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 보호계통“의 제2항에

서는 원자로시설의 보호계통은 안전기능에 적합한 기능적 신뢰성과 운전중에 발생

하는 고장 및 다중성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채널에 대한 시험 능력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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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기적 시험 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 보호계통“ 제2항에서

는 다중 채널에 미치는 자연현상의 영향, 점검·보수·시험을 포함한 정상운전조

건,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 등의 영향에도 보호기능을 상실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사용되는 공구‧계기‧계측기 그 밖에 측정 및 시험장

비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정기적으로 교정‧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2. 관련 지침

       Regulatory Guide(이하 "RG") 1.22, "보호계통 작동기능의 주기시험“은 원자로 

가동 중의 보호계통에 대한 주기시험에서 구동장치(actuation device)를 포함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들을 기술하고 있다.

       RG 1.47,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의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지시"는 안전계통에 

의해 작동되거나 제어되는 계통, 혹은 필수보조계통의 작동불능 상태지시와 관련

하여 KEPIC ENB-6100의 요건들을 만족하는 방법들을 기술하고 있다. KEPIC 

ENB-1100, 5.8.3절은 안전계통에 대한 동일한 요건을 기술하고 있다.

       RG 1.53, "원자력발전소 보호계통에 대한 단일고장기준의 적용"은 단일고장 기

준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부가적인 설명과 이해를 위한 KEPIC ENB-3000, 

"안전계통 단일고장기준“을 승인하고 있다.  

       RG 1.118, "전력 및 보호계통의 주기시험"은 KEPIC ENF-3100, "안전계통 주기

시험"을 보호계통의 주기시험에 적합한 방법으로서 기술하고 있다 (RG 1.118에서 

논의된 특별한 예외 경우 포함).  KEPIC ENF-3100은 주기 및 자동시험에 대한 설

계 및 운영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요건과 기준은 KEPIC ENB-1100을 보완하

는 역할을 하고 있다.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를 승인하고 있는 RG 1.152, "원자

력발전소 안전계통의 디지털 컴퓨터에 대한 기준" 과 IEC Std. 880,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자기시험 소프트웨어 개발과 자기시험 기능과 

독립적인 안전기능에 대한 적용 가능한 지침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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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 의

    "주기시험"은 고장 발견 및 운전성 입증을 위해 계획된 시간 간격으로 수행되는 

시험를 말한다(KEPIC ENF-3100).  주기시험은 감시시험(surveillance test)들을 포

함한다.

    "자기시험"은 장비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시험 혹은 일련의 시험을 일컫는다.  

자기시험은 지속적인 실시간 자기진단과 장비가 개시한 자기진단, 그리고 운전원

이 개시한 자기진단을 포함한다.

    "감시시험(surveillance test)"은 운영기술지침서상의 감시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히 행해지는 시험을 말한다.

    "감시 타이머(watchdog timer)"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오동작을 검출하기 위한 

주기-타이머의 한 형태를 말한다 (ANSI/IEEE Std C37.1, "원방 제어, 자료 취득 및 

자동제어에 사용되는 계통의 분석, 사양 및 정의에 대한 IEEE 표준“).

  4. 목 적

    이 부록의 목적은 이미 언급한 규제근거와 기술기준이 신청자의 보고서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심사자가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부록의 목적은 다음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 안전계통(자기시험 포함)은 발전소의 모든 운전모드를 통해 수행되는 안전기능

에 적합한 가동중 시험기능을 갖도록 설계되어진다.

    ∙ 자기시험의 긍정적 측면이 자기시험으로 인해 안전계통에 부가되어지는 복잡성

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다.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는 필요한 주기시험을 지원한다.

    ∙ 단일고장 분석에 의해 검출되어질 것으로 가정한 고장 모드는 실제로 검출이 

가능하다. 고장은 다른 방법들 뿐만이 아니라 운전특성을 관찰함으로서 검출이 

가능하다.

 

II. 규제 입장

1. 개 요

    디지털 컴퓨터를 근간으로 한 계측 및 제어계통은 기존의 아날로그 계통과는 다

른 종류의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자기시험과 감시타이머는 고장을 검출하고 식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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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켜야 한다. 컴퓨터의 자기시험은 하드웨어 고장을 검출하

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동자기시험과 함께 행해지는 감시시험은 모든 

검출 가능한 고장들을 검출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해야만 한다.

    운영기술기침서의 감시시험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디지털 시스템의 특성이 고려

되어야만 한다.  디지털계통과 아날로그계통의 구조적인 차이점은 감시시험설비에 대

한 검토시에 세심한 주의를 요구한다. 또한 하드웨어기반의 계통에 대한 시험주기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은 디지털컴퓨터 기반의 계측 및 제어계통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직접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시험주기를 정하기 위해 사용

된 이전의 신뢰도 분석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영향을 다루어야 한다. 비안전계통

의 자기시험과 주기시험 규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와 유사한 검토가 수

행되어진다.

2. 검토되어야 할 정보

    신청자/피규제자의 감시 및 자기시험, 단일고장 분석, 고장모드 및 영향 분석에 대

한 기술적 설명서와 발전소의 운영기술지침서가 검토되어야 한다.

3. 허용기준

    디지털컴퓨터 기반의 보호계통에 대한 주기시험과 자기시험은 RG 1.22, RG 1.118, 

RG 1.153 및 안전계통의 전력, 계측, 제어에 대한 기준의 지침을 따라야만 한다.  시험

을 위해 필요한 우회는 RG 1.47의 지침을 따라야만 한다.

  가. 고장 검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감시 시험에 의해 검출된 고장은 단일고장 분석과 고장유

형 및 영향분석의 고장검출에 적용된 가정과 일치해야 한다.

  나. 자기시험 특성

     디지털컴퓨터 기반의 계측 및 제어계통은 계통을 초기화 할 때 컴퓨터계통 작동

을 검증하기 위해 자기시험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디지털컴퓨터 기반의 계측 및 제어

계통은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자기시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소형이며, 독립적이고 통

합된 디지털 컴퓨터는 자기시험이 불필요할 수도 있다.  전형적인 자기시험은 감시 타

이머 혹은 프로세서(중앙연산처리장치) 이용, 기억장치와 참조기억장치의 건전성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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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통신채널감시, 중앙연산처리장치 상태의 감시, 자료의 건전성 감시를 포함하고 

있다.  부록 7-13과 IEC Std 880은 디지털 컴퓨터 기반의 계측제어계통에 적용 가능한 

자기시험 특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적으로 자기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검증된 시스템과 같은 동등한 안전성 분류, 품

질,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시험동안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고, 계통의 건전성과 독립성

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이의 인터페이스 

정도와 범위 그리고 시험과 같은 다른 기능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논리 및 

데이터 구조의 복잡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자기시험 특성의 긍정적인 측면은 자기시험 

특성에 의해서 안전계통에 추가될지도 모르는 추가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자기시험특성에 의해 고장을 감지하기 위해 개선된 기능은 자기시험 특성과 관

련된 증가된 고장확률을 상쇄시킬 만큼 충분하다.  자기시험 기능은 주기적인 기능시험 

중 확인되어야 한다.

  다. 주기 시험

   계통들은 운영기술지침서 및 절차서와 일치하는 주기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성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KEPIC ENB-6100, 4.13절, KEPIC ENB-6100, 5.8.3절 그리고 RG 1.47

에서 요구한 것과 같이 보호계통 또는 안전계통의 어떤 일부분의 보호조치가 우회되어 

있거나 또는 시험을 위해서 작동이 불가능하다면, 그러한 상태는 제어실에 계속해서 표

시되어야 한다. 계통이 적절하게 운전상태로 복귀됨을 운전원이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RG 1.118은 주기시험에 대한 시험절차는 임시시험설치를 요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

다. 디지털  컴퓨터 기반의 계통에 대해서는 계통복귀를 위해서 적절하게 제거되어야 하

는 임시 코드 혹은 데이터의 변경을 포함하는 임시시험 설치들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  

만약에 자기시험의 특성들이 자동적으로 감시시험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러한 설비들은 

운전중 자동적인 시험의 실행을 확인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자동시험장비를 교

정하고 주기적으로 시험하기 위한 성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자동시험특성에 의해서 수

행되지 않는 감시 및 시험 기능은 RG 1.118을 만족하기 위하여 수동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동시험특성은 수동 기능과 동일한 요건 및 고려사항(예, 시험주기)을 따

라야 한다.

주기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피시험계통과 같은 동등

한 안전성 분류, 품질,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설계는 채널의 독립성과 계통의 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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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해야 하며, 시험중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주기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업용 디지털 기반 설비는 그것의 기능이 적절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라. 고장검출에 관한 조치사항

   설계는 고장 혹은 작동불능의 검출시 자동 혹은 수동이든 보조 조치가 취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설계성능, 운영기술지침서, 운전절차서 그리고 보수 절차서들은 서

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계통절차서는 자동보조 조치사항으로부터 복구하기 위한 

수동보조 조치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검출된 고장이 운전원에게 통보되는 구조적인 

문제는 KEPIC ENB-1100의 계통상태 표시조항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운영기술지침

서, 운전절차서 그리고 보수절차서들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4. 검토절차

    디지털 컴퓨터 기반의 모듈 뿐만 아니라 디지털 컴퓨터를 사용하는 계통의 감시

시험 및 자기시험 특성들은 허용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토되어져야 한다.  

감시시험 규정에 대한 검토는 각 감시시험의 기본적인 취지를 충분히 수행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계통 사이의 설계와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 아날로

그계통에 대한 규정들은 디지털 컴퓨터 기반계통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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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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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침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본 부록은 계측제어계통에서의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이하 “PLC”) 사용

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기 위한 부록이다. 이 평가지침은 NUREG/CR-6090, "The PLC 

and Its Application in Nuclear Reactor Protection Systems”의 기술된 내용에 따라 

PLC 관련 사항을 분석하고, 신청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1. 규제근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 계통 및 구성품은 수행되는 안전기능들의 중요도와 동등한 수준의 

품질기준에 따라 시험, 설계 및 생산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에 따라 보호계통은 수행되는 안전기능과 동등한 

수준의 높은 기능적 신뢰도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관련지침 

    Regulatory Guide (이하 "RG") 1.152, Rev 2 "Criteria for Digital Computers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는 디지털컴퓨터를 사용한 안전계통이 준

수해야 할 요구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IEEE Std 7-4.3.2-2003(전력산업기술기

준(이하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를 참조하고 있다. 안전

심사지침 부록 7.1-4는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 적용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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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REG/CR-6090은 원전의 PLC 사용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므로 심사자는 하나 이

상의 PLC가 포함된 계측제어계통의 평가에 이 지침을 활용할 수 있다.  

NUREG/CR-6463, “Review Guidelines on Software Languages for Use in Nuclear 

Power Plant Safety Systems”는 범용 PLC 프로그래밍 언어의 사용에 대한 고려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EPRI TR-106439, “Guideline on Evaluation and Acceptance of Commercial Grade 

Digital Equipment for Nuclear Safety Applications”은 기성소프트웨어에 대한 품

질검증 절차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보완 요건 및 공학적 판단의 적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부록7-13는 EPRI TR-106439의 제작사 개발절

차에 대한 적합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

퓨터”를 참고하고 있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7.1-4의 5.4.2절은 PLC의 일반적인 성

능 및 검증 요구사항으로서 EPRI TR-106439 및 EPRI TR-107330을 포함하고 있

다. PLC의 사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PLC에 대한 일반 검증이 수행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 해당 발전소별 요구사항에 대한 상세 검증이 요구된다. 일반 검

증의 예로서 Triconex사의 Tricon PLC 시스템 및 AC160 PLC를 사용한 

Westinghouse사의 Common Q 플랫폼에 대한 SER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NUREG/CR-6421은 원자로에 사용된 기성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정절차를 기술하고 

있으므로, 심사자는 이 지침을 PLC 내장품, 운영체제 및 프로그래밍 도구 등과 같

은 상용품의 인증절차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3. 목    적 

    본 부록의 목적은 PLC를 사용한 디지털 컴퓨터계통의 설계가 앞서 인용한 규제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부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가. 적용가능한 허용기준에 따라 PLC 내장품, 운영체제, 프로그래밍 도구 및 

주변기기 등이 검토되었는지 확인

    나. 적합한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 따라 PLC 응용프로그램 (예: 래더논리 프로

그램)이 개발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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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규제입장

  1. 개 요 

    PLC는 공정 감시 및 제어 목적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간단한 운영체제 및 자

가시험, 통신과 같은 표준함수를 가지고 있는 상용등급 컴퓨터계통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PLC는 래더논리와 같은 특정 고급언어를 통해 해당 기능을 구현한다. 

이러한 PLC의 소프트웨어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의 평가지침에 따라 설계 및 

구현되어야 한다. 이처럼 PLC의 기능은 고급언어를 통해 구현되며 다양한 표준함

수가 상용 PLC 제품으로 제공됨에 따라, PLC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구현은 용이

하다.  

    PLC 응용프로그램은 PLC 제작사에서 제공한 표준함수를 사용하여 개발되므로, 일

반적으로 PLC의 표준함수들은 산업계 운전이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운전이

력이 원전과 동등한 수준이고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가 발행/검토되어 제공

될 수 있을 경우, 이러한 운전이력은 PLC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방법을 보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만일 산업계 운전이력이 안전계통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부록 7.0-1 III.3절에는 래더논리와 기능도(Function Chart) 같은 고급언어 사용에 

대한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록 7.0-1 III.3절에는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여 

설계된 계통의 검토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많은 PLC 생산업체는 래더논리 이외에 C언어와 같은 프로그램언어의 사용을 허용

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심사자는 PLC 설계 및 응용에서의 프로그

래밍 언어 사용에 대한 영향성을 평가해야 한다. 

    PLC가 사용된 계측제어계통에는 많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매품들이 사용된

다. 하드웨어 구매품으로는 프로세서, 메모리, 입․출력장치, 통신설비, 단자 등이 

있으며, 소프트웨어 구매품으로는 한 개 이상의 운영체제,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라이브러리, 형상 소프트웨어, 툴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구매품은 해당 응용분야에 

적합한 품질을 가져야 한다. 

    이외에도 계측제어계통의 디지털 컴퓨터 응용과 연관된 관심사항들(예 : 보수, 확

인 및 검증, 전자파장해 및 교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PLC는 컴퓨터보다 단순하다

거나 또는 컴퓨터와 다른 기기이므로 컴퓨터 시스템에 적용되는 엄격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규제기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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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토되어야 할 정보 

    검토 대상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개정본, 인허가 개정요구서, 

특정기술주제보고서 또는 기타 인허가문서들을 포함한다. 상세 설계문서는 설계, 

시험, 분석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설계 요구사항이 만족됨을 보여야 한다. 신청

자/인허가대상자의 제출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도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제출

되어야 한다. 

  3. 허용기준 

    구매된 PLC 하드웨어, 내장품, 프로그램 및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주변기기는 설

치되는 계통과 동등한 수준의 품질이 보증되어야 한다.  EPRI TR-106439 및 EPRI 

TR-107330은 허용 가능한 상용품 인증 절차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NUREG/CR-6421은 허용 가능한 기성소프트웨어 인증절차 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PLC 소프트웨어 구매품에 대한 보완 요건 및 공학적 판단의 적

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상용소프트웨어 기성품에 대한 상용등급 인정은 부

록 7.0-1의 기성 소프트웨어의 상용품 인증에 대한 내용을 참조한다.

    원전 적용을 위해 제작된 PLC 하드웨어, 운영체제, 내장 소프트웨어 및 주변기기

는 적합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운영체제 및 내장 소프트웨어는 PLC가 

적용되는 분야의 등급에 따라 부록 7-13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응용소프트웨어(래더논리 또는 기타)는 해당 시스템과 동등한 수준으로 부록 7-13

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응용소프트웨어는 NUREG/CR-6463의 권고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응용소프트웨어 및 PLC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도구는 해당 시스템과 동등한 수준

의 품질로 검증되어야 한다. 

    PLC에 기반한 기능은 부록 7-14과 부록 7-17에 규정된 실시간 성능 및 시험기능

을 만족해야 한다. 

    허가되지 않은 PLC 프로그램의 수정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하드웨어 잠금장치 

또는 행정적 통제가 제공되어야 한다. 많은 PLC는 프로그램을 쉽게 수정할 수 있

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통제는 중요하다. 모든 프로그램 변경은 형상관리 

아래에서 통제되어야 하며, 특히 PLC 소프트웨어의 보수를 위한 행정절차는 형상

관리 계획에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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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검토절차 

    PLC 적용은 다른 디지털 컴퓨터 계측제어분야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0-1, 7.1절, 부록 7-13, 부록 7-14, 부록 7-17 등은 이들의 검

토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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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7-16  디지털 컴퓨터 기반 계측제어계통의 심층방어 및 

다양성 평가지침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은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공통원인고장에 취약하며 따라서 하

드웨어 구조로 달성된 다중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는 디지털 컴

퓨터-기반 원자로 보호계통에 대한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결과를 NUREG-0493 보고

서로 발간하였으며, 언급된 공통원인고장에 대비한 방어수단은 방어계층들간을 어느 정

도로 분리시키는 접근방식을 기초로 하였다. 그 이후로 SECY-91-292 성명서가 발표되

었으며, 그 성명서에는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된 디지털시스템의 공통원인고장에 관한 현

안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디지털 보호계통을 사용한 개량형원자로(ALWR) 설계인증

(DC)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로서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는 디지털시스템에서의 공통원인

고장과 심층방어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 입장은 SECY 93-087, II.Q에 정리

되었고 그 이후에 이와 관련된 규제요건메모(SRM: Staff Requirements Memorandum)에서 

수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상세한 검토경험들을 기초로 해서 미국규제위원회는 심층방

어 및 다양성 평가를 위한 허용기준을 수립하였다.

  1. 규제 근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

한 규정“ 및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

한 지침“은 보호계통이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6100 및 KEPIC 

ENB-1100의 기준들을 만족하여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KEPIC ENB-6100의 4.2절에

서는 “보호계통 내에서의 어떠한 단일고장도 필요시에 계통 수준의 적절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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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방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내

용이 KEPIC ENB-1100에도 제시되어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다양성보호계통“에서는 원자로

정지불능에 대응하는 각종 다양한 방법들을 부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은 단일고장에 의하여 보호기

능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다중성 및 독립성 설계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호계

통의 운전 허용신뢰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일 기기 또는 채널을 운전에

서 제거하더라도 요구되는 최소 다중성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은 단일고장에 의하여 보호기

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은, 다중채널(multiple 

channel)에 미치는 자연현상의 영향, 점검·보수·시험을 포함한 정상운전조건, 예

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 등의 영향에도 보호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

하고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디지털 기기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소프트

웨어 공통원인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요구되는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동

기능을 포함한 심층방어 및 다양성 설계기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에서 보호계통은 다중

성·독립성 및 신뢰성의 요건을 만족하는 건전한 계통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

어계통으로부터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에서 보호계통은 예상

운전과도시에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 관련 지침

     Regulatory Guide(이하 “RG") 1.53, "Application of Single-Failure Criterion to 

Safety Systems"은 단일고장기준의 적용에 대해서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KEPIC 

ENB-3000, "안전계통 단일고장기준”은 공통원인고장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심층

방어기법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단일고장기준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고장

의 한 형태로써 논리고장을 언급하고 있다. 

     NUREG/CR-6303, "Method for Performing Diversity and Defense-in-Depth 

Analysis of Reactor Protection Systems"은 여러 가지 다양성 및 심층방어 분석에 

대한 내용과 그러한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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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Y 93-087은 다양성 및 심층방어 분석에 대한 규제 입장을 기술하고 있다.

    

  3. 목 적

    이 부록의 목적은 디지털 컴퓨터-기반 원자로정지계통이나 공학적안전설비 작동

계통을 채택한 계측제어계통이 심층방어 및 다양성에 관한 요건들을 따르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피규제자의 심층방어 및 다양성 평가에 대한 검토지

침과 수동 제어기 및 표시기의 설계에 대한 검토지침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부

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가. 설계에 적절한 다양성이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나. 설계에 적절한 심층방어 기능이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다. 운전원 조치에 의해 개시되는 필수 안전성 기능들을 위한 표시기와 수동 제어

기들이 원자로보호계통과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의 자동 부분에 사용된 컴

퓨터 시스템들과는 다양성을 갖는 지를 확인하는 것

II. 규제 입장

  1. 개 요

    상세한 검토경험을 토대로 심층방어 및 다양성에 대한 허용 가능한 지침이 수립

되었다.  공통원인고장에 대비한 4 체계(echelon)의 방어수단들은 다음과 같다.

    ∙ 제어계통: 제어계통 체계(echelon)는 원자로의 상태가 불안전한 운전영역으로 진

행되는 것을 항상 예방하는 비안전급 장비로 구성되며, 원자로 정상운전에 사

용된다.

    ∙ 원자로정지계통: 원자로정지계통 체계는 어떤 제어할 수 없는 출력 폭주에 대응

해서 반응도를 신속하게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안전등급 기기로 구성된

다. 

    ∙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체계는 열을 제거하거나 또

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사능 물질의 누출을 막는 3가지 물리적 방벽(핵연료피

복재, 원자로 압력용기 및 격납건물)의 건전성 유지를 지원하는 안전등급 기기

로 구성된다. 

    ∙ 감시 및 표시기: 감시 및 지시 체계는 센서, 표시기, 데이터 통신계통, 그리고 

운전원이 원자로 사건들에 대응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수동 제어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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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보호계통을 사용하는 신형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심층방어 및 다양성의 입

장은 다음과 같다.  이 입장의 1), 2) 및 3)은 가동중인 발전소의 디지털시스템으로의 

변경에도 적용된다.

     1) 신청자는 제안된 계측제어계통에서 공통원인고장에 따른 취약성들이 적절히 

다루어졌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심층방어 및 다양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2) 그 평가를 수행할 때 공급자 또는 신청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사고해석 절

에서 평가된 각 사건에 대해서 최적평가기법(BE 기법; 현실적인 가정사항들을 

이용한 기법)으로 각 가상된 공통원인고장을 분석하여야 한다.  공급자 또는 

신청자는 그러한 사건들 각각에 대해서 그 설계에서의 적절한 다양성을 입증

하여야 한다.

     3) 만약 어떤 가상된 공통원인고장이 어떤 안전성 기능을 상실시킬 수 있다면 그

와 동일한 기능 또는 그와 다른 어떤 기능이라도 수행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여기서 다양한 방법이라 함은 문서화된 기준으로써 

판단해 볼 때 동일한 공통원인고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어야 하며, 다

양한 방법은 공통원인고장에 취약한 안전계통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또

는 적절한 보호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다양

한 기능이나 대체 기능은 만약 그 시스템이 관련 사건 조건하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해 낼만큼 충분한 품질을 갖는다면 어떤 비안전성 시스템으로도 수행되어

질 수 있다.

     4) 안전필수 기능을 수동으로 계통수준에서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안전 기능들을 지원하는 변수들의 감시를 위한 한 세트의 표시기와 제

어기들이 주제어실에 마련되어야 한다. 그 표시기와 제어기들은 상기 항목 1)

과 3)에서 확인된 컴퓨터 기반의 안전등급 계통과는 독립되고 다양한 것이어

야 한다.

    상기 입장은 소프트웨어 설계오류가 공통원인고장의 예상 가능한 원인이라는 미

국규제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한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오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실

증될 수 없으며, 동일한 소프트웨어 사본들이 안전관련 시스템의 다중 채널들에서 쓰

이기 때문에 공통원인고장에 민감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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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원인고장의 대비책으로서 디지털시스템의 설계에서 중요한 요소들인 고품질, 심층

방어, 그리고 다양성이 고려되고 있다. 고품질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고장률을 

낮출 것이다.  그러나 고품질의 설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오류들은 여전히 다중

성 안전관련 채널들에서 안전성 기능들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기 1), 2) 및 

3)의 입장에서 설정된 바와 같이 규제자는 제안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 대해서 공통

원인고장에 따른 취약점들이 적절히 다루어졌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신청자/피규제자가 

심층방어 및 다양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평가에서 신청자/피

규제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설계기준사건들을 분석해야 한다.  만약 어떤 가

상된 공통원인고장이 분석중인 설계기준사건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어떤 안전성 기능

을 불능화 시킨다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다양한 수단(문서화된 근거가 있는)이 필요하

다.  다양한 수단이란 만약 그 시스템이 관련된 사건 상황하에서 요구된 시간 내에 필

요한 기능을 수행해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품질을 갖는다면 자동 또는 수동 비안전

성 시스템일 수도 있다.

    NUREG/CR-6303은 ALWR 설계인증 제출시에 사용된 심층방어 및 다양성 평가방

법을 문서화하였다. 이 문서는 그러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타당한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가동중인 발전소에 있는 원자로정지계통 또는 원자로정지불능예상과도(ATWS) 완

화계통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자로정지불능 예상과도(ATWS) 법령,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다양성보호계통“의 요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다양성보호계통“에서는 원자로정지불능 

완화계통이 원자로정지계통과는 다양한 기기로 구성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제작자에서 충분한 차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원자로정지계통과 원자로정지불능 완화

계통의 설계들에 대해 각 경우별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에는 제작부

서(동일 업체 내), 소프트웨어(구현 언어 포함), 기기(CPU 구조 포함), 기능, 사람(설계 

및 확인/검증 팀), 개시 사건 등과 같은 차이점이 포함되어야한다. 

2. 검토되어야 할 정보

    검토되어야 할 정보는 신청자/피규제자의 심층방어 및 다양성 평가이다.

3. 허용기준

    신청자/피규제자가 제출한 심층방어 및 다양성 평가는 상기의 4 가지 입장들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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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허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 가지 결론들

이 그 분석의 결과로서 요약되어야 한다.

    가. 각 개별 가상된 공통원인고장과 연계해서 발생하는 설계기준의 예상운전과도

사건에 대해 최적 평가(BE ; 현실적 가정) 분석을 이용해서 계산된 발전소 거

동이 10 CFR 100의 기준치를 10% 초과하는 방사성 방출, 또는 일차 냉각재 

압력경계의 건전성 상실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신청자/피규제자는 (1)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만한 충분한 다양성이 있음을 입증하거나, (2) 밝혀진 취약점들

과 취해진 보완 조치사항들을 명시하거나, (3) 밝혀진 취약점들을 명시하고 조

치가 취해지지 않아도 된다는 문서화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나. 각 개별 가상된 공통원인고장과 연계해서 발생하는 설계기준의 가상사고에 대

해서 최적 평가(BE ; 현실적 가정) 분석을 이용해서 계산된 발전소 거동이 10 

CFR 100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선 방출, 또는 일차 냉각재 압력경계의 건

전성 상실, 혹은 격납건물의 건전성 상실(즉, 원자로냉각재계통 또는 격납건물

의 설계한계치를 초과하는 것)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신청자/피규제자는 (1)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만한 충분한 다양성이 있음을 입증하거나, (2) 밝혀진 

취약점들과 취해진 보완 조치사항들을 명시하거나, (3) 밝혀진 취약점들을 명

시하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도 된다는 문서화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다. 제어계통과 원자로정지계통 간에 공유된 어떤 공통적인 요소 또는 신호원의 

고장이 가상되고, (1) 이러한 공통원인고장이 원자로 정지를 필요로 하는 발전

소 거동을 초래하며, (2) 공통원인고장이 또한 정지기능을 손상할 때에는 가상

된 고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다양한 수단이 원자로정지계통의 기능을 수

행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다양한 수단은 최적 평가(BE; 현실적 가정) 분

석을 이용해서 계산된 발전소 거동이 10 CFR 100의 기준치를 10% 초과하는 

방사선 방출, 또는 일차 냉각재 압력경계의 건전성 상실을 초래하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제어계통과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 간에 공유된 어떤 공통적인 요소 또는 

신호원의 고장이 가상되고, (1) 이러한 공통원인고장이 공학적안전설비의 작동

을 필요로 하는 발전소 거동을 초래하며, (2) 공통원인고장이 또한 공학적안전

설비의 기능을 손상할 때에는 가상된 고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다양한 

수단이 공학적안전설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다양한 수

단은 최적 평가(BE; 현실적 가정) 분석을 이용해서 계산된 발전소 거동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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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100의 기준치를 10% 초과하는 방사선 방출, 또는 일차 냉각재 압력경계

의 건전성 상실을 초래하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감시 또는 표시 계통의 고장이 원자로정지계통 또는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의 기능 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만약 발전소 감시 계통의 고장으로 

인해 운전원이 발전소를 안전한계치를 넘어서 운전하게 한다든지 또는 운전제

한조건(LCO)을 위반해서 운전하게 한다면 그러한 운전원에 의한 과도상태가 

보호계통 기능으로서 보상될 수 있음을 분석을 통해서 입증해야 한다.

    상기한 기준과 관련하여 제시된 다양성에 대한 적합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NUREG/CR-6303의 3.2절은 6가지 유형의 다양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제공된 다

양성이 충분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른 유형의 다양성 사례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합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다양성이 존재할 때, 그 

중에 몇 가지는 NUREG/CR-6303에 수록되어 있는 다양성 유형에 관한 보다 엄격한 요

소를 하나 이상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기능적 다양성 및 신호 다양성은 특히 효과적

인 것으로 간주된다.  본 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들을 유의하여야 한다. 

    ∙ 기기의 다양성 또는 실시간 운전계통과 같은 관련 계통 소프트웨어의 다양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실제 다양성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설비내의 부품까

지 확대해서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제작자들이 동일한 프로세

서나 동일한 운영체제(OS)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공통원인고장이 

유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제작사명이 다른 부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다양성

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고려할 때 불충분한 것이다. 

    ∙ 소프트웨어의 다양성에 관해서는 여러 번 개정된 소프트웨어가 동일한 소프트

웨어 요건에 따라 개발되었을 경우 고장유형의 독립성이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기능적 다양성이나 신호 다양성과 같이 다른 소프트웨어 요건을 유도하는 여

타 고려사항은 보다 강한 다양성 기준을 형성할 수 있다.

    심층방어 및 다양성에 관한 규제기관의 4가지 입장을 준수하기 위해 제공되는 수

동 제어기와 표시기는 발전소를 고온 정지상태로 가져갈 만큼 충분하게 발전소 상태

를 감시하고 제어실 운전원이 필요한 시스템들을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

러한 제어기와 표시기들은 운전원이 필수 안전 기능(예, 반응도 수준, 노심 열제거, 원

자로냉각재 재고량, 격납건물 격리, 격납건물의 건전성 등)을 감시 및 제어하기에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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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신형 원자로(ALWR)의 경우 모든 보호 및 제어계통들이 디지털 컴퓨터-기

반이어서 공통원인고장에 취약하므로 수동 제어능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수동 제어능

력은 실배선 계통-수준의 제어기와 표시기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어기들은 

안전관련 자동식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공통원인고장에 영

향을 받지 않는 정보와 제어 능력들을 발전소 운전원에게 제공하게 된다.

    수동 제어기가 안전 기기에 연결되는 지점은 안전관련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출

력단 하부이어야 하지만, 현장 전기/전자 캐비넷과 발전소의 전기-기계 장비 사이의 

연결 케이블 및 인터페이스 부분의 건전성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안전계통의 구조

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시스템-수준의 작동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어기는 아

날로그 기기에 이르기까지 또는 관련되는 작동논리를 수행하는 단순하고(예, 기기의 

기능이 시험에 의해서 완전하게 입증될 수 있는 경우), 전용이며, 다양성 있는 소프트

웨어-기반 디지털 장비에 이르기까지 실배선으로 결선될 수도 있다.

    이러한 표시기들은 표시기능에만 특별히 전용으로 쓰이는 디지털 기기들을 포함

할 수 있다.  이런 표시기가 갖추어야 할 기능적 특성들(예, 범위, 정확도, 응답시간)은 

운전원이 발전소를 고온 정지상태로 가져가고 이를 유지시키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만큼 충분해야 한다.

    이러한 표시기와 제어기들을 선정하고 설계하는 데에 인간공학적인 원칙과 기준

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인간-행위 요건은 발전소 안전성 기준과 관련해서 기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정된 인간공학 표준들과 설계기법들이 기술된 인간-행위 요건을 뒷받

침해 줄 수 있도록 채택되어야 한다.

  4. 검토절차

    신청자/피규제자의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이 NUREG/CR-6303의 세부지침들을 

이용한 상기 허용기준에 견주어서 검토되어야 한다.  고려되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다.

    가. 계통의 블록화 

       평가대상 계통은 블록도로서 표현된다.  그 블록도의 내부 동작은 반드시 밝혀

질 필요가 없다.  다양성은 블록 수준에서 결정된다. 블록은 기기와 소프트웨어

의 소집단으로 소프트웨어 오류의 영향을 포함한 내부 실패가 다른 기기나 소프

트웨어로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단위이다. 전형적인 블록의 예로는 

컴퓨터, 근거리 통신망(LAN) 및 프로그램어블 논리 제어기(PLC) 등을 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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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가정사항의 문서화 

       신청자/피규제자는 설계내용에서 빠진 정보를 보충하거나 또는 계통에 적용된 

분석지침에 대한 특별한 해석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사항들을 기록해야 한다.

    다. 가정된 공통원인고장

  소프트웨어 기반 기기가 충분히 단순하고, 온라인 오류 점검과 철저한 시험

이 그러한 기기가 공통원인고장의 심각한 원인이 아님을 적절히 확신시킨 경우

에 결정론적 성능을 갖는다고 결론지어 왔다. 이러한 기기의 공통원인고장은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D3)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어떤 블록이 소프트웨어 

공통원인고장에 민감하지 않다는 근거가 주어졌을 때 심사자는 면밀히 그러한 

내용의 정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웨스팅하우스 WCAP-15413, "Westinghouse 

7300a ASIC-Based Replacement Module Licensing Summary Report,"는 이러한 

결정에 대한 근거의 한 예를 제시한다. 

라. 다른 블록의 영향

  가정된 공통원인고장의 영향을 검토할 때, 다양성 블록들은 적절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내용은 검토되어지는 공통원인고장의 영향을 완화

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블록의 기능을 포함한다.   

    마. 대체 트립 또는 개시 순서의 확인 

       일차 트립채널이 원자로의 정지 또는 공학적안전설비의 개시를 실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의 순서에 대해서 최적 평가기법(현실적 가정)을 이용한 

열수력 분석이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바. 대체 완화능력의 확인 

       각 설계기준사건(DBE)에 대해서 노심 손상과 허용할 수 없을 정도의 방사선 

방출을 예방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대체 완화 작동기능들이 확인되어야 한다. 

       어떤 공통원인고장이 다른 어떤 자동기능에 의해서 보상되는 경우에는 그 다

른 기능이 이 사고 상태를 적절히 완화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기준이 마련되

어야 한다. 

       운전원의 조치가 어떤 사건에 따른 다양한 대체수단으로 쓰일 경우 신청자/피

규제자는 운전원의 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 적절한 운전원 훈련 그리고 충

분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사. 특정한 취약점을 시정하지 않아도 될 경우 그에 따른 정당성 



부록7-16 개정 4 - 2014. 12- 10 -

       만약 어떤 확인된 취약점들이 설계 수정, 정밀한 분석 또는 대체 트립, 개시, 

또는 완화 능력의 수단으로서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정당성이 제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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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7-17 디지털 컴퓨터 실시간 성능에 관한 평가지침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본 부록에서는 계측제어계통에서의 디지털계통 실시간 성능 및 계통구조를 평가

하기 위한 평가지침을 제시한다. 이 평가지침은 NUREG/CR-6083 "원자로 안전계

통의 실시간 성능 검토"와 NUREG/CR-6082 "데이터통신"에 문서화되어 있는 현안

사항들에 대한 분석 및 신청자의 제출서류 검토에 근거한다. 

  1. 규제근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은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1100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

다. (준용기준 - KEPIC ENB-6100 및 ENB-1100) 

    KEPIC ENB-1100의 4.10절에서는 안전계통 설계기준들은 설계기준사건의 발생 후 

임계 시점 또는 발전소 상태를 문서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정보는 계통 응

답 시간에 대한 요건을 수립한다. KEPIC ENB-1100의 5.5절은 안전계통이 설계기

준에서 열거된 적용 가능한 조건의 전 범위에서 안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

되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는 원자로의 노

심·냉각계통·제어계통 및 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시 연료허용손

상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도록 설계를 하여야 함을 요구

하고 있으며 이는 타이밍과 성능 여유도를 포함한다. 또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원자로출력 및 출력분포 진동 제어“에서는 원자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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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냉각계통·제어계통 및 보호계통이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는 상태를 유

발할 수 있는 출력 및 출력분포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거나 이를 적절하

게 탐지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요구조건은 출력

진동을 억제하고 감지하는 보호계통 기기에 대한 엄격한 실시간 제약조건이 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에서는 원자

로시설에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정상운전, 예

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 시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걸쳐서 계통과 변수들을 감시

할 수 있는 계측장치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변수의 거동을 운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계측설비의 응답이 충분히 빨라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에서는 정상 

운전시 및 비정상 운전시에 원자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어, 표시, 기록장치

를 갖춘 제어실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원자로제어실을 사용할수 없는 경우를 대

비하여 원자로제어실외의 장소에서 원자로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킬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의 제1항에서

는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고, 사고들이 감지되고 완화되도록 하기 위한 

자동 개시기능을 원자로 보호계통이 갖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목표는 보호계통 기기의 시기적절한 작동을 요구한 것으로서, 따라서 설정

치를 초과하는 변수들의 감지 및 보호계통에서의 기기작동을 위한 타이밍 요건의 

확립이 요구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에서는 원자

로보호계통은 안전기능에 적합한 기능적 신뢰성과 운전중에 발생하는 고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중성 및 독립성 설계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원자로의 운전 

중 발생 가능한 고장 및 다중성 상실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채널에 대한 시험능력

을 포함한 주기적인 시험능력을 가져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원자로보호계

통은 파손, 전력, 계기용 공기 등의 에너지원 상실 또는 최악의 가상환경조건에서

도 고장안전기능에 의하여 안전한 상태가 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

은 타이밍이 제한치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계통 구조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원자로보호계통은 우발적인 제어봉 인출 등 반응도 제어계통의 

단일 오동작시에도 연료허용손상한계의 초과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반응

도제어계통의 오동작에 대한 원자로보호계통의 요건으로서 이는 반응도 제어계통

에 대한 보호 설비의 시기적절한 운전을 요구한다. 또한 원자로보호계통은 예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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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도시에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자로보호계

통은 각 예상운전과도의 시간 제약이내에 동작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제어계통“에서는 연료허

용손상한계를 초과시키지 않고 반응도 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

을 요구하고 있다. 반응도 제어계통은 이러한 기준에 부과된 타이밍 요건을 만족

하여야 한다.       

      

  2. 관련 지침 

    KEPIC ENB-1100은 성능과 타이밍과 관련된 요건을 포함하는 계통수준의 기술기

준이다. 이 기술기준은 원자로 안전계통이 다음 항목으로 이루어진 문서화된 설계

기준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 4.4절 : 제한치, 범위 그리고 변수의 변화율은 문서화된 설계기준에 포함되어져야 한다. 

나. 4.10절 : 다음 사항들에 대한 임계 시점이 명시되어야 한다.

     - 보호조치의 개시

     - 보호조치의 완료 

     - 보호조치의 자동제어가 요구되는 시점 

     - 보호계통이 정상으로 환원되는 시점

다. 6.1절 : 운전원의 개입 보다 사건이 너무 빨리 발생하였을 때 적시의 자동제어 

조치가 요구되어진다.

    부록 7.1-3는 KEPIC ENB-1100에 따라 안전 계통에 대한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을 제공한다.  

    부록 7.1-2는 KEPIC ENB-6100에 따라 보호 계통에 대한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을 제공한다.

    부록 7.1-4는 KEPIC ENB-6370에 따라 디지털 계측제어에 대한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을 제공한다. Regulatory Guide(이하 “RG") 1.152는 디지털컴퓨터를 사용하는 

안전계통에 대한 규제기관의 규제에 허용된 방법으로서 KEPIC ENB-6370을 승인

하고 있다. KEPIC ENB-6370의 2절에서 다음과 같은 표준들과 함께 사용되어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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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IEEE Std. 1012-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나. IEEE/EIA Std. 12207.0-1996, "Industry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  ISO/IEC 12207: 1995 (ISO/IEC 12207) Standard for Information   

Technology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IEEE/EIA Std. 12207.0은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공정을 체계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표준이다. 이 표준은 아래의 절을 언급하고 있다.

가. 5.3.4.1절: 성능 요구사항은 수립되어야 하고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의 한 

부분으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나. 5.3.5.6, 5.3.6.7, 5.3.7.5, 5.3.8.5, 5.3.9.3, 5.3.10.3, 5.3.11.2절: 성능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은 구조적 설계, 상세 설계, 코딩, 시험, 소프트

웨어 통합, 소프트웨어 검증 시험, 계통 통합 및 계통 검증 시험 동안 추적 되

어야 한다.

다. 6.4.2, 6.5.2절: 성능 요구사항을 포함한 요구사항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동안 

내내 확인 및 검증되어야 한다.

      

    IEEE Std. 1012는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에 대한 기술기준이다. 확인 및 검증 

역무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IEEE Std. 1012의 표 1에 있다. 이 표는 다음을 언급

하고 있다.

가. 5.4.2절: “요구사항 확인 및 검증 활동 ”, (2)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평가” 

- 성능 요구사항 (타이밍, 사이징, 속도, 용량, 정확도, 정밀도, 안전성 및 보안

성을 포함)은 정확성, 완전성, 일치성 및 시험성을 위해 평가되어야 한다.

나. 5.4.2절: “요구사항 확인 및 검증 활동 ”, (5) “계통 확인 및 검증 시험 계획 

생성 및 검증” - 계통 시험 계획은 시험 설계, 케이스, 절차 및 다른 요구사

항, 계통 성능 요구사항, 경계에서의 성능 (데이터 및 인터페이스), 스트레스 

시험 조건에서의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5.4.3절: “설계 확인 및 검증 활동”, (2) “소프트웨어 설계 평가 ” - 설계 

요소들은 성능 요구사항들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포함되었는지 보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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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되어야 한다.

라. 5.4.3절: “설계 확인 및 검증 활동”, (5) “컴포넌트 확인 및 검증 시험 계획 

생성 및 검증” - 시험은 타이밍 요건, 경계에서의 성능, 인터페이스, 스트레

스 조건에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마. 5.4.4절: “구현 확인 및 검증 활동”, (2) “소스 코드 및 소스 코드 평가 문

서” - 소스 코드 요소들은 성능 요구사항들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포함되었는

지 보증하기 위해 평가되어야 한다.

바. 5.4.4절: “구현 확인 및 검증 활동”, (7) “컴포넌트 확인 및 검증 시험 수행 

및 검증” - 컴포넌트들은 구현이 성능을 포함하여 설계를 만족하였는지 보증

하기 위해 평가되어야 한다.      

사. 5.4.5절: “시험 확인 및 검증 활동” - 통합, 계통 및 인수 시험은 성능 관점

을 포함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아. 여러 절에서 성능 요구사항들을 포함한 요구사항들은 요구사항들로부터 설계, 

구현 및 시험으로 추적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자. 부록 G: RG 1.168, "선택적 확인 및 검증 역무 해설“의 규제입장 7번 -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여러개의 역무들이 언급되어 있다.

- 성능 감시 : 성능 정보는 계통 및 소프트웨어 성능 요구사항들이 만족되는지 

보증하기 위해 운전조건에서 연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되어진다.

- 사이징 및 타이밍 분석 : 소프트웨어 기능들과 자원 활용에 대한 데이터는 속

도와 용량에 대한 계통과 소프트웨어 요건사항들이 만족되어졌는지 결정하기 

위해 수집되고 분석되어진다.

     RG 1.105 “안전관련 계측기기 설정치”에서는 ISA-S67.04, Part 1, "원전 안전관

련 계측기기 설정치“를 원자로 계측제어 계통에서 요구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보증하기 위하여 초기 설정 및 계측제어 교정의 유지를 위해 허용 가능한 방법으

로 승인하고 있다. 계통의 시간 지연들은 계측기의 설정치를 설정하기 위해 중요

한 고려 사항이다. RG 1.105의 적용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7-12에서 제공한다.

    상기 사항에 추가하여 NUREG/CR-6082는 계통성능과 타이밍에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하는 데이터통신계통을 언급하고 있다. NUREG/CR-6083은 성능, 타이밍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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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복잡성과 관련해서 실시간계통을 기술하고 있다. 이들 문서들은 그러한 계통을 

검토하기 위한 상세한 평가지침과 관련된 용어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3. 목 적 

    본 부록의 목적은 디지털컴퓨터계통의 설계에서 앞절에서 언급한 규제근거 및 기

술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려는 심사자에게 필요한 평가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부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가. 설계기준사건 및 다른 관련기준에서 계산되어지는 계통 타이밍 요건이 그 계

통의 디지털 컴퓨터 부분에 적절히 할당되고, 디지털 계통설계를 만족하고 있

음을 입증하는 것.  

    나. 인터럽트와 같은 타이밍 설계 및 구현 기술을 확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

요하다는 것을 심사자들에게 알리는 것. 

    다. 설계단계에서 사용된 소규모 혹은 부분 계통의 공학적 시제품을 확장하였을 

경우, 설치된 계통의 성능이 예상대로 작동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기술적

인 근거를 평가하는 것. 

II. 규제 입장

 1. 개  요 

    실시간 성능 평가를 함에 있어 계통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계통 구조

는 계통 구성품들 사이의 통신에 시간이 걸리고 다양한 계통의 구성품들에 대한 

기능의 할당이 타이밍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능에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구

조는 단순한 구성품들의 배열이 예기치 않게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타이밍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다중성과 다양성에 대한 요건에 따라 계통구조에 추가적인 구

성품과 상호 연계성이 추가되어 타이밍분석이 복잡해 질수 있다. 계통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지침은 부록 7-14에 있다. 단일프로세서로 특정 기능이나 기능 그룹

을 위한 충분한 계산 성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기능이 수행되는 위치가 넓게 분

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타이밍 요건은 계통 구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타이밍 요건은 계통을 다중 프로세서로 분할하거나, 프로그램을 수정함으

로써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 복잡성으로 인하여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확인 및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디지털 계측 루프는 대개의 경우 센서, 전송



부록 7-17 개정 4 - 2014. 12- 7 -

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멀티플렉서, 데이터통신장비, 디멀티플렉서, 컴퓨터, 

기억소자, 제어기 그리고 디스플레이들을 포함한다. 타이밍분석은 전체 루프를 고

려하여야 한다. 

  2. 검토되어야 할 정보 

    검토되어야 할 정보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본, 인허가 개정 

요구, 특정기술주제보고서 및 신청자/피규제자 서류 등에 포함된 내용이다. 안전성

분석보고서와 참고서류들은 전형적으로 구조적인 기술, 설계기준사건 및 분석 그

리고 설계 이행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검사, 시험, 분석 및 허용기준이나 상세 설

계서류들은 설계, 시험, 분석 혹은 설계 이행사항에 대한 적절성을 증명하는 방법

을 기술한다. 

  3. 허용기준 

    아래에 기술된 허용기준이 만족되어지면 심사자는 설계 혹은 완성된 계통이 타이

밍 요구조건을 만족할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또한 계통이 적절하다고 입증

할 수 있거나, 시제품은 실제 발전소에서 요구되는 정확성과 성능을 틀림없이 반

영할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여기에서 기술된 허용기준은 실시간 관련내용을 

포함한 검증방법이나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을 기술한 제출자료에 의해 따라서 만

족되어질 수 있다. 

    가. 응답시간 제한 

       응답시간 제한은 출력진동 억제, 핵연료 설계 제한치 초과 방지, 냉각이 불가

능한 노심구조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요건과 일치함을 보여야 한다. 설정치 

분석과 응답시간 제한도 일치함을 입증해야 한다.  심사자는 응답 시간 제한이 타

이밍 요건에 대한 근거로서 사용되기 전에 안전해석분야, 계통성능분야와 전력계

통분야에도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나. 디지털컴퓨터 타이밍 요건 

       디지털컴퓨터 타이밍은 응답시간 제한치,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특

성, 그리고 데이터통신계통과 일치함을 입증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에

서 다루어야 하는 컴퓨터 계통 타이밍 요건은 부록 7-13에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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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  조 

       구조에 관한 설명내용은 센서와 작동기 사이에 존재하는 계산지연 및 메시지 

지연 값을 충분히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해야 한다. 계통 구성요소 및 소프트

웨어 구조의 시간지연에 대한 할당시간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 초기설계단계에서

(예, 설계인증신청 시점에서) 제안된 구조의 구성요소들의 시간지연에 대한 추정된 

할당시간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  후속 상세설계 및 구현에서는 소프트웨어 구조

의 단위수준까지 자세한 타이밍 할당을 개발하여야 한다.

     설계는 현재 알려진 방법과 대표적인 장비로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전체 계

통이 타이밍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계통 구성품에 예정된 타이밍 값을 할당하

여 설계타이밍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KEPIC ENB-6370 부록 E, 

NUREG/CR-6082와 NUREG/CR 6803의 2.2, 2.3.1 및 2.3.2절 참조). 타이밍 값은 적

당한 여유도를 지닌 내부와 외부 통신지연을 포함해야 한다.

     비결정론적 지연을 언급하여야 하고 그런 지연이 안전 기능상의 한 부분이 아니

며, 보호 기능을 방해하지 않음을 기술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구조타이밍 요건은 부록 7-13에 기술한 것과 같이 소프트웨어 구조 

기술에서 언급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디스크 드라이브, 프린터 혹은 정지나 

오동작하기 쉬운 장비나 구조적 구성요소들은 보호계통의 동작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라. 설계이행사항 

       설계기준 문서들은 계통 타이밍 목표를 기술해야 하며, 타이밍 요건들은 설계

이행 사항들에 의해 만족되어야 한다. 

    설계는 정상 및 비정상 운전 상태에서 극단적인 환경의 영향을 포함하여 데이터 

속도, 데이터 대역폭 그리고 데이터 정밀도 요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향후 요구증

가, 장비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변경을 수용하기 위한 충분한 초과 용량 여

분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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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기준 문서들은 신청자가 타이밍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용할 설계방식을 

명시하여야 한다. 비결정론적 데이터통신, 비결정론적 계산, 인터럽트 사용, 멀티

태스킹, 동적 스케쥴링, 사건-기반 설계와 같은 위험성 있는 설계방식은 피해야 

한다. 그러한 설계를 할 경우 신청자는 관련된 위험성을 관리하기 방법을 기술해

야 한다. NUREG/CR-6082와 NUREG/CR-6083은 위험성이 있는 설계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마. 성능확인

       계통 타이밍을 확인하기 위해 제안되거나 사용되는 수단은 설계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험 및/또는 분석 정당화를 통해 계통이 타당하고 임의로 선택된 계통부하의 부

분집합, 조건들 그리고 설계기준사건에 대하여 응답시간 제한을 만족함을 입증해

야 한다. 이 부분집합은 제한적인 부하조건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통을 설계한 설

계자와는 독립적인 사람에 의해서 선정되어야 한다. 

   

     타이밍 분석을 위한 분석 및 시험방법은 모두 결점을 가진다. 타이밍 시험의 완

전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완전성은 분석들을 통해 입증하기 보다 용이하지만 분석

에서는 실제로 가능하지 않은 극단적인 시간들을 예측한다. 그러므로 분석 및 시

험은 계통이 제한된 응답시간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적 방법

으로 종종 결합된다. 

    측정 방법은 요구되는 상세 및 분해능에 적합해야 한다. 

    타이밍 측정은 설계를 만족시켜야 하며 비정상적인 결과들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

다(NUREG/CR-6083, 2.1, 2.3.3 및 2.3.4절).

    바. 주기적 실시간 실행 프로그램 사용(Use of Cyclic Real-Time Executive) 

      주기적 실시간 실행 프로그램(운영체제)을 포함하는 계통에서 전형적인 사이클

은 응용모듈, 진단 모듈 그리고 다른 지원 모듈을 포함한다. 워치독 타이머는 보

통 각 사이클의 처음에 초기화 되고 사이클의 마지막에 재설정 된다. 만일 워치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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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가 완료되기 전에 그 사이클이 완료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된다. 

     사이클을 설명하고 워치독 타이머가 정확히 구현되었는지, 응용 모듈에서 요구되

는 시간이 구조 타이밍 예산에서 주어진 할당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진단

이나 다른 지원 모듈이 할당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는지를 입증하는 근거를 제

시하여야 한다.

    사. 부분품인 시제품 사용 

       전체 규모로 구현되어 시험되지 않은 계통에서는, 그 계통의 규모가 확장되었

을 때에 예상되는 지연이 계산되어야 하며, 계통 응답 시간제한보다 작음을 보여

야 한다(NUREG/CR-6083, 2.1.3절과 2.1.4절). 

     시험 계통을 전체 규모로 확장 설계하는데 요구되는 추가된 감지기, 채널들, 통

신링크, 제어기, 컴퓨터 노드 또는 구동장치의 영향을 기술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야 한다. 

     시험데이터는 규모정도뿐만 아니라 성능 설계안과 일치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사

항은 이례사항 혹은 비정상 사건으로 고려된다. 

     규모를 입증하기 위해 설계된 시제품은 측정될 규모영향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

한 추가 구성요소가 합하여진 모든 중요한 구조적 구성요소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검토절차 

    이용 가능한 정보 및 신청자 이행사항의 검토에 근거하여 심사자는 제출 유형 및 

상세수준에 적절한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나 특정주제기술

보고서 하에 인증된 설계에 대한 기술의 상세함은 전형적으로 응답시간 제한, 디

지털컴퓨터 타이밍 요건, 구조, 설계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세한 기술에 대해서 심사자는 설계기준사건과 그 외 다른 설

계기준으로부터 계산된 계통 타이밍 요건이 적절히 해당계통의 디지털 컴퓨터 내

용으로 할당되었으며 디지털 계통 구조설계상에서 만족되어짐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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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시험, 분석 및 허용기준이나 설계, 시험, 분석 혹은 설계 이행사항을 만족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방법을 기술한 상세 설계문서가 이용 가능할 때, 심사

자는 설치된 발전소 계통이 예상대로 동작한다는 것과 적절한 측정 및 분석 기술

이 인터럽트 사용과 같은 특정한 설계나 구현 방식에 의해 초래되는 불확실성을 

보상하는데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러한 수준의 검토는 두 허용기준인 

성능확인 과 부분품인 시제품의 사용에 대한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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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7-18 일반의제, 현장실사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운영허가 단계의 검토 주안점은 현장실사이며 도면 검토가 완료되기 이전의 어느

시점에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장실사의 목적은 도면을 토대로 한 설계

검토를 보완하고 현장에 설치된 실제의 설계이행 등을 평가하는데 있다.  현장 검사원

이 지적사항을 직접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현장실사 이전에 고려대상인 발전소의 

관할 주재관 사무실에 통보해야 한다.  설계의 정확한 이행이 기술검토과정의 궁극적

인 목표이므로 현장답사의 중요성은 자명한 것이다.  다음은 검토중인 발전소에 대한 

특정한 의제를 만드는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일반 의제들이다.

1. 예비토의

  가. 미해결 항목

  나. 시찰을 위한 발전소 배치(Layout)

  다. 특별한 관심분야

2. 제어실

  가. 일반 배치

  나. 핵 계측 및 원자로 보호계기의 배열, 분리 및 배치

  다. 제어봉 위치 지시

  라. 보호계통의 개시스위치, 우회스위치 및 상태판넬의 배열

  마. 공학적안전설비의 개시스위치, 우회스위치 및 상태판넬의 배열

  바. 판넬 배선의 분리 및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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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측기실

  가. 일반 배치

  나. 보호계통 랙 및 판넬

  다. 시험 설비

  라. 기기 분리 및 격리

  마. 판넬 배선의 분리 및 격리

4. 현장 계기의 랙/배관

  가. 물리적 분리 및 단일 고장

  나. 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

  다. 시험 설비

5. 원자로 및 터빈 건물

  가. 보호계통 계기의 배열, 분리 및 배치

  나. 화재, 비산물 등으로 인한 계기의 손상 가능성

  다. 다중장비에 대한 배관 및 배선의 분리

  라. 보호계기의 시험에 관한 조항

6. 제어실 외부에서의 정지

  가. 원격제어반의 배열, 분리 및 배치

  나. 현장 제어기 및 지시기의 특성



제8장 전력계통





지 침 번 호 KINS/GE-N001

분 류 번 호 8.1

개 정 번 호 4

발 행 일 자 2014.1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분류번호 : 8.1

제 목 : 전력계통 - 서론

검토주관부서 : 전력계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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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 ‘92.4

1 ‘93.5 ‘93.5

2 ‘99.10 ‘99.10

3 김문영 ‘09.12 김복렬 ‘09.12

4 주운표 ‘14.11 정충희 ‘14.11





제8.1절                                                        개정 4 - 2014. 12- 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8.1절  전력계통 - 서론

 검토주관 :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상세한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력발전소, 송전망 및 스위치야드 간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소외전력계통의 사

업자 기술내용

 2. 소외전력계통의 상실과 소내전력계통의 단일고장 시 설계기준사고를 완화시키기에 

충분한 전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소내전력계통에 관한 사업자의 기술내용

 3. 발전소 정전사고(SBO)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각 발전소가 설정한 최소의 허용시간

동안 견딜 수 있고, 복구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업자의 기술내용

 4. 발전소 불시정지 유발가능 전기설비(주발전기, 변압기 보호계전기 등)에 관한 사업자의 

기술내용1)

 5. 상기 계통들의 설계에 적용되는 허용기준

1) 대부분의 원자력발전소 불시정지 원인이 동력변환계통(예, 주발전기 등) 설비의 오동작 또는 빈번한 고

장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자력발전소 동력변환계통 설비에 대한 검사업무는 원자력안전법 시

행규칙 제19조 “정기검사“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2호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

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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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안전심사지침 8.2, 8.3.1, 8.3.2 및 8.4절은 이 절과의 구체적인 검토연계를 갖는다.

   상세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상기 안전심사지침의 관련 절에 포함되어 있다.

Ⅱ.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아래의 규제관련 요건들을 만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1. 표 8-1은 검토자가 현재 전력계통에 적용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나열하고 있다. 적

용 가능한 법규, 고시, Regulatory Guide(이하 "RG")와 부록 등의 허용기준을 이행

함으로써 전력계통에 대한 설계 안전기능의 수행을 보증한다.

 2. 안전심사지침 8.2, 8.3.2, 8.3.3과 8.4절은 표 8-1에 있는 허용기준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상기 각 절에는 또한 허용기준을 전력계통의 심사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인 배경을 기술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이 절에 기술된 검토사항에 대하여 상기 규제관련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상세 허

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

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

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상세 허용기준은 안전심사지침 8.2, 8.3.1, 8.3.2 및 8.4절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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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절차

   검토자는 특정한 경우에 대하여 적합한 내용을 아래에 기술된 절차에서 선정한다.

   이 검토절차는 상기 Ⅱ.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 허용기준과 다른 경우 

검토자는 사업자가 제안한 대체방안이 상기 Ⅱ.절, 허용기준의 규제관련 요건들을 어

떻게 만족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SAR) 8.1절을 검토하고 (1) 원자력발전소와 송전계통의 

연결 및 송전망에 관한 간략한 설명, (2) 소내전력계통에 관한 간략한 설명, (3) 발전소 

정전사고(SBO)를 대비한 대체교류전원(AAC)과 안전 모선들의 연결에 관한 간단한 설

명, 그리고 (4) 전력계통의 설계에 적용되는 설계근거 및 기준, 기술기준, RG 및 부록

과 이들의 적용범위에 관한 기술내용, 각 기준에 따른 설계의 적합성에 관한 명확한 

기술내용을 확인한다.

   검토자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한다.

 1. 검토자는 송전망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지,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와 송전망간의 상호 

연결이 명백하게 정해졌는지를 확인한다. 사업자는 시설물이 현존하는지 혹은 계획되

었는지 여부를 기술해야 하며, 만약 계획되었다면 각각의 준공일자를 명시해야 한다.

  

 2.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8.1절에 소내전력계통에 관한 설명이 간략히 기술되고, 안전

성분석보고서 8.3.1절에 소내전력계통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3.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8.1절에 발전소 정전 (SBO)사고를 대비한 대체교류전원이 

간략히 설명되고, 안전성분석보고서 8.4절에 상세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

 4. 검토자는 전력계통 설계에 적용된 기준 및 지침이 표 8-1에 수록된 기준 및 지침

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는 나열된 이들 기준 및 지침의 적용범위

를 논의하고 그것들을 전력계통의 설계에 적용할 때 또는 적용에 따른 영향을 기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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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지 확인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는 소외 및 소내 

전력계통에 관한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표 8-2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에 대해 규제의 관점에서 해석한 내용을 제공

하고 있다.

 6. 안전심사지침 8장, 부록 8-8은 운영허가 검토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현장 답사를 

위한 일반적인 협의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Ⅳ. 평가결과

   검토자는 사업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출하였는가 그리고 그 검토 및 계산 결과에 

따라 안전성평가보고서(SER)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또한 이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 8.1절은 (1) 원자력발전소와 송전계통과의 연결 및 송전망에 

관한 간략한 설명, (2) 소내 교류 및 직류 전력계통의 간략한 설명, (3) 발전소 

정전사고(SBO)를 대비한 대체교류전원(AAC)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4) 전

력계통 설계에 적용되는 설계기준을 제시한다.

2. 검토자는 전력계통의 설계가 표 8-1에 있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시, 그리고 적용 가능한 RG 및 부록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충분

한 근거를 제시하면 타당한 것으로 결정한다.

3. 검토자는 전력계통의 설계기준이 표 8-1에 있는 허용기준에 따라 적합한 것으

로 결론을 내린다.

V. 참고문헌



제8.1절                                                        개정 4 - 2014. 12- 5 -

1. 표 8-1 참고

표 8-1  전력계통에 대한 허용기준 및 지침

   표 8-1은 허용기준("A"로 표시), 지침("G"로 표시) 및 안전심사지침 8장 각 절의 적

용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허용기준은 안전에 중요한 전력계통을 위해 수립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침은 이들 요건을 상세히 서술하고 전력계통이 이들 요건을 준수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보다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전력계통 관련분야

에 대한 검토책임이 이 안전심사지침 이외의 다른 절에 있는 경우에는 허용기준 및 

지침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

에 관한 지침”에서 참조 기술기준이 명시되었다면,  그 기술기준(KEPIC)은 관련 규제

요건을 만족하는 타당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참조 기술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

면 신청자는 참조 기술기준이 현재의 규제관행과 적절히 일치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기술기준의 정보를 고려 및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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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전력계통에 대한 허용기준 및 지침                                     

                                                                           (1/2)

기     준 제    목
적 용 범 위

비   고
8.2 8.3.1 8.3.2 8.4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가. 제13조/GDC2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A A A
 나. 제15조/GDC4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A A A
 다. 제16조/GDC5  설비의 공유 A A A
 라. 제24조/GDC17  전력공급설비 A A A A
 마. 제24조/GDC18  전력공급설비 제5항 A A A A

 바. 제29조/GDC34
     제30조/GDC35
     제31조/GDC44

 잔열제거설비
 비상노심냉각장치
 최종 열제거설비

A A A

 사. 제23조/GDC50  원자로격납건물 등 A A
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정기검사) A A A A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가. 제2013-05호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A A A A

 나. 제2013-10호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A A A A

 다. 제2013-12호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A A A A

4. 10CFR 50.34  적용내용 ; 기술정보 

 가. 50.34(f)(2)(v)  TMI Item I.D.3 관련 A A A

 나. 50.34(f)(2) (xiii)  TMI Item II.E.3.1 관련 A

 다. 50.34(f)(2) (xx)  TMI Item II.G.1 관련 A

5. 10CFR 50.55a  코드 및 기술표준 A A

6. 10CFR 50.65(a)(4)  원전 정비효과 관리 요건 A A A A

7. 10CFR 52.47(b)(1)  신청서 내용 A A A A

8. 10CFR 52.80(a)  신청서 내용; 추가적인 기술정보 A A A A

9.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 시설 기준적용에 관한 지침(원자

력위원회 고시 제2012-13호) 별표 1/Regulatory Guide
 가. RG 1.6  다중 예비소내전원의 독립성 G G

 나. RG 1.9  디젤발전기의 선정, 설계, 검증 및 시험 G G

KEPIC 

ENB 6240/

IEEE 387

 다. RG 1.32  안전관련 전력계통에 관한 기준 G G G

KEPIC 

ENB 

6210/IEEE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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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전력계통에 대한 허용기준 및 지침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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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제    목
적 용 범 위

비  고
8.2 8.3.1 8.3.2 8.4

 라. RG 1.47  안전계통의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지시 G G

 마. RG 1.53  보호계통의 단일고장기준 적용 G G

KEPIC ENB 

3000/IEEE 

379

 바. RG 1.63  격납건물 구조물의 전기 관통부 집합체 G G
IEEE 242, 
317, 741

 사. RG 1.75  전력계통의 물리적 분리 G G IEEE 384
 아. RG 1.81  다호기의 공용 비상 및 정지 전력계통 G G
 자. RG 1.106  모터구동밸브 전동기의 열과부하 보호  G G
 차. RG 1.118  전력계통 및 보호계통의 주기시험 G G IEEE 338
 카. RG 1.128 납축전지 설계 및 설치 G IEEE 484
 타. RG 1.129 납축전지 보수, 시험 및 교체 G IEEE 450
 파. RG 1.153 안전계통의 기준 G G IEEE 603

 하. RG 1.155 발전소 정전사고(SBO) G G G G
NUMARC87-
00

 거. RG 1.160 원전 정비효과 감시 G G G G
NUMARC93-
01

 너. RG 1.182 정비활동 전 리스크 평가 및 관리 G G G G

 더. RG 1.204 원전의 낙뢰보호 지침 G G

IEEE 665,
IEEE 666
IEEE 1050
IEEE C62.23

10. 부  록

 가. 부록 8-1 
안전주입탱크 배관에 있는 모터구동밸브
에 대한 요건

G

 나. 부록 8-2 디젤발전기를 첨두 부하시 사용 G
 다. 부록 8-3 소외전력계통의 안정도 G

 라. 부록 8-4
수동제어 전기구동밸브에 단일고장기준의 
적용

G

 마. 부록 8-5
공학적안전설비계통의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 지시에 대한 보완지침 

G G

 바. 부록 8-6 발전소 전력계통의 전압 적합성 G G

 사. 부록 8-7
디젤발전기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에 관
한 경보 및 지시기준

G

11. NUREG 보고서 및 SECY 문서
 가 . 
NUREG-0718
    (Rev.1)

건설허가 미결사항에 대한 허가 요건 G G
RG1.47에 관한 

TMI Item I.D.3

 나 . 
NUREG-0737

TMI 조치계획요건 A

TMI Item 

II.E.3.1 및  

II.G.1

 다. NUREG/CR
    -0660

소내 디젤발전기의 신뢰도 개선 G 참고용

 라 . 
SECY-94-084

개량형 원전 인증현안 및 현행 요건과의 
관계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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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

건에 대한 규제입장

   이 기준은 소외전력계통 및 소내전력계통의 최소요건에 대한 결정론적인 기술내용, 

즉, 특정한 계통 및 회로의 구성과 기능요건의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단일고장기준을 

명백하게 만족해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

설비“의 요건은 소내전력계통에만 관련이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를 적용함에 있어서, 검토자는 소외전력계통에 대한 결정

론적인 요건을 단일고장기준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유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표 

8-2의 왼쪽 칸에 있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의 본문은 결정론적인 요건에 대한 검토자의 해석과 단일고장기준의 준수에 관한 

해석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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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검토자의 해석

①원자로시설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계통 및 기기의 고유한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발전소내·외 전력계

통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

록 설치하여야 한다.

1. 발전소내·외 전력계통 중 어느 하

나의 계통이 상실된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 나머지 계통은 예상운전과

도로 인하여 연료허용손상한계 및 

냉각재 압력경계 설계조건이 초과

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안전을 유

지할 수 있는 용량과 능력을 갖출 

것

2. 설계기준사고시에도 노심냉각, 격

납건물 건전성과 다른 필수기능들

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

한 용량과 능력을 갖출 것

1. 소외전력계통과 소내전력계통이 모두 설치

되어야 한다. 각각은 서로 독립적이고, 모

든 안전기능 수행을 위한 전력공급 능력을 

가져야 한다. (소내․외 전력계통이 함께 고

려된 경우 모든 안전기능 수행에 필요한 

전력공급능력을 상실하고 계통 수준에서 

(system basis)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해야 한

다. 또한 아래 2.항의 요건 관점에서 두 계

통이 함께 고려해야할 경우 완전한 소외전

력상실(LOOP)과 소내계통의 단일고장에도 

최소 요구된 안전기능을 위해 필요한 전력

공급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지탱할 수 있어

야 한다.)

②축전지설비를 포함하는 발전소내 전

력공급원 및 발전소내 배전계통은 

단일고장사건 발생 시에도 그들의 

고유한 안전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한 독립성·다중성 및 시험성을 가

져야 한다.

2. 소내전력계통(안전등급1E)은 단일고장에도 

최소 요구된 안전기능을 위해 필요한 전력

공급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지탱할 수 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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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전력공급설비“ 검토자의 해석

③송전망에서부터 발전소내 안전등급 

배전계통에 이르는 발전소외 전력공

급 계통은 운전중, 설계기준사고, 

자연환경에 의한 영향시에도 동시 

고장 가능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별도의 변전소로부터 물리적으로 독

립된 두 개의 회로로 구성되어야 하

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소외전력계통은 송전망(grid)에서 소내배전

계통(안전모선)에 연결하는 두 개의 독립된 

회로로 구성해야 한다.(분리된 송전탑이 요

구되지만, 공동 스위치야드 구조를 허용한

다.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요건

은 아니나,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의 전원

(grid)이기 때문에 단일고장은 만족될 수 없

다.)

1. 각 회로는 모든 발전소내 교류전원

이 중단된 경우와 다른 발전소외 

전력회로의 고장과 같은 사고 이후

에도 즉시 사용이 가능할 것

4. 필수적인 두 개의 소외전원 각각의 회로는 

모든 소내교류전원과 하나의 소외전원상실

시 안전정지가 가능하도록 빠른 시간 내에 

가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2의 

회로는 “지연접속(delayed access) 회로”라 

지정한다. 소외전원계통은 두 개의 회로가 

함께 고려되므로 지연접속회로에 대해서만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 독립된 2개의 회로중 하나는 냉각

재상실사고 이후에도 수초 이내에 

사용이 가능할 것

5. 이들 회로중 하나는 LOCA 이후에 수초 이

내에 가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회로는 “즉시접속(immediate access)”

라 지정한다. 다만 하나의 회로만이 요구되

므로, 소외전원계통은 이 즉시접속회로 기

능에 대해서는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할 필

요가 없다.)
④전력공급설비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나 송전망으로부터 공

급받는 전력 또는 발전소내 비상전

력공급원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전력중단이 나머지 전력공급원의 중

단상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전

소내·외 전력계통의 특성변화에 따

른 계통 안정도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사업자가 수행한 분석결과 송전망(grid)은 

원자력발전소 발전정지, 송전망에 물려있

는 가장 큰 다른 발전소 혹은 필수적인 송

전선로 상실 사고시 안정을 유지할 수 있

음을 보증해야 한다. (단일고장기준의 만족

에 관한 특별한 요건은 없다. 상기 1항에 

따른 요건은 소외/소내 전력계통에 대해서 

계통 수준(system basis)의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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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안전관련 전력계통은 그 계통들의 

연속성과 기기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시험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안전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전력계통은 비 

안전등급이라도, 주기적인 시험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시험 가능성을 입

증하여야 한다. 
⑥교류전원이 완전 중단된 경우 및 이

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용량과 신뢰성을 

갖춘 대체교류전원을 확보하여야 하

며, 대체교류전원의 성능은 시험을 

통해서 입증하여야 한다. 

8. 대체교류전원은 비안전계통이나, 안전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처능력, 단일취약

점, 독립성, 소내 교류전원과 공통원인 고

장 배제 등 특정 설계요건 및 품질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하고, 시험을 통하여 입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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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8.2절  소외전력계통

 검토주관 :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자는 사업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SAR)에 기술된 소외전력계통에 대한 정보, 분

석내용과 전기단선도, 전기상세도, 논리도면, 표, 현장 배치도를 포함한 시공 설계 문

서 등을 검토한다. 이 검토의 목적은 소외전력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

준”, 제16조 “설비의 공유“와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을 만족하는가 그리

고 발전소의 모든 운전 및 사고조건에서 소정의 설계기능을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하

는데 있다. 소외전력계통은 산업기술표준 및 Regulatory Guide(이하 “RG”)에서 “우

선전력계통” 이라 부른다.  발전소 정전사고(SBO)시 안전정지를 위한 대체교류전원

(AAC)과 우선전력계통 간의 연계는 소내 및 소외 전력계통의 적합성과 독립성 관점에

서 검토한다. 대체교류전원은 내연 터빈발전기, 디젤발전기, 혹은 다른 다양한 전원이 

될 수 있다. 대체교류전원의 설계, 운전 및 성능은 안전심사지침 8.4절에서 검토한다.

   소외전력계통은 소내 비상교류전원과는 무관하게 운전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물

리적으로 독립된 회로를 포함하며, 안전관련 및 기타 전기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송전망(grid), 송전선로(가공 선로 혹은 지하 선로), 송전탑, 변압기, 스위치야드 

내에 있는 기기 및 제어계통, 스위치야드의 축전지계통, 주발전기, 발전차단기(GCB), 

부하차단스위치, 단로기, 커패시터뱅크 및 무효전력 보상장치(VAR)와 같은 스위치야드 

내의 전기설비를 포괄한다.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단계에서 소외전력계통에 대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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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같은 사항들을 검토한다.

 1. 송전망에서 소내배전계통까지 최소한 두 개의 분리회로가 확보되었는지 우선전력

계통의 배열을 검토한다. 우선전력계통의 적합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시고장 가

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전기적, 물리적인 격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두 회로(혹은 그 이상)의 독립성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송전망에서 오는 전

원의 배열, 송전선로 부지(rights-of-way)의 위치, 송전선 및 송전탑, 변압기, 스위

치야드 내부 연결장치(차단기 및 모선배열), 스위치야드의 제어계통 및 전력공급장

치, 소내 스위치기어의 위치, 스위치기어들 간의 상호 연결장치, 케이블 통로, 주발

전기 차단설비, 차단기의 제어 및 전력공급장치, 발전기 차단기(GCB) 및 부하차단

스위치에 대하여 검토한다.

 2. 소내전력계통과 발전소 정전사고(SBO)에 대비한 대체교류전원의 관점에서 우선전

력계통의 독립성을 평가한다. 이 평가범위는 소내 비상교류전원에 의해 전력을 공

급받는 안전관련 배전계통의 모선을 포함하나, 안전관련 배전계통의 모선에서 하

부 모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차단기(supply breaker)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평가

는 이중화된 우선전력회로중 어느 한 회로의 상실이 다른 우선전력회로, 대체교류

전원 혹은 비상교류전원의 상실을 초래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호계전기 회

로, 차단기 제어회로와 전력공급장치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3. 원거리에 있는 전원으로부터 우선전력을 공급하는데 사용되는 송전선, 차단기 및 

변압기를 포함한 송전망 전원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설계정보 및 분석결과를 검토

하여, 각 회로(path)가 소정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용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

는지를 확인한다. 이는 발전소의 각 운전조건에 따라 전력을 공급받는 부하들, 즉 

차단기, 변압기, 송전선의 연속 및 고장정격, 기기의 투입(loading), 차단(unloading) 

및 절체영향, 그리고 각 전원의 가용한 전력용량 등에 대한 상세검토가 필요하다.

 4. 우선전력계통이 소정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우선전력계통의 상태를 감시 

및 지시하는 계측설비가 그 변화 상태를 주제어실 운전원에게 즉각 알리도록 설계

되었는가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우선전력계통과 관련된 안전작동을 개시하는 모

든 계측설비도 검토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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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우선전력계통에 대한 시험능력을 검토한다.

 6. 홍수, 태풍, 대기온도의 높고 낮음, 비, 낙뢰, 눈 및 결빙 등으로 인해 야기될 환경

조건이 우선전력계통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환경조건을 우선

전력계통의 검토에서 고려한다.

 7. 우선전력계통 설비에 대한 품질등급 분류를 검토한다.

 8. 대체교류전원(AAC)과 우선전력계통(PPS)의 연계를 검토한다. 대체교류전원의 설계, 

운전 및 성능은 안전심사지침 8.4절에 따라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이 절과 연계되는 안전성심사지침서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심사지침 8.3.1과 8.3.2절의 검토주관부서는 비상교류전원, 안전관련 교류배전

계통, 축전지 및 직류계통, 계측 및 제어전력계통을 포함한 소내전력계통의 적합성

을 검토한다.

 2. 안전심사지침 8.4절의 검토주관부서는 발전소 정전사고(SBO) 해석의 적합성, 비상

디젤발전기의 신뢰성 목표 적합성, 발전소 정전사고 대처 및 복구 능력과 시간을 

포함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과 

10CFR 50.63 요건의 전반적인 적합성을 검토한다.

 3. 안전심사지침 4.6, 5.4.6, 5.4.7, 5.4.12, 6.3 및 9.3.5절의 검토주관부서는 각 원자로 

운전모드 및 사고에 대해 시간대별로 전력을 필요로 하는 관련계통의 기기를 결정

한다.

 4. 안전심사지침 6.5.1, 6.7, 9.1.3, 9.1.4, 9.2.1, 9.2.2, 9.2.4, 9.2.5, 9.2.6, 9.3.1, 9.3.3, 

9.4.1 ~ 9.4.5, 9.5.1, 10.4.5, 10.4.7 및 10.4.9절의 주관검토부서는 각 원자로 운전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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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고에 대해 시간대별로 전력을 필요로 하는 관련계통의 기기를 결정한다.

 5.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또한 요청시 우선전력계통의 적절한 운전을 위해 필요한 

보조계통들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이는 우선전원계통으로부터 소내 전력배전계통

의 모선과 냉각수계통, 수소냉각계통, 터빈 전기식 유압제어계통 및 공기공급계통

과 같은 주발전기 보조계통까지를 포함한 회로 스위치기어를 위한 냉난방 환기계

통을 포함한다.

 6.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요청시에 우선전원부터 소내 비상교류전원 배전계통의 

모선까지 경로(path)가 운전 혹은 가상사고 환경조건에서 동시 고장을 일으키지 않

음을 보증하기 위해 우선전력계통의 기기 및 구조물에 대한 현장배치를 확인한다. 

이는 기기고장으로 인한 침수, 비산물, 배관 휩(whipping)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

함한다.

 7. 안전심사지침 9.5.1절의 검토주관부서는 우선전력계통이 설치된 지역의 화재감지 

및 소방계통의 설계가 화재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인하고 

다중 전원 및 회로에 대한 화재보호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8. 안전심사지침 5.4.8, 9.2.3, 9.3.2 및 9.3.4절의 검토주관부서는 각 원자로 운전모드 

및 사고에 대해 시간대별로 전력을 필요로 하는 관련계통의 기기를 확인한다.

 9.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요청시 우선전력계통에 대한 환경조건(대기온도의 높고 

낮음, 강풍, 비, 결빙 및 눈)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10. 안전심사지침 7.2절에서 7.7절까지의 검토주관부서는 각 원자로 운전모드 및 사고

에 대해 시간대별로 전력을 필요로 하는 관련계통의 기기를 확인하며 필요시 우선

전력계통의 계측 및 제어기기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11. 운영기술지침서 16장의 검토주관부서는 운영기술지침서 검토를 위한 조정 및 검토

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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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심사지침 6.2.2, 6.2.3, 6.2.4 및 6.2.5절의 검토주관부서는 각 원자로 운전모드 

및 사고조건에 대해 시간대별로 전력을 필요로 하는 관련 계통의 기기를 확인한다.

13. 안전심사지침 14.2절의 검토주관부서는 사용전 시험, 시운전 시험 및 시험계획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14. 안전심사지침 13.5.1.2와 13.5.2.2절의 검토주관부서는 행정, 보수, 시험 및 운전 절

차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17장의 주관검토부서는 주기시

험, 보수, 신뢰성 보증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을 포함한 설계, 건설 및 운전 품질보

증계획을 검토한다.

15. 안전심사지침 13.5.1.1 및 13.5.2.1절의 검토주관부서는 행정, 보수, 시험 및 운전절

차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상세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상기 인용된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Ⅱ. 허용기준

규제요건

   일반적으로 우선전력계통은 송전망에서 소내 안전등급 1E 전력배전계통까지 두개

의 분리선로가 물리적․전기적으로 적절히 분리되며, 모든 안전부하 및 기타 필요한 기

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되면 만족한다.

   안전심사지침 8.1절의 표 8-1은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용되

는 규제 법규, RG, 산업기술표준 및 부록을 나열하고 있다. 허용기준은 규제관련 요건

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소외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그 안전기능 수행 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자연현상(지진, 태풍 및 홍수 제외)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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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2. 소외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정상 운전, 정비, 시험 및 가상사고 동안 

기기의 기능 상실을 초래하는 비산물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되

어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3. 우선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4. 우선전력계통의 (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 수행을 위한 용량 

및 능력, (2)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상실 혹은 소내 전력공급원의 상실 

혹은 이들 두 전원의 동시 상실의 결과로서 나머지 전원의 상실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규정, (3) 물리적인 독립성, (4) 가용성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5. 소외전력계통의 검사 및 시험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제29조 ”

잔열제거설비”,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에

서 다루고 있는 계통들의 안전기능이 달성됨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 계통과 관련한 

소외전력계통의 운전은 제24조 ”전력공급설비”에 포함되어 있다.

 7. 발전소 정전사고(SBO) 시 안전정지(설계기준사고가 이님)에 대비한 대체교류전원과 

관련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

 8. 10CFR50.65(a)(4)는 제안된 정비활동으로 인한 리스크 증가 여부를 그 정비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평가 및 관리해야 한다는 요건이다. 이 정비활동은 제한된 것은 아

니지만 주기점검(surveillance), 정비 후 시험, 시정 및 예방정비를 포함한다. 적절

한 정비활동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등 정비규정(maintenance rule)의 준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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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17장에 따라 검토한다. 정비규정의 요건을 적절한 절차서에 반영하

는 계획은 안전심사지침 13장에 따라 검토한다.

 9. 주변압기, 보조 및 대기 변압기, 스위치야드설비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0호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2호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1)을 적용하여 

심사과정에서 검사에 필요한 형식 시험 및 공장 시험 성적서 등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이 절에 기술된 검토사항에 대해 상기 규제관련 요건들을 만족하기 위한 상세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

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

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

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0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서 참조 기술기준이 명시되었다면, 그 기술기준(KEPIC)은 관련 규제요건

을 만족하는 타당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참조 기술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신

청자는 참조 기술기준이 현재의 규제관행과 적절히 일치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기술

표준의 정보를 고려 및 사용할 수 있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는 

소외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성분석보고서 3장에 기술한 바와 같

은 높고 낮은 대기온도, 강한 바람, 폭우, 낙뢰, 결빙 및 폭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적인 영향 등의 자연현상의 영향에 견딜 수 있다면 만족된 것이다.

1) 대부분의 원자력발전소 불시정지 원인이 동력변환계통(예, 주발전기 등) 설비의 오동작 또는 빈번한 고

장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자력발전소 동력변환계통 설비에 대한 검사업무는 원자력안전법 시

행규칙 제19조 “정기검사“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2호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

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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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는 소외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성분석보고서 3장에 기술된 정상

운전, 정비, 시험 및 가상사고 동안 기기의 기능 상실을 초래하는 비산물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에 견딜 수 있다면 만족된 것이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는 우선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 다수호기 원전의 안전등급 1E 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에 관한 KEPIC-ENB-6210/IEEE-308을 승인한 RG 1.32의 지침

과 IEEE Std. 308 1980년 판 및 그 이전 판에는 포함되었으나, 지금은 우선전력계

통에 대한 산업기술표준(예, KEPIC-ENB-6220/IEEE-765)에 포함되어 있는 다수호기 

원전의 소외전력계통(우선전원)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에 관한 지침에 부합

하면 만족된 것이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는 우선전력계통

의 (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 수행을 위한 용량 및 능력, (2)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상실 혹은 송전망에서 공급되는 전력 상실, 소내 

전력공급원의 상실 혹은 이들 두 전원의 동시 상실의 결과로서 어떤 나머지 전원

의 상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규정, (3) 물리적인 독립성, (4) 가용성과 송전망과의 

즉시 접속회로(immediate access circuit)가용성 및 회선 수에 관한 RG 1.32(KEPIC- 

ENB-6210/IEEE-308 참조) 지침, (5) 발전기 차단기(GCB) 및 부하차단스위치의 적

합성에 관한 안전심사지침 부록 8.2-1 지침에 부합하면 만족된 것이다.

SECY 94-084에 기술된 바와 같이 개량형(evolutionary) 원전의 경우, 각 다중 안전

모선에 적어도 한 개의 소외전력회로가 비안전 모선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됨으

로써 비안전 모선의 고장에도 안전모선에 소외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비안전 전력계통의 상실로 인한 과도상태가 현행 원전설계에서 고려한 

터빈정지에만 관련한 사건보다 심각하지 않음을 설계 여유도를 가지고 입증할 수 

없다면, 비안전 부하에 대체(alternate) 소외전원을 두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와 관

련한 현안은 안전심사지침 8.3.1절에서 상세히 검토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은 소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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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계통의 검사 및 시험이 이 요건에 부합하면 만족된 것이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제29조 

“잔열제거설비“,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는 이 조항들에서 다루고 있는 계통들의 안전기능이 단일고장을 적절히 가정하

더라도 달성됨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 계통이 제24조 ”전력공급설비”에 포함된 

소외전력계통의 운전과 부합하면 만족된 것이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은 발전소 

정전사고(SBO) 동안 안전정지(설계기준사고가 이님)에 대비한 대체교류전원과 관련

되며 대체교류전원의 적합성, 대체교류전원과 소내·외 전력계통간의 독립성에 관

한 RG 1.155의 지침에 부합하면 만족된 것이다.

 8. 10CFR50.65(a)(4)는 제안된 정비활동으로 인한 리스크 증가 여부를 그 정비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평가 및 관리해야 한다는 요건이다. 허용기준은 다음의 상세 지침

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RG 1.160은 송전망 리스크에 민감한 정비활동(예, 발전소 정지 가능성을 높이

거나, 소외전력상실(LOOP) 빈도 증가, 혹은 발전소 정전사고 대처능력의 감소 

등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 소내 비상교류전원의 정비활동 효과에 관한 것이다.

나. RG 1.182는 NUMARC 93-01, “원전 정비효과 감시에 관한 산업계지침”의 11

절을 승인한 것으로서 10CFR50.65(a)(4)항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9. 원자력발전소 동력변환계통 설비에 대한 검사업무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

조 “정기검사“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2호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

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다.

   허용기준에 대한 기술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는 

안전에 중요한 원자력발전소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높고 낮은 대기온도, 강한 바

람, 폭우, 낙뢰, 결빙 및 폭설,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적 영향과 같은 자연현상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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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도 소정의 안전기능 수행 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외전력계통과 관련하여, 이 기준은 원전 부지와 주변지역에서 역사적으로 기록

된 가장 심각한 자연현상 동안에도 소외전력계통의 기능수행 능력이 유지됨을 요

구한 것이다. 따라서 소외전력계통과 그 기기들은 높고 낮은 대기온도, 강한 바람, 

폭우, 낙뢰, 결빙 및 폭설,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에 정상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요건을 만족하면 기기 및 구조물이 자연현상과 관련한 영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고, 따라서 기후관련 자연현상이 사고를 일으키거나 또는 사고동안 기기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할 확률을 감소시킬 것으로 확신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는  소외전력계통과 관련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기기고장을 초래할 수 있는 

비산물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외전력계통은 정상, 비정상, 사고 및 사고 후 조건 동안에 안전에 중요한 계통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만족하면 소외전력계통은 악조건의 동적 영향을 받더라도 안전에 중요

한 계통의 동작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확신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는 공유되는 설비

들이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손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안전에 중

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다수호기 원전들 간에 공유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

다.

이 기준은 충분한 정당성도 없이 소외전력계통의 일부 기기가 다수호기 원전들 간

에 공유되어서는 안 됨을 요구한다. 따라서 다수호기 원전들 중 어느 한 호기에서

의 사고가 다른 호기의 상태와는 무관하고, 또 다른 호기의 안전에 과도한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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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지 않고, 요구되는 교류전력 등 가용한 완화설비를 이용하여 완화될 수 있음

을 보장한다. RG 1.32는 우선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 공유에 관한 허용지

침을 수립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의 요건을 만족하

면 다수호기 원전들 중 어느 한 원전의 사고가 소외전력계통의 전체적인 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호기의 상태와 무관하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는 안전에 중요

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 수행을 위한 소내 및 소외 전력계통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각 전력계통은, 다른 전력계통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가정하

고, 연료허용손상한계(SAFDL) 및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RCPB)의 설계조건이 예상

운전과도(AOO) 결과로 초과하지 않고 노심 냉각 및 격납용기 건전성과 기타 필수

기능이 가상 사고에도 유지됨을 보장할 만한 충분한 용량과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규정은 송전망

에서 소내 전력배전계통까지의 전력을 두 개의 물리적으로 독립된 회로로써 공급

하도록 설계하며 운전, 가상사고 및 가상 환경조건에서 이들 두 전력이 동시에 상

실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각 회로는 연료허

용손상한계 및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이 초과하지 않도록 모든 소내 교

류전원과 다른 소외전력회로의 상실 이후에 충분한 시간 안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들 중 한 회로는 노심 냉각, 격납용기 건전성과 기타 필수 안전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냉각재상실사고(LOCA) 발생 후 수 초 이내에 이용

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상실, 송전망으로부터의 전력 상실, 소내 전력

공급원의 상실 혹은 이들 전원의 동시 상실의 결과로서 어떤 나머지 전원의 상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전의 정지는 스위치야드 전압을 

떨어뜨리고 발전소 전압저하 보호계전기를 동작시키며 발전소 안전모선을 소외전

원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예상운전과도사건(AOO)이다. 이는 또한 송전망 불안

정도, 송전망 붕괴 가능성, 부적절한 스위치야드 전압, 원전에서 송전망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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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유효 및 무효 전력의 상실로 인해 이어지는 소외전력상실(LOOP) 사건을 초래

할 수 있다. 원전의 운영기술지침서 운전제한조건은 소외전력계통의 운전 가능성

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 대한 소외전력계통의 능력을 시험할 수 없으므

로 소외전력계통에 대한 설계기준은 송전망과 발전소 상태의 분석을 통해서만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전의 운전원은 (1) 운전 중에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소외

전력계통의 공급 능력과 (2) 원전 정지 후에 소외전력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을 인식해야 한다. 원전의 운전원은 원자로 정지 후 적절한 전압을 확보할 수 없

는 송전망 전압저하조건에서 소외전력계통이 운전 불가능함을 선언할 것으로 기대

한다. 송전망 전압 적절성, 전력산업의 규제 완화에 따른 송전망 안정도 및 신뢰도 

영향, 그리고 송전망 사건이 원전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추가 정보는 

참고문헌 36, 39, 40, 44, 45 및 54에서 제공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는 또한 소내전력

계통 및 소내배전계통이 단일고장 시에도 그 소정의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독립성, 다중성 및 시험성을 가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단일고장이 

소내전력계통의 전력 공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력계통의 어떠한 단일고

장에도 전력을 필요로 하는 안전기능 및 기타 필수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ECY 94-084에 기술된 바와 같이 개량형(evolutionary) 원전의 우선전력 배전계통

은 (1) 비안전관련 부하의 상실에 따른 설계여유가 현행 원전의 터빈정지에만 관련

한 사건보다 더 심각하다면, 비안전관련 부하에 가용한 대체(alternate) 소외전원을 

두어야 하며, (2) 각 다중 안전모선에 적어도 한 개의 소외전력회로가 비안전관련 

모선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급되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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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형 원자로설계가 노심냉각 및 격납건물 건전성에 대한 수동 안전관련 계통을 

포함하므로 안전운전을 위하여 송전 전력계통의 연결 및 소외전력계통의 안정도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동 원자로 설계는 원자로 냉각재 보충 및 잔열제거에 

대한 심층방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동계통을 역시 포함하고 있다. 사고 해석 및 확

률론적 위험도 분석(PRA)에 이러한 비 안전관련 계통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가 필

요하다.  일단 상기 내용이 확인되면, 발전소 전력계통 심사에서 이러한 계통이 대

한 소외전력요건을 만족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AP1000 안전해석에서 예를 

들면, 원자로 냉각재펌프(RCP)는 6.9kV 전력을 터빈 정지 후 주발전기 혹은 송전망

에서, 전기적 고장이 없다고 가정하고, 최소 3초 동안 공급받아야 한다. 출력운전 

중 터빈 정지가 발생하면, 발전기는 동기전동기로서 동기 속도에서 계속해서 회전

해야 한다. 회전중인 발전기가 송전망에 전압을 공급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주발전

기의 전동기 동작방지 보호계전기는, 주발전기 출력 차단기를 최소한 15초 지연시

킨 후에 개방할 것이다.  

발전기 출력 차단기가 트립되면, 발전소 배전계통은 송전망에서 RCP까지 역 송전 

(backfeed)받도록 되어야 있다. 따라서 AP1000과 같은 수동 원자로 설계에서 안전

해석에서 사용한 가정이 유효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송전망 안정도 분석은 송전

망이 터빈정지 후 최소 3초 동안 안정상태를 유지하는 가를 확인한다. 

RG 1.32의 규제입장에서 수정 및 보완된 KEPIC-ENB-6210/IEEE-308은 제24조 ”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허용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을 만족하

면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를 포함한 모든 시설의 운전모드 동안 단일고장

의 사건에서 조차도 안전기능 및 필수기능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뢰성 있는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확신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은 안전에 

중요한 전력계통은 그 계통의 연속성과 기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시

험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계통은 (1) 소내 전원, 

계전기, 스위치 및 모선과 같은 소외전력계통 기기들의 운전성과 기능에 따른 성

능 그리고 (2) 계통 전체의 운전성과 가능한 운전성과조건 하에서 보호계통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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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부분의 작동을 포함한 전체적인 순차 운전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소외전력

계통 및 소내전력계통 간의 전원 절체를 주기적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 기준은 교류전력계통이 주기적인 통합시험 수행 능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의 요건을 

만족하면 소외전력계통은 필요할 때 요구되는 주기 검사 및 시험을 위해 적절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중요한 계통변수, 성능특성, 열화 특징 그리고 검출 및

/또는 통제된 조건 하에서 임박한 고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제29조 ”

잔열제거설비”,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는 

소내 및 소외 전력계통의 접속이 필요한 안전계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계통은 정상 및 사고 동안에 특정 계통의 요구에 따라 이용이 가능해야 한

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제29조 ”

잔열제거설비”,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는 

우선전력계통의 동작과 관련하여(예비전원이 동작 불능일 때) 안전기능은 단일고

장을 가정하더라도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계통의 다중성을 요구하고 있다.

AP1000과 같은 수동형 원자로의 설계에서 설계기준사고에 대하여 교류전력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기준사고의 잠재적인 위험도 기여분은 최소화된다. 

수동형 원자로설계가 노심냉각 및 격납건물 건전성에 대한 수동 안전관련 계통을 

포함하므로 안전운전을 위하여 송전 전력계통의 연결 및 소외전력계통의 안정도에 

의존하지 않는다.



제8.2절                                                        개정 4 - 2014. 12- 15 -

이러한 설계는 소내 및 소외 교류전력원이 모두 상실된 후에 운전원의 조치 없이 

설계기준 사고 후 72시간 동안 안전정지 조건을 자동적으로 확립하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수동 원자로 설계는 72시간 동안 GDC 33, 34, 35, 38, 

41, 및 44를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에서 포괄한 기준

들을 만족하면 과도사건 및 설계기준사고를 포함한 모든 시설의 운전모드 동안 어

떤 단일고장의 사건에서 조차도 이 기준들에 따른 안전기능의 수행에 요구되는 전

력을 공급할 것으로 확신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과 10CFR 

50.63의 규정은 각 경수로형 원전이 발전소 정전사고(SBO)에 견디거나 대처 및 복구

할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발전소 정전사고를 위한 필수보조계

통인 전력계통은 정전사고시 노심 냉각 및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를 위해 충분한 능

력과 용량을 가져야 한다.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한 가

지 타당한 방법은 발전소를 안전정지 상태로 가져가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요

구되는 시간 동안 발전소 정전사고 대처를 위해 요구되는 모든 계통의 운전을 위하

여 충분한 용량, 능력 및 신뢰성을 갖는 대체교류전원(AAC)을 설치하는 것이다.

10CFR50.63은 또한 발전소 정전사고 동안 사용되는 대체교류전원(AAC)과 소외 또

는 소내 전력계통 간의 공통모드고장 가능성을 최소화(즉, 허용가능한 독립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계통 간의 전기적 연결이나 연계 기기의 물리적 배열이 

소내·외 전력계통의 상실 동안 대체교류전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대체교류전원의 설비가 소내·외 전력계통의 기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것도 중

요하다. 발전소 내 혹은 인근에 설치되는 대체교류전원은 용량, 능력, 소내 안전관

련 전력계통 및 우선전력계통과의 물리적 독립성 관점에서 RG 1.155의 지침에 적

합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8.4절에는 발전소 정전사고에 대비한 대체교류전원의 

검토사항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과 10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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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3의 요건들을 만족하면 원자력발전소는 발전소 정전사고(SBO)에 견디거나 대

처 및 복구될 수 있으며 노심냉각 및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가 확보될 것으로 확신

한다.

 8. 10CFR50.65(a)(4)는 사업자가 제안된 정비활동을 수행하기 이전에 그 정비활동으로 

인한 리스크 증가를 평가 및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송전망 안정도와 소외전

력계통의 가용성이 그 평가 수행 전의 조치가 필요하거나 이미 수행되었던 평가조

건을 변경시킬 수 있는 비상상황의 한 예가 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송전망 리스크

에 민감한 정비활동(주기점검, 정비 후 시험, 예방 및 시정정비 등)을 수행하기 전

에 정비 리스크 평가의 일환으로서 송전망 신뢰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정비활동은 (1) 발전소 정지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상태, (2) 소외전력상실(LOOP) 

혹은 발전소 정전사고(SBO)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상태, 그리고 (3) 발전소의 소외

전력상실 혹은 정전사고 대처능력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포함하여 운전중단에 따

라 리스크 심각도가 높은 기기(예, 비상디젤발전기, 축전지, 터빈구동 펌프, 대체교

류전원 등)를 포함하여 이미 상존하거나 곧 닥쳐올 송전망 신뢰도 저하상태 하에

서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는 활동들이다.

 9.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정기검사”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0호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2호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는 원자로시설의 주발전기설비, 

변압기설비 및 스위치야드설비에 대해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를 수행하고 이들 설비의 

고장이나 오동작으로 인한 발전소 불시정지를 최소화하여 안전관련 계통의 설계된 기

능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주변압기와 보조변압기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에 따른 우선전력회로를 만족

하기 위해 주변압기를 통한 역가압(backfeed) 회로를 “즉시 접속회로”로 사용될 

수 있다. 보호계전기는 케이블이나 발전기․변압기․스위치야드설비 등 전력기기에서 발생

한 이상상태를 감지하여 인적 보호 및/또는 전기기기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고장 파급

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신호를 제공한다. 보호계전기의 주요 기능은 보호대상 전

기기기의 가용도(availability)와 신뢰도(reliability)를 확보하는데 있다. 따라서 주발전

기설비, 변압기설비 및 보호계전기에 대한 가용도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불필

요한 발전소 불시정지를 최소화하고 안전관련 계통의 구조물 및 기기에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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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을 공급하게 함으로써, 안전관련 구조물 및 기기가 소정의 안전기능을 원활하

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Ⅲ. 검토절차

   검토자는 특정한 경우에 대하여 적합한 내용을 아래에 기술된 절차에서 선정한다.

   이 검토절차는 상기 Ⅱ.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 허용기준과 다른 경우 

검토자는 사업자가 제안한 대체방안이 상기 Ⅱ.절, 허용기준의 규제관련 요건들을 어

떻게 만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이 충족됨

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단계를 거치도록 한다.

가. 송전망에서 소내 전력배전계통의 모선까지 적어도 두 개의 분리회로가 설계되

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기도면을 조사해야 한다(한 개의 스위치야드가 이들 

회로에 공통으로 쓰일 수 있음).

개량형(evolutionary) 원전의 경우 각 다중 안전모선에 적어도 한 개의 소외전

력회로가 비안전 모선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됨으로써 비안전 모선의 고장

에도 안전모선에 소외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비안전 

전력계통의 상실로 인한 과도상태가 현행 원전설계에서 고려한 터빈정지에만 

관련한 사건보다 심각하지 않음을 설계 여유도를 가지고 입증할 수 없다면, 비

안전 부하에 대체(alternate) 소외전원을 두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8.3.1절을 참조한다.

AP1000과 같은 수동형 원자로 설계에서 수동형 안전관련 계통은 소내 전기1등급 

축전지에 연계된 직류 및 교류 배전계통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밸브 

및 관련 계측에 전력을 필요로 한다.

소외전력이 가용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발전소 기능을 위하여 비 안전 관련 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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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 안전관련 교류전력이 노심냉각 혹

은 격납건물 건전성을 유지한다고 확증할 수 없다. 

따라서 수동형 원자로 설계는 노심 냉각 및 격납용기 건전성에 대한 안전관련 수

동형 안전계통을 갖추고 있으므로,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에 따라 물리적인 독립성을 갖춘 2개의 소외전원에 대한 요건을 면제한다. 

수동형 발전소 설계의 비안전계통에 대한 규제조치(RTNSS)와 연관된 기술적 현안

사항은 SECY 94-084 및 SECY-95-132을 참고한다. 

수동형 경수로의 중요한 위험도 관련, 비안전 관련, 능동형 계통은 안전관련 수동

형 계통의 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심층방어적 기능을 제공하며 사고 및 결말을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AP 1000 수동형 원전설계에서 소외전력계통으로부터 공급받는 교류전

력은 정상적인 잔열제거계통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또한 사고후 감시계통 및 

전기 1등급 충전기의 입력전원으로써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잔열제거계통은 원자로 냉각재 보충 및 잔열제거를 위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에 

냉각수 주입용 비안전관련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설계검토에 비안전계통에 대한 규제조치 과정에서 확인된 중요한 위험도 

관련, 비안전 관련 능동 계통에 전원을 공급하는 소외전력계통을 포함시켜야 한다. 

나. 송전선로를 발전소 배치도면에서 조사하고 현장답사 시에는 소외 송전망에서 

소내 배전모선까지 적어도 두 개의 회로가 물리적으로 분리 및 독립되었는지 확인

한다.  다른 선로가 이들 두 독립회로의 상공을 교차하여 통과해서는 안 된다. 송

전탑 붕괴 혹은 선로의 단선과 같은 단일사건이 발생할 경우 연료허용손상한계 및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고 사건이 조속히 복귀될 수 있도

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검토자는 기후관

련 사건에 의해 우선전력계통과 대체교류전원을 동시에 상실시키는 단일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다. 스위치야드는 두 소외전력회로의 공용설비가 될 수 있으므로, 스위치야드 차단

기 제어계통의 전기도면, 제어회로의 전력공급장치 및 차단기 배열 등을 조사

하여 고장조건에서 차단기가 동작하지 않거나, 계전기 오동작, 제어회로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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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상실 혹은 스위치야드 모선 및 변압기의 고장과 같은 단일사건으로 인해 두 

개의 소외전력회로가 동시에 상실될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 단일고장에 취약

한 송전선로 보호체계가 소외전력상실(LOOP) 및 발전소 정전사고(SBO)로 연쇄

적으로 파급되어 일차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례가 참고문헌 42에 기술되어 있

다. 추가적으로, 검토자는 사업자가 수행한 스위치야드에 대한 고장모드 및 영

향분석(FMEA)을 조사하고 단일사건이 동시에 두 소외전원 회로를 상실시키는 

경우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라. 냉각재상실사고 시에 두 회로중 적어도 한 회로는 수초 이내에 안전관련 기기

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설계인지를 조사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는 두 회로 그 자체로 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해 단일고장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각 회로는 연료허

용손상한계 및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 내에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교류전력 상실을 가정할 때, 발전소

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각 단일고장사건의 경우 소외 송전

망에서 소내 안전등급 1E 배전모선까지 교류전력을 재 복구하는데 따른 소요

시간보다 충분히 긴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스위치야드 차단기의 제어방식은 어떤 인입 송전선로, 스위치야드 모선 혹은 

소내 안전관련 배전모선까지의 진입회로를 분리시킴으로써, 교류전력이 다중 

회로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소내 안전등급 1E 모선이 재복구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다중 직류축전지에 의해 작동되는 독립된 다중 차단기 트립 및 투입장치

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교류전력이 없이도 축압기 내의 고압공기 혹은 스프링

에너지를 이용하여 차단기를 개방 및 투입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특히 스위치

야드설비의 차단기 오동작으로 인한 발전소 불시정지 유발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2) 운전경험사건과 관련하여 다중 송전망 보호체계의 중요성에 관한 자세

한 정보는 참고문헌 42에 제시되어 있다.

2) 대부분의 원자력발전소 불시정지 원인이 동력변환계통(예, 주발전기 등) 설비의 오동작 또는 빈번한 고

장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자력발전소 동력변환계통 설비에 대한 검사업무는 원자력안전법 시

행규칙 제19조 “정기검사”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2호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

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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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발전기의 승압변압기를 통한 역가압(backfeed) 회로를 이용한 경우 검토자는 

우선적으로 이 회로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

급설비”에 따른 즉시 혹은 지연 접속회로에 대한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

해야 한다. 만약 이 역가압회로가 지연 접속(delayed access) 회로라면, 위의 문

단에서 언급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즉,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이 회로를 이용 가능(송전망은 건전하나, 즉시 접속회로와 소내 전원이 

이용 불능일 때)하게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역가압회로가 즉시 

접속(immediate access) 회로이거나 발전기 차단기(GCB) 혹은 발전기 부하차단

스위치를 이용해야 한다면 검토자는 이 안전심사지침 부록 8.2-1의 지침을 활

용해야 한다.

마. 소외전력망에서 소내 배전모선까지의 각 회로는 모선에 할당된 부하 혹은 정

상 및 비정상 운전상태, 사고 혹은 발전소 정지상태 동안 연결된 모선들에 전

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과 능력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서 공

급되어야할 부하는 다른 검토부서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결정해야 한다. 변

압기, 차단기, 모선, 송전선 및 각 우선전력회로의 용량과 전기적 특성을 평가

하고 발전소의 모든 상태에서 최대 연결부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지 확인

해야 한다. 또한 한 전원에서 다른 전원으로 절체 시 기기의 설계제한치가 초

과하지 않음을 조사해야 한다.

바. 송전망(Grid)의 안정도 분석결과는 송전망에 공급하는 가장 큰 단일 전력공급

원의 상실이 우선전력의 완전한 상실을 야기하지 않음을 보여야 한다. 이 분석

은 단일사건으로 인해 송전망에서 가장 큰 용량의 전원상실, 송전망으로부터 

가장 큰 부하의 탈락 혹은 가장 중요한 송전선의 상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해당 발전소, 송전망에서 가장 큰 발전소, 혹은 심각한 가능성이 있는 대형 발

전소 들이 공통 송전탑, 변압기 혹은 원격 스위치야드 및 변전소에서의 차단기 

등을 사용한다면 이들 발전소의 전출력을 고려한다. 상기 모든 사건들이 분석

에 포함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발전소 배치 및 송전계통의 배치를 검토해

야 한다. 부록 8-3과 참고문헌의 산업기술표준 등에는 소외전력계통 안정도 분

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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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송전망 안정도 분석에서 스위치야드에서 이용 가능한 송전망 전압의 

적절성에 관하여 송전망 사건의 영향을 고려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운전경험에 

따라 송전망의 전력조류, 무효전력 용량, 발전소 전압 및 주파수의 보호체계 

또는 설정치, 그리고 지역적인 기후 및 온도 조건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송

전망의 전압 및 전반적인 안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밝혀졌다. 부록 8-6과 

참고문헌 등에는 송전망 전압저하 그리고 스위치야드에서 송전망 전압에 미치

는 송전망 사건의 영향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자는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 분석에서 결정된 최대변화율(예, 3.5Hz/sec)을 

초과하여 주파수 변동을 일으키는 고장유형을 송전망 안정도분석에서 고려해

야 한다. 비정상 주파수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고장유형과 발전소주파수 보호

체계를 검토한다. 송전망 과도사건의 평가에서 얻은 비정상 주파수에 대한 운

전경험과 산업기술표준에서 원전의 비정상 주파수 고려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사. 전기상세도면 검토 시에 소내 비상전력의 상실이 우선전력의 상실을 초래하지 

않는지, 어느 한 우선전력회로의 상실이 다른 회로의 상실을 초래하지 않는지, 

주발전기의 상실이 어떤 우선전력회로의 상실을 초래하지 않는지, 이런 전원들

이 서로 조합하여 상실된 경우 대체교류전원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는지를 확

인해야 한다.

아. 검토자는 우선전력계통이 소내전력계통과 독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 허

용기준은 모든 소내 비상교류전원의 상실시 보호계전기, 연동장치, 혹은 스위

치기어의 고장을 포함한 단일 사건이 소내 배전계통으로부터 우선전력계통의 

분리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우선전력계통이 소정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우선 및 비상 교류전력계통들은 공통모드고장을 가져

서는 안 된다. 적합한 설계는 어떤 회로의 상실 이후 소내 배전계통에서 단일

고장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발전소가 안전하게 정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

간 내에 우선전력을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항목은 또한 안전심사지침 

8.3.1절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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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검토자는 발전소와 소외 및 소내 전력계통에 접지, 서지 및 낙뢰 보호에 대한 

설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발전소접지계통, 기기 및 

구조물 접지방법, 교류전력계통 중성점 접지 및 접지사고전류 제한장치, 옥외 

기기 및 회로에 대한 서지 및 낙뢰 보호설비, 계측접지계통의 격리방법을 평가

한다. RG 1.204와 IEEE Std. 665, 666, KEPIC-EMC-5000/IEEE-1050, 및 KEPIC- 

EED-3000/IEEE-C62.23에는 발전소접지계통, 서지 및 낙뢰 보호계통의 설계, 설

치 및 성능에 대한 허용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차. 검토자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상실, 송전망의 전력 상실, 소내 전력

공급원의 상실 혹은 이들 전원의 동시 상실의 결과로서 어떤 나머지 전원의 

상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규정을 설계에 적용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원전

의 정지는 스위치야드 전압을 떨어뜨리고 발전소 전압저하 보호계전기를 동작

시키며 발전소 안전모선을 소외전원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예상운전과도

사건(AOO)이다. 이는 또한 송전망 불안정도, 송전망 붕괴 가능성, 부적절한 스

위치야드 전압, 원전에서 송전망으로 공급되는 유효 및 무효 전력의 상실로 인

하여 이어지는 소외전력상실(LOOP) 사건을 초래할 수 있다. 원전의 운영기술

지침서 운전제한조건은 소외전력계통의 운전 가능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 대한 소외전력계통 능력을 시험할 수 없으므로 소외전력계통에 대한 

설계기준은 송전망과 발전소 상태의 분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전의 운전원은 (1) 운전 중에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소외전력계통의 공급 

능력과 (2) 원전 정지에 따르는 소외전력상실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인

식해야 한다. 원전의 운전원은 원자로 정지 후 전압을 공급할 수 없는 송전망 

전압저하조건에서 소외전력계통이 운전 불가능함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한다. 

게다가, 검토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

비”와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소외전원이 운전 가능한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원전의 운전자와 소외 송전계통 운영자 간의 통신(음성 및 데이터)이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검토자는 10CFR50.65에 따라 송전망 리스크에 

민감한 정비활동을 수행하기 이전에 정비 리스크 평가의 일환으로 송전망 신

뢰도 평가를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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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원전 운전원과 송전계통 운영자(TSO), 독립계통 운영자(ISO), 혹은 

신뢰도 조정기관/규제기관(RC/RA) 간의 통신협정 및 프로토콜을 검토해야 한

다. 이 협정과 프로토콜에는 소외전력계통의 우선적인 운전제한사항과 소외전

력상실사건으로부터 복구를 위한 우선적인 조치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소외전력계통이 운전 가

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송전망 상태와 운전상황을 감시함에 있어서, 원전을 

지원하기 위해 송전계통의 전력조류분석 및 실시간 상정사고 분석프로그램

(RTCA)(직접 사용하거나 송전계통 운영자를 통해)을 사용해야 한다. 통신프로

토콜이 공식적인 계약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체결되었는지 그리고 이 프로토콜

에는 송전망이 원전 정지로 인해 사전에 정해진 시간 안에 실제 또는 그럴 가

능성이 있는(예상 상황) 송전망 조건에서 부적합한 스위치야드 전압(설계기준

보다 낮은 전압)까지 저하될 때 원전에 알리는 통지요건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검토자는 각 소외전원 회로가 안전부하에 충분한 용량 및 공

급능력을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가 제공한 소내 배전계통에 대한 모

델을 이용하여 독립적인 계산을 수행할 수도 있다. 자세한 것은 8.3절을 참조

한다. 검토자는 또한 송전계통의 다양한 상실 또는 이용 불능이 송전계통의 상

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결정하기 위해 송전계통 운영자(TSO)가 활용

한 분석도구(tool) 내용을 검토하고 원전 정지 후 스위치야드에서 적절한 전압

이 가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소외전원의 실질적인 능력은 발전소 스위치야드 혹은 안전모선의 전압을 직접 

측정을 통해 확인할 필요는 없다. 최근 운전경험에 의하면 정확한 시간대별 송

전계통 데이터에 근거할 때 주어진 시점에서 모든 가능한 상정사고 평가를 위

해 주변 송전망과 발전소상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자는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및 운영기술지침

서에 따라 발전소가 소외전력 송전망 운전 제한치 안에서 운전됨을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상황정보, 통신, 분석자원 및 절차서가 제공되는지를 확인해야 한

다. NRC 일반 통신문의 정보 및 지침, 산업기술표준, 기타 NRC 문서 등이 소

외전력 송전망과 발전소 연계부분과의 적합성 및 신뢰성뿐만 아니라 소외 송

전계통 운영당국과의 통신을 검토하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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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검토자는 소외 송전망의 정비, 변경 및 운전에 책임이 있는 송전계통 운영당국

이 적절한 안전성 평가 없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

전력공급설비” 요건을 만족하는 소외전력회로를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적절

한 절차, 행정관리 및 협정서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송전계통 

변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송전망의 구성, 안정도 및 능력이 발전소 안전해석 

가정 내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소외 송전회로의 변경과 관련한 미검토 안

전현안(USQ)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참고문헌 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검토자는 10CFR50.65에 따라 송전망 리스크에 민감한 정비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정비 리스크 평가의 일환으로 소외전력계통의 정비 또는 변경에 따른 송

전망 신뢰도 평가를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타. 운전경험에 따라 장기간 습한 환경에 노출되거나 물속에 잠겨있거나 혹은 제

작 결함으로 인하여 감지되지 않는 지중케이블의 성능저하가 많은 기기의 고

장을 초래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조수 변화, 계절적 변화, 기후 변화로 인해 

물이 침투하여 장기간 습한 환경이나 물에 잠겨있는 지중케이블 또는 접근이 

어려운 전력케이블 및 제어케이블 포설상태를 검토한다. 독립된 전원 혹은 다

른 안전계열로부터 오는 케이블은 이와 같은 상태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소외전원에서 안전모선까지 연결된 지중케이블 또는 접근이 어려운 전력

케이블이나 사고완화 기능을 가진 기기에 연결된 전력 및 제어케이블이 검토

되어야 한다. 물에 잠긴 케이블의 고장에 대한 운전경험이 참고문헌에 제시되

어 있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세 설계자료를 조사하고 소내 배전계통의 전력을 

주발전기에서 우선전력계통 혹은 다른 공급원으로의 절체를 위한 시험장치가 설계

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결정한다. 또한 이러한 절체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회로

는 발전소 운전 중에 시험이 가능해야 한다. 품질보증 및 전력계통 담당부서는 사

용전 및 시운전 시험절차와 주기시험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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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1.204는 검토자가 낙뢰보호계통의 적합한 설치를 확인하고 보호수준이 설계된 

대로 지속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시험 및 정비 방법에 

대한 허용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검토자는 사업자가 새로운 낙뢰보호계통(LPS)을 

설치한 후 검사하고 수명기간 동안 적어도 주기적으로 재검사하고 있는지를 확인

해야 한다. 특히, 낙뢰보호계통은 보호되는 구조물에 대해서 어떤 변경이나 수리를 

했거나 또는 어떤 알려진 낙뢰과도현상이 낙뢰계통에 있었다면 검사해야 한다. 낙

뢰보호계통은 적어도 매년 육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심각한 기후변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낙뢰보호계통을 반년 주기로 검사하거나 주변 온도가 심각하게 변한 

후에 검사할 것을 권장한다. 검토자는 각 낙뢰보호계통에 적합한 시험 및 정비절

차가 마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 및 정비 주기는 기후와 관련된 보호설

비의 성능저하, 낙뢰과도에 따른 손상 빈도 및 그 정도와 요구되는 보호수준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낙뢰보호계통의 시험 및 정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활동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1) 모든 도체 및 계통 구성품의 검사, (2) 모든 클램프 및 스

플라이스의 조임상태, (3) 대지접지저항의 측정, (4) 접지단자저항의 측정, (5) 효과

성 평가를 위한 서지보호 장치의 검사 및 시험, (6) 대지접지계통의 주기적인 시험 

및 정비, (7) 필요에 따라 도체 및 구성품의 재조임 및 조임상태, (8) 낙뢰보호계통

의 구조적인 변경이나 추가 시 검사 및 시험, 그리고 (9) 완전한 기록.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제29조 ”

잔열제거설비”,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는 

그 전원이 우선전력계통으로부터 받은 안전계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들은 우선전력계통의 동작과 관련하여(비상전원이 동작 불능일 때) 계통 안전

기능이 단일고장을 가정하더라도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계통의 다중성을 규정하고 

있다.

상기 조항들의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자로냉각재 보충, 잔열제거, 

비상노심냉각, 격납건물 열제거, 격납건물 대기정화 및 냉각수계통에 관한 전기상

세도면을 검토하고 우선전력계통의 회로가 이들 계통의 다중성 부분에 전력을 공

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에 따른 최소설계사항이 마련되었다면 이들 계통의 다중성 부분

에는 즉시 접속(immediate access) 우선회로가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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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스위치야드를 포함해서 안전등급 1E 계통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소외전력계통 기기 

및 설비가 원전 품질보증계획에 적합하게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안전관

련 설비 및 기기와 사고완화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계통의 기기는 적절한 품질등급

을 가져야 한다. 이 검토에서는 설비 및 기기와 관련한 절차, 정비 및 주기시험이 

적절한 품질관리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품질보증 및 전력계통분야 담당

부서는 품질보증계획의 적합성을 결정해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지진, 폭풍 및 홍수는 제외)이 고려대상 시설물에 대해 충족됨을 확인하기 위

해,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요청시 설계기준에 관한 정보, 즉 대기온도의 높고 

낮음, 심한 바람, 비, 낙뢰, 결빙 및 눈, 기후 변화에 따른 지역적인 영향을 전력계

통분야 담당부서에 제공한다. 이 정보는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에 따라 이들 조건의 영향을 최소화하였음을 확인하

기 위해 검토해야 한다.  스위치야드 및 변압기 위치, 변압기 냉각, 가공선로, 지중 

및 접근이 어려운 전력 및 제어케이블이 이러한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

력계통 기기의 심각한 열 및 냉각의 영향, 장기간 물에 잠기거나 습한 환경에 있

는 지중케이블 등에 관한 운전경험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원전 운전원과 지역 송전계통 운영자(TSO/ISO) 간의 통신링크는 운영기술지침서의 

요건에 따라 소외전력망의 운전 가능성 확인을 위해 송전망 운전상태 및 상황에 

대한 적시의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또한, 소외 기관들 간의 통신은 

소외전력상실(LOOP) 또는 발전소 정전사고(SBO)의 상황에서 소외전력 복구를 위해 

중요하다. 송전망을 감시하고 송전망 안정도 및 운전성을 확인 및 유지하는데 사

용되는 원전의 소외 통신 기기 및 프로토콜, 긴급 통신 절차, 통신 회선 및 원격 

링크 등이 국지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심각한 기후사건 동안에도 안전하며 제 기능

을 지속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심각한 기후사건 동안 소외 통신 능력 및 건

전성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가 운전경험으로 제공되고 있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의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기 위해,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우선전력계통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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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위치를 검토하고 기기의 고장과 발전소 외부의 사건 및 

조건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 휩(whipping), 방출유체 등의 동적 영향에 

대비한 보호기능이 타당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정보는 두 회로의 우선전력이 

동시 상실될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의 요건이 충족됨

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다수호기 발전소간에 

공유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이는 어느 한 발전소에서 사고가 날 경우 나머지 발

전소가 순차적으로 정지 및 냉각되는데 필요한 모든 안전기능을 수행할 충분한 용

량과 능력을 확보하였는지를 검토한다. 설계기준은 각 회로의 인입선, 전원 및 변

압기의 용량과 능력이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여유도를 갖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잘못된 사고 신호가 이들 회로에 과부하로 작용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안전

심사지침 8.3.1절은 잘못된 사고 신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8. 변수 및 장비상태를 감시하도록 설치된 우선전력계통의 계측설비는 전기상세도면 

및 계통설명 검토시에 확인되어야 한다. 이 계측설비는 항시 우선전력계통의 조건

을 판단할 수 있는 상태정보를 지시해야 한다. 전기상세도면을 검토해서 제어설비

(자동, 수동 혹은 원격)가 이들 변수 및 계통의 운전범위 이내로 유지시킬 수 있는

지를 판단한다. 또한, 전기상세도면을 검토시 이들 제어설비 및 계기의 고장이 우

선전력계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9. 어떤 자동 송전계통 운영의 검토에서는 송전계통 운영의 조치(정상 및 가상 고장 

형태 포함)가 원자로보호계통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 계통은 송전계통 운영의 어떠한 고장도 발전소의 보호조치를 요하

는 사건을 유발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한다.

10.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이 만족됨을 

확인하기 위해, 대체교류전원(AAC)이 발전소 정전사고(SBO)에 대비해 설치된다면 대

체교류전원의 용량, 능력, 신뢰성 및 독립성은 안전심사지침 8.4절에 따라 검토한다.

개량형(evolutionary) 원전의 경우,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8.4절에 따라 대체교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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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소내 전원과는 다양한 설계인지, RG 1.155의 지침에 부합한지와 적어도 한 

계열의 정상적인 안전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과 능력을 가졌는지를 확

인한다.

11. 정비규정 10CFR50.65(a)(4)는 사업자가 제안한 정비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그 정비

활동으로 인한 리스크 증가를 평가 및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RG 1.160과 동

등하게 사용되는 RG 1.182는 정비활동으로 인한 리스크 증가를 평가 및 관리하는 

지침 그리고 평가에서 고려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범위를 선택적으로 축소

하여 실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검토는 주기점검, 정비 후 시험, 시

정 및 예방정비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포함한 송전망 리스크에 민감한 정비활동

을 수행하기 전에 10CFR50.65에 따라 정비 리스크 평가의 일환으로서 송전망 신

뢰도 평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정비활동은 (1) 발전소 정지 가능성을 증가시

키는 상태, (2) 소외전력상실(LOOP) 혹은 발전소 정전사고(SBO) 가능성을 증가시키

는 상태, 그리고 (3) 발전소의 소외전력상실 혹은 정전사고 대처능력에 영향을 주

는 상태를 포함하여 운전중단에 따라 리스크 심각도가 높은 기기(예, 비상디젤발전

기, 축전지, 터빈구동 펌프, 대체교류전원 등)를 포함하여 이미 상존하거나 곧 닥쳐

올 송전망 신뢰도 저하상태 하에서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는 활동들이다.

12. 발전소 불시정지 유발가능 전기설비의 가용도 및 신뢰성 확보

검토자는 유입변압기의 설계 및 시험에 관한 기술표준 KEPIC-EEC-2100/IEEE-C57.12.00

과 KEPIC-EEC-2200/IEEE-C57.12.90, 건식변압기의 설계 및 시험에 관한 기술표준 

KEPIC-EEC-3100/IEEE-C57.12.91, 그리고 계기용변성기의 설계 및 시험에 관한 기

술표준 KEPIC-EMB-5100/IEEE-C57.13 등을 참조하여 주변압기, 보조변압기와 대기

변압기의 성능 및 시험에 관한 설계능력을 확인한다. 특히 주변압기 및 보조변압

기를 이용하여 역가압(backfeed)하는 “즉시 접속회로”로 활용하는 경우는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에 적합한 우선

전력회로의 설계인가를 확인한다.

Ⅳ.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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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는 사업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출하였는가 그리고 그 검토 및 계산 결과 안

전성평가보고서(SER)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또한 이 결론에 대한 기준을 기술한다.

소외전력계통은 송전망과 송전선에서 소내배전계통까지 두 개 이상의 확보된 회로

를 포함한다. 원전에 대한 소외전력계통의 검토는 단선도, 발전소 배치도면, 상세

도면과 서술적인 정보를 포함하였다.

소외전력계통의 검토에서 허용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

제관련 요건에 부합하였다. 검토자는 발전소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 ”설비의 공유”와 제24조 ”전력공급설비”에 타당하고 발전

소 정전사고에 대비한 대체교류전원에 관한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의 규

정을 만족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이와 같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는 소외전력계통 및 기기를 적절한 발전소 설계를 통해 자연현상의 영향으

로부터 보호되는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소외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높

고 낮은 대기온도, 강한 바람, 폭우, 낙뢰, 결빙 및 폭설,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적 

영향과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2. 사업자는 소외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적절한 발전소 설계를 통해 정

상운전, 정비, 시험 및 가상사고와 관련하여 기기 고장 및 발전소 외적요인으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비산물, 배관 휩(whipping), 방출유체를 포함하는 동적 영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3. 사업자는 다수호기 간의 우선전력계통 회로의 공유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각 회로는 

어느 한 호기의 설계기준사고 시 공학적안전설비를 작동시키기 위한 용량 그리고 

나머지 호기들을 동시에 안전 정지하는데 필요한 계통들을 작동시킬 만한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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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을 가지고 있다.

 4. 사업자는 소외전력계통의 (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 수행을 

위한 용량 및 능력, (2)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상실이나 소내 전력공급원

의 상실 혹은 이들 두 전원의 동시 상실의 결과로써 나머지 전원의 상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규정, (3) 회로의 물리적인 독립성, 그리고 (4) 회로의 가용도와 관련하

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을 만

족하였다. 우선전력계통은 송전계통에서 소내 전력배전계통까지 물리적으로 독립

된 적어도 두개의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적어도 한 회로는 냉각재상실사고 이후 

수초 이내에 이용 가능할 것이며, 이를 즉시 접속(immediate access) 회로로 분류

한다. 각 회로는 가능한 한 운전, 가상사고 및 환경조건에서 동시 고장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및 배치되어 있다. 각 회로는 모든 연결부하에 충분한 용량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크기를 가졌다. 각 회로는 소내 비상교류전원과 나머지 소

외회로의 동시 상실 가정 하에도 연료허용손상한계 및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설

계조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내 전력계통에서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스위치야드

에서 소외전력을 소내 배전계통으로 다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소외회

로가 다른 소외회로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배열되었다. 또한, 스위치야드는 단일

사건(예, 계전기 오동작 혹은 차단기가 고장조건에서 작동하지 않는 사건)이 스위

치야드의 모든 소외회로를 동시에 고장 내지 않도록 배열되었다. 사업자의 송전망 

안정도 분석결과는 송전망에 공급하는 가장 큰 발전용량의 상실, 송전망에 연결된 

가장 큰 부하의 상실, 가장 중요한 송전선로의 상실 혹은 해당 발전소 자체의 상

실이 송전망의 불안정도를 초래하지 않음을 입증하였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안전

관련 전력계통에 관한 기준인 RG 1.32의 지침을 만족한다.

 5. 사업자는 발전소 정상운전 동안 계통 및 관련 기기를 시험할 수 있는 능력과 원

전, 소외 우선전력계통 및 소내 전력계통 간의 전원절체를 시험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

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6. 안전성평가보고서 8.4절에는 사업자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과 10CFR50.63의 요건을 전반적으로 준수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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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루고 있다. 사업자는 발전소 정전사고(SBO)에서 안전정지를 위한 대체교류전

원(AAC)의 적합성과 소외 및 소내 전력계통으로부터 대체교류전원의 독립성과 관

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RG 1.155의 지침에 따라 대체교류전원은 발전소 내부 또는 근

처에 설치되며, 발전소 안전정지 달성 및 유지를 위한 충분한 용량, 능력 및 신뢰

성을 가지며, 소내 안전관련 및 우선 전력계통과는 적절히 독립되며, 그리고 대체

교류전원으로서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7. 사업자는 소내 직류전력계통과 관련한 10CFR50.65(a)(4)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허용 

기준은 RG 1.182의 관련 규제입장을 만족하여야 한다.

 8. 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정기검사”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0호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2호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만족시키

기 위해 발전소 불시정지 유발가능 전기설비, 즉 주변압기 및 보조변압기, 보호계전

기 등을 관련 규제지침 및 산업기술표준에 따라 적절하게 설계하였으므로, 이들 설

비의 고장이나 오동작으로 인한 발전소 불시정지를 최소화하여 안전관련 계통의 설계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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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8.3.1절  소내 교류전력계통

 검토주관 :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사업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SAR)에 기술된 소내전력계통에 대한 기능논리도면, 전

기단선도, 표, 실물 배치도, 전기제어 및 상세도면 등을 포함한 서술적인 정보, 분석내

용 및 참고문서 등을 검토한다. 이 검토의 목적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

준”, 제16조 ”설비의 공유”,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와 제24조 ”전력공급설

비”의 요건을 만족하고 발전소 모든 운전 및 사고조건에서 그 의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있다.

   소내 교류전력계통은 모든 정상운전 및 사고조건에서 안전관련 기기나 안전에 중

요한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비상전원, 배전계통 및 보조지원계통을 포함한다. 디젤

발전기가 소내 교류전력계통의 비상전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 안전심사지침 

절(이후 “이 절”이라 함)에서 다루고 있다. 안전과 관련이 있는 계통의 부분에 대하

여 검토의 역점을 둔다. 안전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련 부분과 상호 

연관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발전소 근처에 있는 수력, 원자력, 화력 및 가스터빈발전기 

등과 같은 다른 예비전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전원이 만약 설계로 제안된

다면 사례별로 평가할 것이다. 또한, 발전소 배전계통의 관점에서 소내 및 소외 전력

계통들 간의 연계부분은 그것들이 소내전력계통의 독립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

여 이 절의 검토범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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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대부분의 원자력발전소 불시정지 원인이 동력변환계통(예, 주발전기 등) 설

비의 오동작 또는 빈번한 고장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자력발전소 동력변환계

통 설비에 대한 검사업무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정기검사“와 원자력안전

위원회고시 제2013-05호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

전위원회고시 제2013-10호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안전위

원회고시 제2013-12호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

대상이다.  따라서 주발전기설비, 변압기설비 및 이들을 보호하는 전기계전기에 관한 사업

자의 기술내용이 이 절의 검토범위에 포함된다.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단계에서 소내전력계통에 대해 아

래와 같은 사항들을 검토한다.

 1. 계통의 다중성 요건

안전관련 기기 및 계통에서 요구되는 다중성이 단일고장을 가정하더라도 계통의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확보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소내전력

계통을 검토한다. 이 검토는 전력공급설비, 전력공급 간선(feeder), 스위치기어 배

열, 각 모선에서 공급되는 부하와 전력계통의 계측 및 제어장치까지의 전기결선을 

포함한 교류전력계통의 구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2. 단일고장기준의 적합성

소내전력계통이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는지 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중 전

원 및 관련 배전계통의 전기적, 물리적인 모든 분리 상태를 조사하고 동 계통의 

다중 부분들 간의 독립성을 평가한다. 이 평가에는 다중 모선들간, 모선과 부하간, 

모선과 전력공급설비간의 상호연결; 다중 스위치기어와 전력공급설비의 물리적인 

배치; 다중 전력계통의 전기케이블 설치관련 기준 및 근거; 동일 부지내의 다수 호

기들 간의 교류전력계통의 공유에 관한 검토를 포함한다.

 3. 소내 및 소외 전력계통의 독립성

소외전력계통과 관련한 소내전력계통의 독립성 평가에 있어서, 검토 범위는 소내 

보조변압기와 대기변압기(소외 또는 우선 전원으로서 이 절에서 고려된 부분)로부

터 전력을 공급받는 발전소 배전부하센터까지를 포함한다. 이것은 배전모선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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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 변압기의 저압측 공급차단기를 포함한다. 이 평가는 소외전력 상실시 소내전

력계통의 독립성이 격리-간선차단기의 신속한 개방을 통해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

기 위해 보호계전기 회로와 전력공급장치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4. 비상전력공급설비

디젤발전기가 비상전원으로서 적합한지를 증명하는 설계정보와 분석내용을 검토하

고 그 디젤발전기가 소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 능력과 신뢰성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이 검토는 각 부하의 특성과 부하 요구시간, 최악의 운전

조건에서 각 디젤발전기에 걸리는 총 부하량, 각 디젤발전기의 자동, 수동 부하의 

투입 및 차단, 디젤발전기의 전압 및 주파수 회복특성, 디젤발전기의 연속 및 단시

간 정격용량, 디젤발전기의 성공적인 시험 및 허용 실패의 건수와 관련한 판정기

준, 그리고 기동 및 부하 차단회로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추가로, 비안전 부하

를 디젤발전기에 연결하거나 또는 동일 부지내의 다수호기 원전들 간에 디젤발전

기를 공유하는 설계가 제안되는 경우 그러한 설계로 인한 용량 여유도 감소와 신

뢰도 저하 가능성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한다. 신규 발전소의 경우, 발전소들 간의 

디젤발전기 공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5. 전선, 전선로 및 단말장치의 식별

전선, 전선로 및 단말장치를 포함한 소내 교류전력계통의 기기를 발전소 안전관련 

기기로 식별하기 위해 제시된 기준을 검토한다. 또한 다중 안전등급 1E 계통, 다중 

안전등급 1E 계열의 연계회로, 비안전등급 계통과 관련 전선, 전선로 및 단말장치 

간을 구별하는데 사용된 식별체계를 검토한다.

 6. 보조지원 계통/설비

보조지원 계통과 설비의 계측, 제어회로 및 전원 연결은 동 계통이 지원하는 안전

관련 부하 및 전력계통에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설계되는가를 검토

한다. 이 검토는 보조지원계통 기기의 다중성; 계측, 제어와 부하에 대한 전원공급

배열; 기동회로; 부하특성; 기기 식별체계; 다중 전선의 설치에 대한 설계 기준 및 

근거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7. 계통의 시험과 주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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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내 시험능력과 계통의 운전 상태를 자동 감시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8. 소내 비상교류전원에 관한 신뢰도 프로그램

운영허가 단계에서 소내 비상전원의 신뢰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소내 

비상교류전원에 관한 신뢰도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 각 전원의 장기간 신뢰도

를 규정된 신뢰도 목표 값 이상으로 달성 및 유지하도록 하는 신뢰도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9. 기타 안전관련 검토분야

교류전력계통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검토한다.

가. 그 계통과 관련 기기가 적절한 내진설계 등급 분류를 갖는지 여부

나. 그 계통과 관련 기기가 내진등급 범주 I 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다. 그 계통과 관련 기기가 정상운전, 자연현상(뇌 방전 포함)과 가상사고 등의 환

경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는지 여부

라. 그 계통과 관련 기기가 안전등급 1E 품질보증 등급 분류를 갖는지 여부

마. 발전소의 어떤 운전모드에도 소내전력계통의 전압, 주파수 및 파형(고조파 왜

형)의 변동이 어떤 안전계통 부하의 성능을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키지 않는

지 여부

10. 발전소 불시정지 유발가능 전기설비에 대한 검토분야

가. 주발전기설비계통의 성능 및 운전, 설계, 계측제어 및 시험에 관한 사항

나. 전력용, 배전용, 조절용 변압기와 계기용변성기의 설계, 성능, 계측제어 및 시험에 

관한 사항

다. 주발전기 및 변압기 설비의 보호계전기에 관한 사항

검토연계분야

   이 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심사지침 8.2절의 주관검토부서는 소내전력계통까지 연결되는 우선전력회로를 

포함하는 소외전력계통의 적합성과 우선전력계통과 발전소 정전사고(SBO)를 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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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류전원(AAC) 간의 독립성을 검토한다.

 2. 안전심사지침 8.3.2절의 주관검토부서는 안전관련 직류배전계통; 발전소 축전지, 충

전기 및 관련 직류계통; 인버터 및 관련 직류계통; 그리고 직류 계측 및 제어계통

을 포함한 소내 직류전력계통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3. 안전심사지침 8.4절의 주관검토부서는 발전소 정전사고(SBO) 해석의 적합성, 소내 

교류전원(예, 디젤발전기)에 대한 신뢰도 목표 값의 적합성, 발전소가 정전사고에 

견디거나 또는 대처 및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규정된 정전사고 소요기간 동

안 안전심사지침 8.3.2절에 따라 검토된 소내 직류전력계통의 일부가 아닌 직류전

력공급설비(즉, 축전지 및 충전기)의 적합성을 포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 및 10CFR50.63의 요건에 대한 전반

적인 준수사항을 검토한다.

 4. 안전심사지침 3.11절의 주관검토부서는 안전관련 전기기기의 환경검증 적합성을 

검토한다. 특히, 검토자는 안전관련 전기기기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을 때 소정

의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가. 냉각재상실사고 및/또는 증기관 파단사고와 같은 사고 환경

나. 온도, 습도와 같은 기기의 연속동작책무 설계변수들이 일시적으로 허용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 비정상 운전환경

다. 공기조화계통(HVAC)의 성능 저하 혹은 기능 상실로 의한 비정상 운전환경

라. 지진 흔들림

마. 설계의 다양성(예; 같은 공급자에 의해 제작되고 설계된 다중 기기)을 포함하지 

않는 다중 안전관련 전기기기에 대한 정상적인 설계환경

   소내전력계통과 관련된 다른 분야의 검토에 대해서는 검토자가 동 계통의 전반적

인 검토와 연계되는 다른 검토부서와 협조한다.

   이 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심사지침 9.4.1에서 9.4.5절의 주관검토부서는 교류전력계통의 적절한 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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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필수적인 보조지원계통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이 평가에는 안전관련 계기 

및 전기기기에 대한 적절한 환경을 유지하는 공기조화계통(HVAC)을 포함한다.  특

히 공기조화계통에 대한 배관, 덕트 및 댐퍼의 설치가 적합한가를 검토한다.

 2. 안전심사지침 3.4.1, 3.5.1.1, 3.5.2 및 3.6.1절의 주관검토부서는 단일 사건 및 사고

가 다중 설비를 손상하지 않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등급 1E 계통과 그 계통을 

지원하는 보조계통의 기기 및 구조물에 대한 실물 배치를 조사한다.

 3. 안전심사지침 6.5.1, 6.7, 9.1.3, 9.1.4, 9.2.1, 9.2.2, 9.2.4, 9.2.5, 9.2.6, 9.3.1, 9.3.3, 

10.4.5, 10.4.7 및 10.4.9 절의 주관검토부서는 원자로 운전 및 사고조건의 각 모드

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전력공급을 필요로 하는 계통들의 기기를 결정한다.

 4. 안전심사지침 9.5.1절의 주관검토부서는 화재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

류전력계통과 그 보조지원계통을 보호하는 화재감지 및 방호계통을 조사한다. 이 

검토는 단일 설계기준 화재가 두 개의 다중회로를 무력하게 하지 않음을 판단하기 

위해 다중 안전정지회로에 대한 보호기능의 적합성 조사를 포함한다.

 5. 안전심사지침 5.4.8, 9.2.3, 9.3.2, 9.3.4절의 주관검토부서는 원자로 운전과 사고조건의 

각 모드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전력공급을 필요로 하는 계통들의 기기를 결정한다.

 6. 안전심사지침 6.2.2절의 주관검토부서는 격납건물 내에 있는 안전관련 전기기기에 

대해 적절한 환경을 유지하는 격납건물 환기계통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안전심사

지침 6.2.2, 6.2.3, 6.2.4 및 6.2.5절의 주관검토부서는 원자로 운전과 사고조건의 각 

모드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전력공급을 필요로 하는 계통들의 기기를 결정한다.

 7. 안전심사지침 4.6, 5.4.6, 5.4.7, 5.4.12, 6.3 및 9.3.5절의 주관검토부서는 원자로 운

전과 사고조건의 각 모드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전력공급을 필요로 하는 계통들의 

기기를 결정한다.

 8. 안전심사지침 7.2에서 7.7절의 주관검토부서는 원자로 운전과 사고조건의 각 모드

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전력공급을 필요로 하는 계통들의 기기를 결정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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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7.5 및 7.6절의 주관검토부서는 안전관련 지시기 및 기타 계측계통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9. 안전심사지침 14.2절의 주관검토부서는 시운전과 초기 기동시험 및 시험계획의 적

합성을 결정한다.

10. 안전심사지침 17장의 주관검토부서는 설계, 건설 및 운전단계의 주기시험, 정비 및 

신뢰성 보증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을 포함한 품질보증프로그램을 검토한다.

11. 안전심사지침 3.10절의 주관검토부서는 지진 발생시 내진범주 1급 계기 및 전기기

기(전선로, 스위치기어, 제어반, 계기랙 및 패널 포함)의 기계적인 건전성을 확인하

기 위한 내진검증 기준과 시험 및 분석절차와 방법을 검토한다.

12. 안전심사지침 16.0절의 주관검토부서는 운영기술지침서의 검토를 조정 및 수행한다.

13. 안전심사지침 13.5.1.1, 13.5.1.2, 13.5.2.1 및 13.5.2.2절의 주관검토부서는 행정, 정

비, 시험 및 운전절차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상세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상기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Ⅱ.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아래의 규제관련 요건들을 만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1. 교류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소정의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자연현상의 영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2. 교류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정상운전, 정비, 시험 및 가상사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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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물 및 환경조건의 영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3. 교류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4. 소내 교류전력계통의 (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수행을 위한 

용량 및 능력, (2) 단일고장을 가정하더라도 그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성,  

다중성 및 시험성, (3)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상실 혹은 송전망으로부터의 

전력 상실 혹은 이들 전원의 동시 상실 결과로써 어떤 나머지 전원의 상실 가능성

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

공급설비”

 5. 소내전력계통의 검사 및 시험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

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제29조 ”

잔열제거설비”,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에

서 다루고 있는 계통들의 안전기능이 달성됨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 계통과 관련한 

소내전력계통의 운전에 관한 제24조 ”전력공급설비”

 7. 교류전력계통을 포함한 격납건물 전기관통부 설계와 기계적인 건전성을 상실하지 

않고 냉각재상실사고에 견디는 격납건물 전기관통부의 능력과 그러한 관통부에 대

한 외부회로 보호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

격납건물 등”

 8. 소내 비상교류전원의 신뢰도프로그램 수립 및 디젤발전기설비의 다중성 및 신뢰도

를 발전소 정전사고(SBO) 가능성을 제한하는 인자로 활용해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과 10CFR50.63의 요건

 9. 제안된 정비활동으로 인한 리스크 증가를 정비활동 수행 이전에 평가 및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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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10CFR50.65(a)(4). 이런 활동은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주기점검(surveillance), 

정비후 시험, 시정 및 예방정비를 포함한다. 적절한 정비활동의 확인을 포함한 정

비규정의 준수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서 검토한다. 이 같은 요건을 적절한 절차서

에 반영하는 프로그램은 안전심사지침 제13장에서 검토한다.

10. 보호 및 안전계통에 관한 KEPIC-ENB-1100/IEEE-603-1991과 KEPIC-ENB-6100/ 

IEEE-279를 반영한 10CFR50.55a(h)

11. 주발전기 및 변압기설비를 포함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0호 “원자로시

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2호 “원자로시

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이 절에 기술된 검토사항에 대해 상기 규제관련 요건들을 만족하기 위한 상세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

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

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

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내 교류전력계통이 필요한 다중성을 가지며,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

며, 가상사고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며, 시험이 가능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

기준”, 제16조 ”설비의 공유”,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및 제24조 ”전력공

급설비”의 요건들에 따라 모든 안전 부하와 기타 요구되는 기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 능력 및 신뢰성을 가질 때 타당한 것으로 본다. 안전심사지침 8.1절의 표 

8-1에는 이 결론을 위한 기준으로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Regulatory Guide(이하 “RG”) 및 부록 등을 나열하고 있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는 



제8.3.1절                                                       개정 4 - 2014. 12- 10 -

소내 교류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성분석보고서 3장에 수립된 지

진, 폭풍, 태풍 및 홍수와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에 견딜 수 있다면 만족된 것이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는 교류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성분석보고서 3장에 기술된 정상운

전 및 가상사고와 관련된 비산물 및 환경조건의 영향에 견딜 수 있다면 만족된 것

이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는 교류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가 다음의 지침들에 부합하면 만족된 것이다.

가. 다수호기 발전소에서 안전등급 1E 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에 

관한 RG 1.32

나. 교류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와 관련한 RG 1.81의 C.2 및 C.3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는 소내 교류전력

계통이 (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수행을 위한 용량 및 능력, 

(2) 단일고장을 가정하더라도 그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성, 다중성 및 시

험성, (3)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상실 혹은 송전망으로부터 전력 상실 혹

은 이들 전원의 동시 상실 결과로써 어떤 나머지 전원의 상실 가능성을 최소화하

는 방안에 부합하면 만족된 것이다. 허용 여부는 다음의 상세 지침을 만족하는 것

을 기준으로 한다.

가. 소내 교류전력계통의 독립성에 관한 RG 1.6의 D.1, D.2, D.4 및 D.5

나. RG 1.9(KEPIC-ENB-6240/IEEE-387 참조)

다. 소내 교류전력계통의 설계기준에 관한 RG 1.32(KEPIC-ENB-6210/IEEE-308 참조)

라. 안전계통의 단일고장기준의 적용에 관한 RG 1.53(KEPIC-ENB-6100/ IEEE-279 

및 KEPIC-ENB-1100/IEEE-603 참조)

마. 소내 교류전력계통에 관한 RG 1.75(KEPIC-ENB-2000/IEEE-384 참조)

바. 안전관련 계통의 전기부분의 기준에 관한 RG 1.153(KEPIC-ENB-1100/IEEE-603 

참조)

사. 발전소 정전사고(SBO) 동안 소내 비상교류전원의 사용에 관한 RG 1.155

아. 소내 교류전력계통의 낙뢰와 전력서지 보호에 관한 RG 1.204(IEEE Std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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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KEPIC-EMC-5000/IEEE-1050 및 KEPIC-EED-3000/IEEE-C62.23)

자. 아래 권고사항들의 반영과 관련한 NUREG/CR-0660

1) 디젤발전기설비는 전부하보다 적은 부하에서 장기간 동안 성능 혹은 신뢰도

가 저하하지 않고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소외전원이 가용한 경우 안전주

입신호 발생 후에 디젤발전기는 무부하 운전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무부하 

운전은 최소화해야 한다. 운전절차서를 통해 디젤발전기의 장기간 무부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 이 절차서는 8시간 연속 무부하 운전 후 1시간동안 

최소한 전부하의 25% 부하운전이나 엔진제작사가 권고하는 부하운전을 하

도록 해야 한다.

2) 디젤발전기의 정비와 가용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규교육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교육의 질과 양은 최소한 디젤엔진제작자의 교육계획 수

준과 같아야 한다.

3) 반복 고장이력을 갖는 기기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한 시험을 반영한 예

방정비프로그램과 지속적인 주의를 요하거나 신뢰성이 입증된 다른 제품으

로 교체하는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수리 및 정비절차서는 실제 기동부하시험을 하기 전에 모든 전기회로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지, 즉 휴즈는 제자리에 꽂혀 있는지, 전선은 느슨하지 않

고, 시험단자는 제거되었는가 등을 확인하는 절차와 모든 밸브들의 정렬상

태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 기기 점검을 하도록 해야 한다. 시험절차서에는 

만족한 시험이 완료된 후 디젤발전기가 주제어실의 운전원에 의해 자동 대

기상태로 놓이도록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5) 엔진 혹은 관련 배관에 직접 부착된 센서나 기기 외의 제어 및 감시 계측기

들은 진동이 없는 지역에 설치된 패널에 부착해야 한다.

   [주 : 패널 바닥이 진동을 받는다면, 그 패널은 진동에 대비하여 방진시설을 

해야 한다.]

차. 개량형 가압경수로형 원전 설계 신청서에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소내교류전력과 소외

전력계통 간의 연계에 대한 허용기준은 SECY-91-078에 명시되어 있다. 이 기

준은 각 다중 안전모선에 최소한 하나의 소외전력회로가 비안전 모선을 경유

하지 않고 직접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비안전 모선의 고장에도 안전모선에 소

외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개량형 원전 설계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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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비안전관련 부하의 상실에 따른 설계여유가 현행 원전의 터빈정지에만 관

련한 사건보다 더 심각한 과도상태를 일으킨다면, 비안전관련 부하에 대체

(alternate) 전원을 두도록 요구하고 있다.

개량형 원전 설계에서 소외전력계통과 소내전력계통의 연계부분에 대한 상세

한 검토사항은 8.2절, “소외전력계통”에 명시되어 있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은 소내 교

류전력계통의 시험성과 다음의 지침들에 부합하면 만족된 것이다.

가. 소내 교류전력계통의 시험능력에 관한 RG 1.32(KEPIC-ENB-6210/IEEE-308 참조)

나. 보호계통, 보호계통에 의해 작동 또는 제어되는 계통, 그리고 보호계통을 위해 

운전가능 해야만 하는 보조 혹은 지원계통과 안전관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작동하는 계통의 우회나 운전불능 상태 표시에 관한 RG 1.47

다. 소내 교류전력계통의 시험능력에 관한 RG 1.118(KEPIC-ENF-3100/IEEE-338 참조)

라. 소내 교류전력계통에 관한 RG 1.153(KEPIC-ENB-1100/IEEE-603 참조)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잔열제거설비”, 제30조 ”비상

노심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에 언급된 소내 교류전력공급에 관

한 설계요건은 제24조 ”전력공급설비”에 포함되어 있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는 기계적 

건전성을 상실하지 않고 냉각재상실사고(LOCA)에 견디는 격납건물 전기관통부와 

그러한 관통부에 대한 외부회로 보호능력뿐만 아니라 전기관통부가 그곳을 통과하

는 전범위의 고장전류(최소에서 최대까지)에 견디는 것과 관련하여 교류전력계통의 

회로가 통과하는 격납건물 전기관통부의 설계와 RG 1.63의 지침(IEEE Std 242, 

KEPIC-ENB-6430/IEEE-317, KEPIC-ENB-5000/IEEE-741 참조)에 부합하면 만족된 

것이다.

 8. 발전소 정전사고(SBO) 가능성을 제한하는 인자로서 디젤발전기의 다중성과 신뢰성 

활용에 관한 10CFR 50.63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상세지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디젤발전기의 목표신뢰도 값을 달성 및 유지하기 위해 디젤발전기의 주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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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illance) 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RG 1.9

나. 발전소 정전사고 대처기간과 목표신뢰도 값의 달성 및 유지를 위한 신뢰도프

로그램의 확립을 결정함에 있어서 한 인자로서 소내 비상교류전원의 신뢰도 

활용에 관한 RG 1.155. 발전소 정전사고 대처시간의 결정은 안전심사지침 8.4

절에서 상세하게 검토한다.

 9. 정비활동을 수행 전에 제안된 정비활동으로 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 증가를 평가 

및 관리해야 한다는 요건 10CFR50.65(a)(4)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상세한 지침

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송전망-리스크에 민감한 정비활동(예, 발전소 정지 가능성을 증가, 소외전력상

실 빈도를 증가, 혹은 소외전력상실이나 발전소 정전사고의 대처능력을 감소시

키는 활동)을 포함한 소내 비상교류전원의 정비활동 효과성에 관한 RG 1.160

나. NUMARC 93-01, "원자력발전소의 정비 효과성 감시를 위한 NEI 산업지침,“  

11절을 승인함으로 10CFR50.65(a)(4) 규정의 이행에 관한 RG 1.182

10. 10CFR50.55a(h)는 1971.1.1일 이후에 건설허가를 발급받는 발전소 보호계통에 관한 

규정이나, 1999.5.13일 이전까지는 KEPIC-ENB-6100/IEEE-279, “원자력발전소 보

호계통에 관한 기준”이나 1995.1.30일에 수정된 KEPIC-ENB-1100/IEEE-603-1991,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에 관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1971.1.1일 

이전에 건설허가를 받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보호계통은 그들의 인허가기준을 준

수하거나 또는 KEPIC-ENB-6100/IEEE-279-1971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 

1999.5.13일이나 그 후에 접수된 예비 및 최종 설계인가, 건설허가, 운영허가와 관

련한 원자력발전소는 1995.1.30일에 수정된 KEPIC-ENB-1100/IEEE-603-1991의 안

전계통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

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 ”설비의 공유”, 제23조 ”원자로격

납건물 등”와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을 이행할 때 규제의 관점에서 타당한 

부록과 산업기술표준은 안전심사지침 8.1절 및 표 8-1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NUREG-0737 및 0718의 이행계획 I.D.3, Ⅱ.E.3.1 및 Ⅱ.G.1과 관련된 10CFR 

50.34(f)(2)(v), (xiii) 및 (xx)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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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에 대한 기술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는 

안전에 중요한 원자력발전소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지진, 폭풍, 태풍, 홍수, 또

는 쓰나미 등의 자연현상의 영향에도 그 의도된 안전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류전력계통과 관련하여, 이 기준은 소내 교류전력계통이 발전소 또는 주변 지역

에서 역사적으로 보고된 가장 심각한 자연현상 동안에도 그 안전기능 수행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자연현상의 영향에 견디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교류전력계통과 기기는 태풍, 태풍 비산물 및 홍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내진

범주 Ⅰ등급의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한다. 소내 교류전력계통을 구성하고 있는 설

비 및 기기는 또한 지진에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진 설계되고 내진 검

증되어야 한다.

이 요건을 만족하면 기기 및 구조물이 자연현상과 관련한 영향을 견디도록 설계될 

것이고, 그리하므로 지진 및/또는 기후학적인 자연현상이 사고를 일으키거나 또는 

사고 시 그 안전기능 수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확신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1) 정상운전, 정비, 시험 및 가상사고

와 관련된 환경조건의 영향을 수용하도록 적합하게 설계되고, (2) 비산물을 포함한 

기기 고장으로 인한 동적 영향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류전력계통은 정상, 비정상, 사고 및 사고 후 조건에서도 안전에 중요한 계통에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요건을 만족하면 교류전력계통이 열악한 환경조건 및/또는 동적인 영향을 받더

라도 안전에 중요한 계통의 동작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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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는 만약 그러한 공

유가 어느 한 호기의 사고 시 나머지 호기들의 순차적인 정지 및 냉각기능을 포함

한 안전기능의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는 다수호기 원전들 간에 공유되어서는 안 됨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교류전력계통의 기기들이 충분한 사유 없이 다수호기들 간에 공유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수호기 원전들 중 한 호기에서 사고가 나면 다른 호

기의 조건과는 무관하고 또 다른 호기의 안전에 지대한 악영향을 주는 조건을 유

발하지 않고, 필요한 교류계통을 포함한 사고 완화설비를 이용하여 사고를 완화할 

수 있게 한다. 이 절은 우선소외 및 소내 교류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와 관련하여 타당한 지침을 수립한 RG 1.32와 1.81을 인용하고 있다. RG 1.81

은 소내 교류전력계통 및 기기의 공유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신규 원전

의 경우 발전소간의 디젤발전기 공유는 허용하지 않는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의 요건을 만족하

면 다수호기 발전소들 중 어느 한 발전소에서 사고가 소외 및 소내 전력계통의 전

체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발전소의 조건에 관계없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

로 확신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 수행을 위한 소내 및 소외 전력계통을 설치하도록 요

구하고 있다. 각 전력계통은, 다른 전력계통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가정하고, 

연료허용손상한계(SAFDL) 및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RCPB)의 설계조건이 예상운전

과도(AOO) 결과로 초과하지 않고 노심 냉각 및 격납용기 건전성과 기타 필수기능

이 가상 사고에도 유지됨을 보장할 만한 충분한 용량과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규정은 송전망

에서 소내 전력배전계통까지의 전력을 두 개의 물리적으로 독립된 회로에 의해 공

급하도록 설계하며 운전, 가상사고 및 가상 환경조건에서 이들 두 전력이 동시에 

상실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각 회로는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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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손상한계 및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소내 교류전원과 다른 소외전력회로의 상실 이후에 충분한 시간 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들 중 한 회로는 노심 냉각, 격납용기 건전성과 기타 

필수 안전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냉각재상실사고(LOCA) 발생 후 수초 이내

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개량형 가압경수로형 원전설계 신청서에서 소내교류전력과 소외전력계통 간의 연

계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

건은 SECY-91-078에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은 각 다중 안전모선에 최소한 하나의 

소외전력회로가 비안전 모선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비안전 

모선의 고장에도 안전모선에 소외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개량형 원전 설계는 만약 비안전관련 부하의 상실에 따른 설계여유가 현행 

원전의 터빈정지에만 관련한 사건보다 더 심각한 과도상태를 일으킨다면, 비안전

관련 부하에 대체(alternate) 소외전원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상실, 송전망으로부터의 전력 상실, 소내 전력

공급원의 상실 혹은 이들 전원의 동시 상실의 결과로써 어떤 나머지 전원의 상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전의 정지는 스위치야드 전압을 

떨어뜨리고 발전소 전압저하 보호계전기를 동작시키며 발전소 안전모선을 소외전

원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예상운전과도사건(AOO)이다. 이는 또한 송전망 불안

정도, 송전망 붕괴 가능성, 부적절한 스위치야드 전압, 원전에서 송전망으로 공급

되는 유효 및 무효 전력의 상실로 인해 이어지는 소외전력상실(LOOP) 사건을 초래

할 수 있다. 원전의 운영기술지침서 운전제한조건은 소외전력계통의 운전 가능성

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 대한 소외전력계통의 능력을 시험할 수 없으므

로 소외전력계통에 대한 설계기준은 송전망과 발전소상태의 분석을 통해서만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전의 운전원은 (1) 운전 중에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소외전

력계통의 공급 능력과 (2) 원전 정지에 따르는 소외전력상실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원전의 운전원은 원자로 정지 후 적절한 전압을 공급할 수 

없는 송전망 전압저하조건에서 소외전력계통이 운전 불가능함을 선언할 것으로 기

대한다. 송전망 전압 적절성, 전력산업의 규제 완화에 따른 송전망 안정도 및 신뢰

도 영향, 그리고 송전망 사건이 원전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정보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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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 32, 41 및 61에서 제공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는 또한 소내전력

계통 및 소내배전계통이 단일고장 시에도 그 소정의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독립성, 다중성 및 시험성을 가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단일고장이 

소내전력계통의 전력 공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력계통의 어떠한 단일고

장에도 전력을 필요로 하는 안전기능 및 기타 필수기능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

다. 단일고장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은 10CFR50.55a(h)에서 적용성에 관한 규정한 

RG 1.53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 8.3.1절은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에 따른 타당한 지침을 설

정하는 RG 1.6, 1.9, 1.32, 1.75, 1.153 및 1.155와 NUREG/CR-0660을 인용하고 있

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을 만족하

면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를 포함한 모든 시설의 운전모드 동안 단일고장

의 사건에서 조차도 안전기능 및 필수기능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뢰성 있는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확신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은 안전에 

중요한 전력계통은 그 계통의 연속성과 기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시

험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계통은 (1) 소내 전원, 

계전기, 스위치 및 모선과 같은 계통 기기들의 운전성과 기능에 따른 성능 그리고 

(2) 계통 전체의 운전성과 가능한 한 설계조건 하에서 보호계통의 일부 가능한 부

분의 작동을 포함한 전체적인 순차 운전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소외전력계통 및 

소내전력계통 간의 전원 절체를 주기적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교류전력계통이 안전등급 1E 계통에 대한 종합시험을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절은 이 기준의 요건을 만족하는 타당한 

지침을 설정하는 RG 1.9, 1.32, 1.47, 1.118, 1.153과 부록 8-5를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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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의 요건을 만족하면 소내전력계통은 필요할 때 요

구되는 주기 검사 및 시험을 위해 적절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중요한 계

통변수, 성능특성, 열화 특징과 검출 및/또는 통제된 조건 하에서 임박한 고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잔열제거설비”, 제30조 ”비상

노심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는 소외 및 소내 전원 모두의 접속

이 필요한 안전계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칙은 소형 배관파

단 동안 원자로냉각수 보충, 잔열 제거, 비상노심 냉각, 격납건물 열 제거, 격납건

물 공기정화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냉각수 공급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들 계통은 정상 및 사고 동안 특정계통의 요구에 따라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잔열제거설비”, 제30조 ”비상

노심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는 소내전력계통의 동작과 관련하

여(소외전력이 동작 불능일 때) 계통 안전기능이 단일고장을 가정하더라도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계통의 다중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중성은 전원과 관련 배전계통 

모두의 관점에서 비상전력계통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다중 안전부하는 다중 배

전계통들 간에 배분되어야 하고, 안전등급 1E 부하와 전력계통을 위한 계측 및 제

어 장치들이 관련 다중 배전계통에 공급되어야 한다. 교류전력계통의 경우, 이 기

준은 제24조 ”전력공급설비”에 의한 최소설계요건이 제공되었다면 만족된 것이

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에 포함된 이들 

기준을 만족하면 과도사건 및 설계기준사고를 포함한 모든 시설의 운전모드 동안 

어떤 단일고장의 사건에서 조차도 이들 기준에 따른 안전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확신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는 출입문, 

관통부 및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을 포함한 원자로 격납건물과 내부 격실들이 설계

누설율을 초과하지 않으며 충분한 여유를 갖고 어떠한 냉각재상실사고(LOCA)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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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압력 및 온도조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격납건물 전기관통부는 그 설계누설율의 초과하지 않고 냉각재상실사고로 인한 계

산된 압력과 온도조건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관통부도체는 모든 범

위의 과부하와 회로 보호장치의 단일 무작위 고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대별 

최대고장전류까지의 단락고장전류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 절에 적용한 바와 같이, 이 기준은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LOCA) 시에 격납

건물 전기관통부의 건전성 확보와 특별히 관련이 있다. 이 절은 이 기준의 요건을 

만족함에 있어서 규제의 관점에서 타당한 지침인 RG 1.63과 KEPIC-ENB- 

6430/IEEE-317 및 KEPIC-ENB-5000/IEEE-741을 인용하고 있다.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의 요건을 만족하면 냉각재상실사고(LOCA)가 전기

관통부를 포함한 격납건물의 설계누설율을 초과시키지 못할 것이며, 그리함으로써 

냉각재상실사고의 결말을 제한시킬 것으로 확신한다.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과 10CFR 

50.63의 규정은 각 경수로형 원전이 발전소 정전사고(SBO)에 견디거나 대처 및 복

구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발전소 정전사고를 위

한 필수보조계통인 전력계통은 정전사고시 노심 냉각 및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를 

위해 충분한 능력과 용량을 가져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한 가지 타당한 방법은 발전소

를 안전정지 상태로 가져가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 동안 발전

소 정전사고 대처를 위해 요구되는 모든 계통의 운전을 위한 충분한 용량, 능력 

및 신뢰성을 갖는 대체교류전원(AAC)을 설치하는 것이다.

또한 10CFR50.63에 의하면, 발전소 정전사고 동안 사용되는 대체교류전원(AAC)과 

소외 또는 소내 전력계통 간의 공통모드고장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들 계

통 간의 전기적 연결이나 연계 기기의 물리적 배열이 소내 및 소외 전력계통의 상

실 동안 대체교류전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대체교류전원의 설비가 

소내·외 전력계통의 기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발전소 내 혹은 

인근에 설치되는 대체교류전원은 용량, 능력, 소내 안전관련 전력계통 및 우선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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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과의 물리적 독립성 관점에서 RG 1.155의 지침에 적합해야 한다. 안전심사지

침 8.4절에는 발전소 정전사고에 대비한 대체교류전원의 검토사항이 자세하게 기

술되어 있다.

10CFR50.63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발전소 정전사고(SBO) 대처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서 소내 비상교류전원의 신뢰도와 다중성을 하나의 인자로 사용해야 한다. 발전소 

정전사고의 관점에서 소내 비상교류전원의 목표신뢰도 값을 달성 및 유지하기 위

한 신뢰도프로그램을 또한 마련해야 한다. RG 1.9 및 1.155와 안전심사지침 8.4절

은 발전소 정전사고에 대비하여 소내 비상교류전원의 신뢰도를 규정한 10CFR 

50.63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타당한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다. 발전소 정전사고

(SBO) 대처시간의 결정은 안전심사지침 8.4절에서 상세하게 검토한다.

SECY 94-084에 기술된 바와 같이 개량형 원전의 전력배전계통은 (1) 비안전관련 

부하의 상실에 따른 설계여유가 현행 원전의 터빈정지에만 관련한 사건보다 더 심

각하다면, 비안전관련 부하에 가용한 대체(alternate) 소외전원을 두어야 하며, (2) 

각 다중 안전모선에 적어도 한 개의 소외전력 회로가 비안전관련 모선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급되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량형 가압경수로 원전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

전력공급설비” 제6항과 10CFR50.63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상세한 

검토사항이 안전심사지침 8.4절, “발전소 정전사고(SBO)”에 기술되어 있다.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과 10CFR50.63의 요건들을 만족하면 원자력발전소

는 발전소 정전사고(SBO)에 견디거나 대처 및 복구할 수 있으며 노심냉각 및 격납

건물 건전성 유지가 확보될 것으로 확신한다.

 9. 10CFR50.65(a)(4)는 사업자가 제안된 정비활동을 수행하기 이전에 그 정비활동으로 

인한 리스크 증가를 평가 및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송전망 안정도 및 소외전

력계통의 가용성은 그 평가를 수행 전에 조치가 필요하거나 이미 수행되었던 평가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상상황의 한 예가 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송전망 리스

크에 민감한 정비활동(주기점검, 정비 후 시험, 예방 및 시정정비 등)을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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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정비 리스크 평가의 일환으로서 송전망 신뢰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그 활

동은 (1) 발전소 정지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상태, (2) 소외전력상실(LOOP) 혹은 발

전소 정전사고(SBO)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상태, 그리고 (3) 발전소의 소외전력상실 

혹은 정전사고 대처능력에 영향을 주는 상태, 즉 서비스 중단 시 리스크 심각도가 

높은 기기(예, 비상디젤발전기, 축전지, 터빈구동 펌프, 대체교류전원 등)를 포함하

여 이미 상존하거나 곧 닥쳐올 송전망 신뢰도 저하상태 하에서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

10.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정기검사“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0호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2호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는 원자로시설의 주발전기설비, 

변압기설비 및 스위치야드설비에 대해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를 수행하고 이들 설비의 

고장이나 오동작으로 인한 발전소 불시정지를 최소화하여 안전관련 계통의 설계된 기능

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주발전기설비계통은 터빈의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며, 

발전기설비, 여자기계통, 고정자냉각수계통, 수소냉각계통, 수소밀봉유계통과 계측

제어 및 보호계통으로 구성된다. 여자기계통은 발전기 계자권선의 직류전류를 공

급 및 제어하며, 여자상태(excited)를 제어하고 발전기 전압 및 무효전력(var)을 제

어한다. 고정자냉각수계통은 발전기 고정자권선, 여자기, 상분리모선(IPB) 등에서 

발생한 저항성 열을 기기냉각수계통으로 전달하며, 냉각수의 전도도(conductivity)

를 허용치 이하로 유지한다. 수소냉각계통은 발전기에서 발생한 저항 열 및 기계

적인 손실 열을 기기냉각수계통으로 전달한다. 수소밀봉유계통은 가압된 오일을 

발전기 축밀봉부위로 공급하여 발전기 내의 수소가 대기로 누설되지 않도록 한

다. 발전기 계측, 제어 및 보호계통은 발전기를 안전하게 운전, 제어 및 정지하며 

비상 발생시 보호계전기의 동작으로 발전기설비를 보호한다.

원자력발전소에는 전력 송전 및 배전을 위한 주변압기, 보조변압기, 대기변압기와 

소내 배전용 변압기가 있다. 주변압기를 포함한 보조변압기 및 기동변압기는 유

입 변압기이며 용량이 큰 변압기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주변압기 및 보조변압기

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에 따른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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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회로를 만족하기 위해 주변압기를 통한 역가압(backfeed) 회로를 “즉시 접속

회로”로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외전력계통 설계의 경우 주변압기 및 보조

변압기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

는 전기설비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사항은 안전심사지침 8.2절에 기술되어 

있다. 또한 대기변압기는 발전소 기동, 정지 또는 사고 후 장기간 냉각을 위해 안

전에 중요한 전기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설비이다. 소내 배전용 변압기는 

건식변압기로서 변압기의 냉각을 공기로 하는 공냉식 변압기와 폴리에스테르 수

지나 에폭시 수지 등의 합성수지를 고화하여 만든 몰드형 변압기 등이 있다. 이런 

건식변압기는 안전관련 및 비안전 등급의 중소형 변압기에 사용되고 있다. 계기

용변성기(PT 및 CT)도 일종의 변압기로서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신호 발생에 

필요한 강압변압기로 사용된다.

보호계전기는 케이블이나 발전기․변압기․전동기 등 전력기기에서 발생한 이상상태를 감

지하여 인적 보호 및/또는 전기기기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고장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

해 적절한 보호신호를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 보호계전기의 주요 기능은 보호대상 

전기기기의 가용도(availability)와 신뢰도(reliability)를 확보하는데 있다. 원자력발전

소에는 안전계통 및 안전관련 보조계통의 전기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등급(Class 

1E) 보호계전기와 기타 전기기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안전등급(Non-1E) 보호계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주발전기설비, 변압기설비 또는 이를 보호하는 계전기의 고장이나 오동작은 발전 

정지를 초래하고, 이는 곧 스위치야드 단자전압을 떨어뜨릴 수 있다. 스위치야드

의 전압 강하는 소내 안전모선의 전압저하(degraded) 및/또는 전압상실(LOV) 보호

계전기를 동작시켜 안전모선을 소외전원으로부터 분리하는 예상운전과도사건을 

초래한다. 이는 또한 송전망 불안정도, 송전망 붕괴 가능성, 원전에서 송전망으로 

공급되는 유효 및 무효 전력의 상실로 인해, 이어서 소외전력상실(LOOP)을 초래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발전기설비, 변압기설비 및 보호계전기에 대한 가용도 및 

신뢰성 확보는 불필요한 발전소 불시정지를 최소화하고 안전관련 계통의 구조물 

및 기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게 함으로써, 안전관련 구조물 및 기기가 소정

의 안전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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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절차

   교류전력계통에 대한 주요 검토 목적은 동 계통이 상기 Ⅱ.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하

는지와 발전소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사고조건 및 사고 후 조건 동안 그 설계기능

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상기 Ⅱ.절의 허용기준이 만족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상세한 검토를 수행한다.

   검토자는 상기 I.절의 검토분야에서 언급한 다른 검토분야와 긴밀히 협조한다. 검토

자는 이 검토절차가 종결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러한 입력 자료를 취득 

및 이용한다.

   검토자는 아래에 기술된 절차에서 특정한 경우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한다.

   이 검토절차는 상기 Ⅱ.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 허용기준과 다른 경우 

검토자는 사업자가 제안한 대체방안이 상기 Ⅱ.절, 허용기준의 규제관련 요건들을 어

떻게 만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1. 계통의 다중성 요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제29조 ”잔열

제거설비”,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는 소내 교

류전력계통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는 안전계통에 관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규칙은 소내전력계통의 동작과 관련하여(소외전력이 상실할 때) 계통의 안전기능

이 단일고장을 가정하더라도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계통의 다중성을 요구

하고 있다. 다중성의 관점에서 소내전력계통의 적합성은 이들 규칙에 따라 안전관련 

기기 및 계통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다중성을 가져야 한다. RG 1.153에서 승인

한 KEPIC-ENB-1100/IEEE-603은 다중성 기준을 포함한 안전관련 계통과 소내 전력계

통의 모든 전기분야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기준을 제공하며, 

KEPIC-ENB-6100/IEEE-279는 10CFR50.55a(h)에 의거하여 건설허가 발행 일자에 따라 

적용받는 보호계통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다중성이 전원 및 관련 배전

계통의 모든 관점에서 비상전력계통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기단선도, 실

물 배치도, 그리고 전기제어 및 상세도면을 포함하는 기술내용을 검토한다. 또한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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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부하가 다중 배전계통들 간에 배분되었는가와 안전등급 1E 부하와 전력계통에 대

한 계측 및 제어장치들이 관련된 다중 배전계통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가를 확인하

기 위해 다른 검토부서와 협조하여 확인한다.

 2. 단일고장기준의 적합성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에 따라, 소내 교류전

력계통은 단일고장을 가정하더라도 그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계통이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는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이 계통의 다중 부분들 간의 독립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중 전원과 그 연결된 부하를 포함한 배전계통 모두에 대한 전기적 

및 물리적인 분리를 검토한다.

전기적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가 KEPIC-ENB-6210/IEEE-308의 권고사항과 

RG 1.6의 지침을 만족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설계기준, 분석내용, 기술내용 및 이

행사항, 즉 기능논리도면, 전기단선도와 전기제어 및 상세도면을 검토한다. RG 

1.153에서 승인한 KEPIC-ENB-1100/IEEE-603은 단일고장에 관한 기본기준을 포함

한 안전관련 계통과 소내 전력계통의 모든 전기분야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기준을 

제공하며, KEPIC-ENB-6100/IEEE-279는 10CFR50.55a(h)에 의거하여 건설허가 발행 

일자에 따라 적용받는 보호계통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계분야

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부가지침은 RG 1.53에서 보완한 KEPIC-ENB-3000/IEEE-379, "원

자력발전소 보호계통에 대한 단일고장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이 있다. 전기적 

독립성과 물리적인 격리가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

는 다른 설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동일 부지내의 다수호기 발전소들 간에 소내 교류전력계통을 공유하는 설계가 

제안된다면, KEPIC-ENB-6210/IEEE-308의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의 요건과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함에 있어, 

설계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

서 이런 설계의 적합성은 제안된 계통의 설계기준 및 전기상세도뿐만 아니라 

한 호기의 전기 및 설비 고장결과가 다른 호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설계의 적합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검토해서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검

토자는 1973.6.1일 이전에 접수된 건설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RG 1.81,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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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비상 및 정지전력계통의 공유,” 규제입장 C.2에 따

른다. RG 1.81, 규제입장 C.3은 1973.6.1일 이후에 접수한 건설허가 신청된 원

자력발전소들 간의 소내전력계통 공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발전소들 간의 소내

전력계통 공유에 관한 C.2의 자세한 검토는 아래 항목 4에서 다루어진다. [신

규원전의 경우 발전소들 간의 디젤발전기 공유는 허용하지 않는다.]

나. 여분의 다중 부하들을 어느 한 다중 배전계통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된 모선연

결차단기(bus tie)와 다수 간선차단기(multi-feeder)를 통한 다중 부하센터들 간

의 상호 연결을 조사하고, 상호 연결장치 내에서의 단일고장이 비상전원의 병

렬운전을 초래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모선연결차단기 혹은 다수 간

선차단기의 제어회로는 해당 전력공급원이 상실될 때 다른 다중 전력공급원으

로 부하센터나 부하를 자동 절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G 1.6, D.4). 모선연결

차단기를 통한 상호 연결과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두 개의 

연결차단기를 직렬로 연결하고 소내전력계통의 분리에 관한 허용기준에 따라 

서로 간에 물리적으로 분리되도록 적절히 설계해야 한다. 더욱이, 다중 부하센

터들 간의 상호 연결은 수동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여분의 다중 부하들에 전

력을 공급하는 다수 간선차단기에 의한 상호연결과 관련하여, 여분의 다중 부

하를 필수 운전부하들(만약 정상부하에 대한 대체부하가 동작 불능이면) 중의 

하나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만약 이것이 소외전력상실과 동시에 사고 발

생 이전의 선택된 운전 모드라면, 여분의 다중 부하에 연결되지 않는 간선차단

기에서의 단일고장이 이 차단기의 닫힘, 결국 전력공급원의 병렬 운전을 초래

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차단기의 배열 및 관련 제어회로를 검토하고 확인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다중 전력계통의 독립성을 위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분의 다중 부하들을 어느 한 배전계통에 연결하는 적절한 설계는 최소한 각 

부하를 각 다중 모선에 연결하고 격리하기 위한 이중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설계는 또한 소내전력계통의 전기적 및 물리적 분리에 관한 허용기준

을 만족해야 한다.

추가로, 소외전력상실과 동시에 발생하는 사고조건에서는 다중 부하센터의 모

든 연결장치를 자동으로 차단(예, 모선연결 및 다수 간선차단기 열림)하는 설계

를 검토하고 이 계통의 다중 부분들 간의 독립성이 단일고장에도 보장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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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한다.

운전경험에 의하면 단일고장 가능성과 화재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  그로 인

해 회로 고장은 안전모선을 못 쓰게(lockout) 하고 다중 안전모선의 재가압을 

방지할 수 있다(참고문헌 40). 공통모선에 연결된 각상 과전류계전기와 접지과

전류계전기를 위한 3개의 변류기(CT)를 포함한 어떤 안전모선 보호장치 결선이 

확인되었는데, 이 결선이 또한 다중 안전모선의 전력을 집계하는 단일 공용 전

력량계의 결선을 포함하였다. 화재를 유발하는 고장이나 전력량계의 고장으로 

인하여 회로가 개방되면 모선차동보호계통에 의해 양쪽 안전모선의 전기 고장

으로 해석하고 여러 개의 모선을 폐쇄하게 된다. 검토자는 전기보호 및 계량기 

결선을 면밀히 조사하고 보호 및 계량 회로들 간의 상호결선이 공통모드고장 

취약점을 발생시키지 않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다. 물리적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 혹은 최종 물리적 배치도면에 나타난 케

이블 및 전선로와 그 이행을 포함한 다중 설비의 물리적 분리에 관한 기준을 

검토하고, 설계 배치가 RG 1.75에서 보완된 바와 같이 KEPIC-ENB-2000/IEEE- 

384의 권고사항을 만족하는가를 결정한다. 이 기술표준과 규제지침은 안전등급 

1E 전력계통에 포함되거나 또는 관련된 회로와 전기기기의 분리에 관한 허용

기준을 기술하고 있다. 다중 케이블 설치의 독립성이 KEPIC-ENB-2000/ 

IEEE-384의 요건과 RG 1.75의 입장에 적합한가를 판단하기 위해, 케이블 용량

감소; 전선로 채움; 격납건물 내부 케이블, 관통지역, 케이블 포설실, 주제어실 

및 다른 밀집지역에서의 케이블 포설; 비안전 관련 케이블 혹은 동일 계통이나 

다른 계통의 케이블과 함께 포설; 전선로 내에서의 케이블 이음 금지; 제어반, 

패널 및 계전기반 내에서의 안전등급 1E 전기계통과 관련한 제어 배선 및 기

기; 그리고 다중 전선로들 간의 방화벽 설치 및 분리와 같은 기준을 포함한 안

전등급 1E 케이블 및 전선로의 분리에 관해 제안된 설계기준을 검토한다.

일반서신(GL) 2007-01에 기술된 운전경험에 의하면 장기간 습한 환경에 노출

되거나 물속에 잠겨있거나 혹은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감지되지 않는 케이블

의 성능저하는 많은 기기의 고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검토자는 조

수 변화, 계절적 변화, 기후 변화로 인해 물이 침투하여 장기간 습한 환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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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잠겨있는 지중케이블 또는 접근이 어려운 전력케이블 및 제어케이블이 

적절히 파악되고, 감시 혹은 시정조치가 이행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소외전

원을 안전모선까지 연결한 지중케이블 또는 접근이 어려운 전력케이블이나 사

고완화 기능을 가진 기기에 연결한 전력 및 제어케이블이 검토에서 고려되어

야 한다. 습한 지역이나 물에 잠긴 지중케이블의 상실에 대한 운전경험은 정보

고지서(IN) 2002-12와 일반서신(GL) 2007-01에서 제공된다.

 3. 소내 및 소외 전력계통의 독립성

소외전력계통에 대한 소내전력계통의 독립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상호연결설비의 

물리적 배치와 두 계통들 간의 전기적 결선을 검토하고 어떤 단일고장에도 필요할 

때 소외전력계통으로부터 소내전력계통의 다중 부분의 격리가 방해받지 않음을 확

인한다. 독립성에 대한 검토 범위는 보조 및 기동변압기(소외 혹은 우선 전원이라 

함)의 저압측에 연결된 공급차단기로부터 안전관련 배전계통까지를 포함한다. 소외

전력계통에서 안전모선까지의 전선로 수와 용량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안전모선

에서 소외 전력차단기의 저압측에 대한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잔열제거설비”,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의 다중성 및 독립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즉, 소외전력이 상실하고 

소내전력계통이 운전한 경우 계통의 안전기능은 단일고장에도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 우선전력계통에서 안전등급 1E 모선까지의 물리적 독립성이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과 

KEPIC-ENB-6210/IEEE-308의 권고사항을 만족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각 회로가 

다른 다중 회로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 및 독립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실물 배치

도를 조사한다. 또한, 우선전력을 안전모선에 공급하는 각 회로의 최종 간선격리 

차단기는 소내전력계통의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물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우선

전력이 상실한 후에 안전모선은 단독으로 비상교류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다. 이런 상황에서 각 우선전력회로의 간선격리 차단기는 비상교류전원이 상실되

더라도 우선전력을 해당 안전모선에 자동으로 연결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

와 관련하여 우선전력을 해당 안전모선으로의 복구는 수동 조작에 의해서만 하도

록 적절히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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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비안전 1E 모선이나 비안전 1E 부하에 공급하는 공통 권선을 통해 소외

전력을 안전등급 1E 모선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가장 신뢰성 있는 구성이 아님

을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회로 구성은 안전등급 1E 모선에서 적절한 전압조정을 

어렵게 하고, 안전등급 1E 부하가 비안전 1E 부하(예, 원자로냉각재펌프)에 의한 

과도현상을 받게 된다. 이러한 구성은 또한 소외전원과 안전등급 1E 모선 및 부하 

간의 추가적인 고장요소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검토자는 최소한 하나의 소외

전력회로가 비안전 모선을 경유하지 않고 각 다중 안전모선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

도록 함으로써 소외전원이 비안전 모선의 어떤 고장에도 안전모선에 전력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자로냉각재펌프, 원자로재순환펌프, 급수펌프 등과 같은 발전소 균형(BOP) 부하

에 전력을 공급하는 대체(alternate) 전원이 없는 발전소의 경우 발전소 정지 또는 

주발전기 고압측 차단기의 개방으로 인해 100% 부하감발로 이와 같은 부하에 공

급되는 전력 상실은 원자로냉각계통의 강제순환 상실과 급수유량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전기도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비안전 부하의 상실에 따른 설계여유

도가 현행 원전 설계에서 터빈정지에 국한한 사건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면, 비안전 부하를 위한 대체전원이 설계에 반영되었는가를 확인한다.

SECY-91-078에 기술된 바와 같이, 개량형 가압경수로 원전 설계신청서는 최소한 

하나의 소외전력회로가 비안전 모선을 경유하지 않고 각 다중 안전모선에 직접 전

력을 공급하도록 하여, 소외전원이 비안전 모선의 어떤 고장에도 안전모선에 전력

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전기배전계통을 설계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와 같은 회로 구

성을 제외하고는 소외전력계통과 소내전력계통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검토는 기존 

발전소에 대한 설계검토와 유사하다.

검토자는 접지, 전력서지 및 낙뢰 보호를 소내전력계통의 설계에 적절히 반영하였

는가를 확인한다. 즉, 검토자는 소내전력계통의 접지, 접지고장전류 제한장치, 낙뢰 

및 전기과도 서지 보호설비와 계측설비 접지계통 격리를 위한 대책을 평가한다. 

RG 1.204에서 승인한 IEEE Std. 665, 666, KEPIC-EMC-5000/IEEE-1050, 및 KEPIC- 

EED-3000/IEEE-C62.23은 낙뢰보호계통의 설계, 설치 및 성능에 관한 타당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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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한다.

발전소의 어떠한 운전모드 동안 소내전력계통 및 관련 기기에서 전압, 주파수 및 

파형(고조파 왜곡)의 변동이 안전계통의 성능을 허용수준 이하로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KEPIC-ENB-6210/IEEE-308과 다른 산업기술표준은 계통의 전력품질 제한치

에 관한 지침과 전압강하가 계측 및 보호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소내 및 소외 전력계통 간의 전기적 결선의 적합성과 안전관련 모선에 전력을 공

급하는 우선전력회로의 능력을 평가할 때, 1차 및 2차 후비 보호계전방식 및 보호

협조, 계전기 설정, 그리고 배정된 제어 전력설비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우선전력 

변압기 공급차단기와 안전모선 사이에서 전기고장이 발생할 경우 단일고장으로 인

해 우선전력회로의 개수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수 이하로 감소하지 

않는지 혹은 고장으로 인해 피해 받은 회로를 소내전력계통의 해당 다중 부분에서 

분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추가로, 한 개의 보호계전기 혹

은 연동장치의 고장이 우선전력계통 상실시 우선전력계통으로부터 소내전력계통의 

해당 다중 부분의 분리를 방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소내 교류전력계통의 분석에서는 소외전력계통, 특히 송전망 전압이 소내전력계통

의 능력과 저전압계전기의 감지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검토는 

송전망 안정도 분석에서 송전망 사건이 발전소 스위치야드에서 가용한 소외송전망 

전압의 적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운전경험에 의하

면 송전계통의 전력 조류, 무효전력량, 발전소 전압과 주파수 보호방식 및 설정치, 

그 지역의 날씨 혹은 온도 상태와 같은 여러 인자들이 송전망 전압과 전체안정도

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록 8-6과 참고문헌 35 및 41

은 송전망 전압 강하와 송전망 사건이 발전소 스위치야드에서의 송전망 전압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검토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송전망 운전조건 및 안정도

분석과 소내전력계통에 미치는 상호작용에 관한 상세한 검토사항은 안전심사지침 

8.2절, “소외전력계통”에 기술되어 있다.

두 전력계통이 병렬 운전(예, 비상디젤발전기의 전부하 시험동안)하는 발전소 운전

모드를 검토할 때, 소내전력계통의 다중 부분들 간의 독립성이 소외전력계통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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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도 확보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계전기 협조 및 정정을 포함한 연동장치

를 철저히 조사한다. 이런 운전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은 사고와 동시에 발생

하는 소외전력상실(LOOP) 사건과 두 전력계통의 병렬운전을 허용하는 간선격리 차

단기의 개방을 방해하는 단일고장이다. 디젤발전기의 기동신호는 정상시 저전압계

전기로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전압은 시험 중인 디젤발전기에 의해 

트립계전기의 설정치 전압보다 높게 유지되므로 다른 다중 디젤발전기는 기동신호

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비안전 1E 부하가 시험 중인 디젤발전기에 연결함

으로써 야기되는 용량 증가로 과부하 혹은 저주파수가 발생되고 이로 인해 디젤발

전기는 정지하게 된다. 그 결과 안전모선에 공급되는 전력이 모두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다중 디젤발전기가 모든 전력이 상실된 후 즉시 저전압계전기에 의해 

자동으로 기동되면 이러한 전력 중단은 순간적인 것일 수 있다. 시험 중인 디젤발

전기는 과부하 혹은 저주파수로 인한 정지 후 재기동을 방해하는 자체-잠김 

(self-locking) 특성으로 운전 불능상태가 될 것이다. 검토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안

전모선에 전력공급이 지연되는 시간이 사고해석에서 가정한 응답시간 제한치 이내

인가를 확인한다. 이것은 부적당한 전기계전기 협조 및 자체-잠김 특성으로 인한 

후속 고장이 최소안전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다른 다중 디젤발전기의 자동 기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인가를 확인한다. 만약 안전모선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소요된 시

간지연이 허용치를 넘는 경우 이 사건의 발생 확률이 각 디젤발전기의 시험주기 

및 시험기간과 비교할 때 낮다거나, 또는 안전모선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

록 저전압계전기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자동 기동신호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소외 및 소내 전력계통의 병렬운전을 검토한 후, 검토자는 첨두부하 요구기간(예, 

하절기)에 비상전원(디젤발전기)을 전기 계통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

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한 근거는 소외전력과 비상전원의 빈번한 상호연결이 

두 전원의 동시상실 가능성[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

공급설비”]을 최소화하지 못하거나 또는 설계가 공통고장 모드

[KEPIC-ENB-6210/IEEE-308, 5.2.1(5)절]에 면역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

한 보다 세부적인 근거는 비상전력공급 이외의 목적을 위해 디젤발전기의 사용 금

지에 대한 기준이 부록 8-2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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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험은 고전압 및 저전압 스위치기어 기기, 전기 모선과 소내교류전력계통에 

사용된 차단기에 관한 경년열화, 운전 및 설계관련 문제점에 대한 교훈을 제공한

다. 이는 다음 사항들로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다.

- 소외전력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모선 고장, 즉 모선 봉강 접합부의 건전성, 토크 

이완, 반복되는 모선 부하부담, 높은 고장전류 과도현상 및 아크고장 폭발로 인

한 초기 손상 등이다.(참고문헌 36 참조)

- 예방정비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 즉 차단기 윤활, 사업자/제작자 상호관계, 제

어전압 기준과 차단기 운전경험 검토로 인한 안전관련 회로차단기 고장(참고문헌 

33 및 34 참조)

- 전기아크고장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로 인접한 차단기 격실에 손상을 주고 소외

전력상실(LOOP)을 초래하는 금속-밀폐형 스위치기어 차단기 고장(참고문헌 37 

참조)

- 안전기기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단기 격실문 경칩 근처의 스위치기어 

제어 및 보호 배선의 손상 가능성(참고문헌 38 참조)

이 검토에서는 고전압 및 저전압 스위치기어, 금속-밀폐형 모선의 예방정비, 성능 

및 상태 감시활동을 정비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가와 내부 및 산업 전반

의 운전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4. 비상전력 공급

검토자는 비상전력공급설비(디젤발전기)가 배전계통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

는 충분한 용량과 능력을 갖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과 KEPIC-ENB-6210/IEEE-308의 권고사항

이 만족함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검토자는 비상전력공급설비가 설계근거 및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고, 그 설계를 지원하는 분석을 확보해야 한다. 더욱이 

검토자는 비상전력공급설비가 전기도면과 실물 배치도면에 따라 기술되고 이행되

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디젤발전기설비에 대한 검토에서는 디젤발전기의 선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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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RG 1.9의 지침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특히, 검토자는 실물 배치도에 묘사

된 계통 기기 배치, 사고해석에서 가정한 예상된 계통 성능, 정상 및 사고 조건에

서 계통 운전모드 및 상호관계, 계통들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각 안전계통의 목

적과 운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각 디젤발전기에 연결되어야 하

는 모든 안전관련 부하 일람표가 안전관련 계통 및 부하와 그에 필요한 다중성을 

설정하는 정보와 일치한가를 확인한다. 각 부하의 특성(전동기 마력, 전압-전류 정

격, 돌입전류, 기동 전압-전류 및 토오크), 각 부하의 요구 시간과 각 안전 부하(전

동기의 공칭정격, 펌프 런-아웃조건, 혹은 예상된 유량과 압력 하에서의 추정 부

하)에 필요한 전력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근거자료는 최악의 운전조건에서 각 디

젤발전기에 걸리는 총 요구 부하량 계산을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이 같은 총 요구 

부하량을 각 디젤발전기의 용량 선정에 적용할 때 설계는 RG 1.9의 C.1.2 및 C.1.3

의 지침을 만족해야 한다. 비상전력공급설비의 용량, 능력 및 신뢰도 기준과 소내

전력계통 설계분석에 관한 상세한 검토지침은 산업기술표준(참고문헌 68, 69 및 

77)에서 제공된다.

각 디젤발전기가 사고해석에서 가정한 최단시간 내에 기동하고 정격속도로 운전되

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모든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자는 각 디젤발전기의 부하곡선, 전압 및 주파수 회복 특성곡선, 부하변화량에 

따른 여자계통의 응답시간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이 검토는 전압 및 주파수 변

화량에 응답하는 각 디젤발전기의 능력이 RG 1.9, C.1.4의 지침을 만족하는가를 확

인해야 한다. 그 밖에 각 디젤발전기에 연결한 안전관련 부하의 차단과 연결 및 

디젤발전기의 기동에 대한 회로설계의 적합성을 점검한다. 여기에는 기동개시회로; 

수동 및 자동 순차 부하 투입과 차단회로; 스위치기어, 부하센터, 제어센터, 배전반 

및 배전반의 차단용량; 접지기준; 그리고 계전기 협조, 정정을 포함한 보호계전기 

회로와 각 부하 및 각 디젤발전기에 대하여 배정된 제어전력 공급장치의 검토가 

포함된다. 전동기구동 안전관련 밸브의 전동기에 대한 열 과부하 보호설계에 관한 

기준은 RG 1.106에 의거하여 검토한다. 전동기 기동해석, 부하조류 해석, 요구부하 

해석과 단락고장 해석은 산업기술표준(참고문헌 68, 69 및 77)의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디젤발전기설비의 전기보호 트립회로의 검토와 관련하여 RG 1.9의 C.1.7 및 C.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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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침을 평가지침으로 사용한다. 디젤발전기가 지속되는 저전압상태에서 자동 

순차 부하투입 회로를 복귀(reset)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정상전압이 복구

되면 안전관련 부하가 정해진 순서대로 연결될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반면 모든 

부하를 동시에 재연결하면 과부하 상태가 되어 디젤발전기를 정지시키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걸쇠형(latched-type) 차단기를 통하여 전력이 공급되는 안전관련 

부하는 전력이 복구된 후 해당 모선에 재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증하기 위해서 

저전압상태가 발생할 때 원상복귀를 위한 차단기 역사이클(anticycle) 특성을 설계

에 반영해야 한다. 이 특성의 일반 기능은 차단기가 트립된 후 곧바로 재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동일 부지내의 다수호기 발전소들 간에 디젤발전기를 공유하거나 비안전 부하들을 

안전등급 1E 모선에서 연결 및 차단하는 설계가 제안된 경우 이 같은 설계가 비상

교류전원의 용량과 능력을 위협하지 않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에 특별한 주의

를 요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에 의거하면, 한 발전

소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나머지 발전소들이 순차적으로 발전소 정지 및 냉각을 시킬 

때 필요한 모든 안전기능을 디젤발전기가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디젤발

전기를 공유할 수가 없다. 디젤발전기를 발전소 간에 공유하는 설계가 제안된 경우 그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잔열제거설비”, 제30조 ”비

상노심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에서 보완된 바와 같이 제16조 ”설

비의 공유”와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을 만족하고 RG 1.9의 지침을 만족하

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자는 RG 1.81의 지침에 따라 검토한다.  이 지침은 두 가지 

중요한 규제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입장 C.3은 1973.6.1일 이후에 건설허가를 신청한 

발전소에 적용하며 발전소들 간의 소내전력계통의 공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규제입장 

C.3과 설계가 일치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발전소의 소내전력계통이 다른 발

전소들의 소내전력계통과 전기적으로 독립되어 있음을 전기도면을 포함한 관련 기술

내용의 검토를 통해 확인한다. RG 1.81, C.2는 발전소들 간의 소내전력계통의 공유가 

허용되는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운전모드 공유에 따라 디젤발전기 용량 및 능

력의 적합성에 관한 규제입장 C.2에 적합한가는 위에서 토의된 절차에 따라 모든 부하

의 총합과 일람표를 작성해서 확인한다. 특히, 디젤발전기의 용량 설정을 위한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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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람표와 계산결과를 검토하고, 그렇게 선정된 용량이 다수호기 부지에서 한 발전소의 

사고와 다른 발전소에서 단일고장, 허위 혹은 오신호 사고 신호와 모든 발전소의 우선

전력 상실과 같은 사건에서도 한 발전소의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을 위한 최소한의 부

하와 나머지 발전소들을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한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어느 한 호기의 주제어실 패널과 콘솔에 있는 계측 및 제어기기의 실

물 배치를 다른 호기들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비상교류전원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발전소 운전원들 간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는가를 확인한

다.

안전등급 1E 배전모선과 비안전등급 1E 부하의 연결과 분리에 대한 KEPIC-ENB- 

6210/IEEE-308에 상세기준이 없는 경우, 상호결선의 검토는 설계의 적합성을 판단

하기 위해 RG 1.75에서 보완한 KEPIC-ENB-2000/IEEE-384에 따른 격리장치를 고

려한다. 비안전 부하와 안전등급 1E 모선을 서로 연결한 것이 안전등급 1E 계통의 

성능저하를 초래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비상전력을 비안전 1E 부하에 공급하

는 안전등급 1E 모선의 제어회로와 결선을 포함한 격리장치는 안전등급 1E 기준

을 만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만약 비상전력공급설비가 비상상황에서 비안전 1E 

부하를 수용할 수 없다면 그 설계는 비상상황을 감지하면 비안전 1E 부하를 자동

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부하가 전력공급설비에 이미 연

결되어 있든지 아니든지 불구하고 수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 사건 후에 과도 안

정화 기간 동안 자동 혹은 수동으로 부하가 연결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디젤발전기를 비상전력공급설비로 쓰는데 적합한가를 입증하기 위해 건설허가 단

계에서 검증시험계획과 운영허가 단계에서 이러한 시험결과가 상기 II.절의 허용기

준을 만족하는가를 검토해서 판단한다. 특정발전소에 적합한 디젤발전기를 선정하

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여 그 품질이 인정된 설계방식의 

디젤발전기를 채택하겠다는 사업자 이행사항이 있거나, 새로운 설계에 대해서 허

용기준에 따라 디젤발전기에 대한 검증시험을 실시하겠다는 사업자 이행사항이 있

으면 이러한 디젤발전기의 설계를 허용한다.

디젤발전기 보조계통에 대한 검토사항은 안전심사지침 9.5.4에서 9.5.8절에 기술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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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발전기의 신뢰도와 운전성이 저하되지 않음을 보증하기 위해 검토자는 안전성

분석보고서(SAR)에서 디젤발전기에 대해 기술한 정보와 고장모드 결과를 평가하고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다음의 항목들을 확인한다.

가. 시설물 설계와 디젤발전기 기동에 관련된 전기기기의 설계 및 설치에서는 정

상운전 중에 환기계통을 통해 들어가거나 디젤엔진실에서 발생되는 먼지와 기

타 유해물질이 전기기동장치(예, 보조계전기 접점, 제어스위치 등)에 누적되어 

기동 요구시 디젤발전기의 기동실패를 최소화해야 한다.

나. 디젤발전기설비는 성능 혹은 신뢰도의 저하 없이 전부하보다 적은 부하와 운

전절차서 제한에 따른 무부하 운전을 할 수 있다.

다. 디젤발전기의 정비 및 가용도에 책임을 갖는 감독자와 기계 및 전기보수, 품질

관리 및 운전요원에 대한 정규훈련계획을 수립한다.

라. 상기 II.절에서 언급한 부품의 검사를 위한 시험과 교체계획을 포함한 예방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마. 수리 및 정비절차서는 최종적인 기기 점검에 대비하고 시험절차서는 디젤엔진

을 자동 대기상태 및 주제어실 운전원의 통제 하에 두도록 한다.

바. 엔진 혹은 관련 배관에 직접 부착된 센서와 기타 기기를 제외하고, 제어 및 감

시 계측기들은 진동이 없는 지역에 설치된 패널에 부착한다. 만약 패널 바닥이 

진동을 받는다면, 그 패널은 진동에 대비한 방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계측 

및 제어장치가 발전소 설계 때문에 엔진 몸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면 제어 

및 계측 장치는 진동에 대비한 환경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 기기들에 대한 환

경검증이 끝날 때까지, 사업자는 보강된 검사, 시험 및 교정프로그램을 이행한

다.  이 프로그램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적절히 기술되었는가를 확인한다.

 5. 전선, 전선로와 단말장치의 식별

발전소의 안전관련 케이블, 전선로, 단말장치와 제어반 내부배선에 적용한 식별방

식이 RG 1.75에서 보완한 KEPIC-ENB-2000/IEEE-384에 적합한가를 검토한다. 이는 

(1) 다른 채널이나 계열의 안전관련 케이블, 전선로와 단말장치, (2) 안전성 전선로

에 포설된 비안전 관련 케이블, (3) 어떠한 안전성 계열과 물리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안전 관련 케이블, (4) 다수호기 부지에서 다른 발전소에 대한 해당 발전소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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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련 케이블, 전선로와 단말장치를 구분하는 기준을 포함한다.

 6. 보조지원계통 및 설비

검토자는 안전관련 부하 및 계통의 운전에 필수적인 것으로 확인된 보조지원계통

의 설계 적합성을 확인한다. RG 1.153에서 승인한 KEPIC-ENB-1100/IEEE-603은 보조

지원계통 및 설비가 그 안전계통과 동일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기본요건을 포

함하여, 보조지원계통 및 설비의 모든 계측, 제어 및 전기 부분들을 평가할 때 사

용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검토자는 보조지원계통 및 설비의 설계가 그것이 지

원하는 안전계통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기준을 준수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보

조지원계통 및 설비의 계측, 제어 및 전기 부분에 대한 설계 적합성을 확인한다.

따라서 이 계통과 설비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절차는 여기에서 토의된 바

와 같이 소내계통에 적용된 것과 동일하다. 본질적으로 검토자는 먼저 기능배관 

및 계기도면에 묘사된 기기 배치를 포함한 각 보조지원계통과 설비의 목적 및 운

전을 잘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전기도면에 기술된 계측, 제어 및 전기기기의 설

계기준, 분석내용, 자료 및 이행내용을 검토하고 그 설계가 안전등급 1E 계통에 대

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그 밖에 보조지원계통의 다중 계측, 제어 

장치 및 부하가 그들이 지원하는 계통과 동일한 다중 배전계통으로부터 전력을 공

급받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또한 연료저장 및 이송계통, 냉각수계통, 기

동공기계통과 윤활유계통과 같은 비상디젤엔진에 관련된 보조지원계통이 허용기준

을 따르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보조지원계통의 설계, 용량 및 물리적 독립성이 그 의도

된 기능에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보조지원계통의 또 다른 분야를 검토한다. 

이 검토는 스위치기어 및 디젤발전기 실의 공기조화계통(HVAC)과 같이 안전등급 

1E 계통에 필수적인 공기조화계통의 평가를 포함한다.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정상 및 사고 상태에서 모두 안전관련 장비의 적절한 운전에 필요한 온도 및 상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공기조화계통의 설계 적합성을 확인한다. 또한 다중 공기조

화계통이 보조하는 계통과 동일한 구역에 위치되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격리

되는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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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계통시험 및 주기점검

소내 교류전력계통의 주기적인 시험능력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의 요건과 RG 1.9 및 1.118의 규제입장을 만족하는

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정보, 기능논리도면과 전기상세도면을 검토하고 원자로가 

운전 중일 때 안전등급 1E 계통에 대한 종합시험을 주기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

험능력을 설계하였는가를 확인한다. 소내 교류전력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한 

주기점검(surveillance) 및 시험성 검토를 위한 기준은 RG 1.153에서 승인한 KEPIC 

-ENB-1100/IEEE-603에 기술되어 있다.

운전경험(참고문헌 32 참조)에 의하면 안전관련 회로의 논리기능 주기시험에서 시

험절차서가 운영기술지침서의 요건에 따른 복잡한 논리경로를 완벽하게 시험할 만

큼 충분한 중첩함을 제공하지 못했던 많은 부적합한 사례들이 밝혀졌다. 검토자는 

사업자가 원자로보호계통, 비상디젤발전기의 부하 탈락 및 투입, 소내전력계통 및 

비상디젤발전기의 작동 논리와 공학적안전설비계통의 작동 논리에 관한 전기상세

도면과 논리도면을 주기시험절차서와 비교하였는가를 확인하고 병렬 논리, 연동, 

우회 및 금지회로를 포함하는 논리회로의 모든 부분이 운영기술지침서의 요건을 

만족할 만큼 적절히 포함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의 검토는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논리회로에 사용되는 계전기 접점, 제어스위치와 이들 계통에 포함된 기

타 전기관련 기기를 포함해야 한다.

정비규정 10CFR50.65(a)(4)는 사업자가 제안된 정비활동을 수행하기 이전에 그 정

비활동으로 인한 리스크 증가를 평가 및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RG 1.160과 

동등한 지침으로 사용된 RG 1.182는 정비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리스크 증가를 평

가 및 관리하고 이 평가에서 고려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범위를 선택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검토는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주기점검, 

정비 후 시험, 그리고 시정 및 예방 정비를 포함한 송전망 리스크에 민감한 정비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10CFR 50.65에 따른 정비 리스크 평가의 일환으로 송전망 

신뢰도 평가를 수행하였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1) 발전소 정지 가

능성을 증가시키는 상태, (2) 소외전력상실(LOOP) 혹은 발전소 정전사고(SBO) 가능

성을 증가시키는 상태, 그리고 (3) 발전소의 소외전력상실 혹은 정전사고 대처능력

에 영향을 주는 상태, 즉 서비스 중단 시 리스크 심각도가 높은 기기(예, 비상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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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축전지, 터빈구동 펌프, 대체교류전원 등)를 포함하여 이미 상존하거나 곧 

닥쳐올 송전망 신뢰도 저하상태 하에서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

안전관련 계통의 다중 설계된 부분에 대한 우회나 고의적인 작동불능 상태를 계통 

수준에서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하여 전기도면에 그려진 대로 기술 정보

와 설계 이행사항을 검토하고, 그 설계가 RG 1.47과 부록 8-5의 입장에 적합한가

를 확인한다. 이 입장은 작동불능상태 표시계통의 적합한 설계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8. 소내 비상교류전원에 관한 신뢰도프로그램 

RG 1.155는 소내 비상교류전원에 대한 최소 신뢰도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지침이

다. 이 전원에 대한 목표신뢰도가 RG 1.155의 지침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심사지침 8.4절에 따라 검토한다. RG 1.155는 목표신뢰도 값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전원의 목표신뢰도 수준을 유지 및 감시하도록 규정된 신뢰도프로그램에 

따라 소내 비상교류전원의 신뢰성 있는 운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신뢰도 프

로그램은 발전소 정전사고(SBO)의 관점에서 그 적합성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신뢰

도프로그램이 RG 1.155의 C.1.2와 RG 1.9의 C.2.2 및 C.2.3의 입장에 적합한 조항

들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또한 신뢰도프로그램에 따른 정비활동의 

효과성이 정비규정(10CFR50.65)과 RG 1.160에 따라 감시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이 

활동은 소내 비상교류전력원의 상태와 성능이 사업자가 설정한 목표에 적합한지를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성능 및 상태 감시활동과 관련 목표 및 예방정비활동을 주

기적으로 평가하고, 운전경험 평가, 소내 비상교류전력원의 성능 혹은 상태가 설정

된 목표를 만족하지 못할 때 적절한 시정조치를 반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9. 케이블계통의 화재방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심사지침 9.5.1절의 주관검토부서는 인화성 

및 내화성, 화재보험회사의 정격 관점에서 재질과 특성을 포함한 화재 차단물(fire 

stop) 및 밀봉에 관한 설계를 검토한다.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모든 케이블 및 전선

로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케이블 통로나 전선관은 화재 차단물을 설치해야 한다. 검

토자는 일반 산업관례에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케이블 용량 감소율(derating)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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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충적율에 대한 설계 적합성을 검토한다.

10. 발전소 불시정지 유발가능 전기설비의 가용도 및 신뢰성 확보

검토자는 IEEE Std. C50.13의 기술표준을 참조하여 주발전기가 다음과 같은 성능 

및 설계의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가. 주발전기는 최대정격출력 허용범위 내에서 연속운전이 가능하고, 갑작스러운 

부하변동이나 송전선 고장으로 인해 예상되는 모든 운전과도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주발전기는 정격부하, 정격역률(지상)로 운전 중에 발전기 출력단자에서 3상 단

락회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장전류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주발전기는 규정된 최대부하, 최소 수소압력 및 역률에서 부하 감발이나 연속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고정자냉각수 유량상실 시 부하감발상태에서 만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고정자 및 회전자 권선은 안정된 온도와 정격부하 조건에서 규정된 시간 동안 

규정된 고정자 및 회전자 권선전류로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고정자 및 회전자 권선은 온도상승의 제한 값에 따른 절연능력을 갖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바. 고정자 및 회전자 철심층간 절연성능이 설계수명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사. 발전기계통에는 중성점 접지설비를 설치하여, 지락조건에서 최대 상전류가 3상 

단락고장 시의 전류보다 크지 않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전력서지 보호장

치를 발전기 출력측에 설치하여, 낙뢰 등 외부 전력서지에 견딜 수 있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아. 터빈-발전기 축 접지설비와 축 전압 감시장치를 설치하여 베어링에서의 전기 

아크를 방지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EEE Std. 421.2의 기술표준을 참조하여 여자기계통이 다음과 같은 성능 

및 설계의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가. 여자기계통은 정상 및 비정상 조건에서 발전기가 최대정격출력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하며, 3상 단락고장 또는 갑작스러운 부하투입 

시에도 기계적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과여자(overexcited) 및 부족여자(underexcited) 제한기, 전압 및 주파수 제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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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안정화장치 또는 무효전류 보상기 등과 같은 여자기 보호 및 제한회로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 수냉식 정류기의 냉각유로는 냉각수 흐름이 일시적으로 차단된 상태를 포함한 

모든 운전조건에서 전기적 섬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정지형 여자기계통은 강제순환 공기 냉각계통과 여자용변압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마. 회전형 여자기계통에는 밀폐형 환기통로를 갖춘 공기냉각계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유입변압기의 설계 및 시험에 관한 기술표준 KEPIC-EEC-2100/IEEE-C57.12.00

과 KEPIC-EEC-2200/IEEE-C57.12.90, 건식변압기의 설계 및 시험에 관한 기술표준 

KEPIC-EEC-3100/IEEE-C57.12.91, 그리고 계기용변성기의 설계 및 시험에 관한 기

술표준 KEPIC-EMB-5100/IEEE-C57.13을 참조하여 주변압기, 보조 및 대기 변압기, 

소내 배전용 변압기 그리고 계기용변성기 등의 성능 및 시험에 관한 설계능력을 

확인한다. 특히 주변압기 및 보조변압기를 이용하여 역가압(backfeed)하는 “즉시 

접속회로”로 활용하는 경우는 안전심사지침 8.2절에 따라 검토하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에 적합한 우선전력회

로의 설계인가를 확인한다.

안전관련 보호계전기는 (1) 안전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감지 및 명령신호(sense and 

command)를 발생하는 계전기로서 공학적안전설비(ESF) 전력모선에서 소외전력상실

(LOOP)을 감지하여 비상전원(예, EDG) 또는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를 기동시키는 

저전압(예, degraded voltage 및 loss of voltage 포함) 계전기와 원자로냉각재펌프

(RCP) 전력모선에서의 저전압 또는 저주파수 조건을 감지하여 원자로를 정지하는 

계전기 등을 포함한다. (2) 안전기능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지만, 정상운전 중에는 보호

대상 전기기기의 가용도와 신뢰성을 높이며 안전계통이 동작해야 할 임무기간

(mission time) 동안에는 자체 오동작 방지를 위해 우회(bypass) 또는 차단되어야 

하는 보호계전기가 있다. 예를 들면, 비상디젤발전기의 보호계전기는 정상 시에는 

전기적 이상상태로부터 발전기를 보호하지만, 설계기준사고(DBA) 동안에는 엔진 

과속도와 발전기 차동전류를 제외한 모든 보호기능을 자동으로 우회하고 제어실에 

경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전동기구동밸브(MOV)의 열동과부하(TOL) 보호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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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계기준사고 발생시 자동으로 우회되고 본래의 기능이 차단되도록 설계한다. 

(3) 격납건물 전기관통부 안전관련 전기회로의 고장전류를 감지 및 차단하는 일차

와 후비 보호계전기는 안전등급(Class 1E)으로 분류된다. 이 외에도 (4) 보호계전기

의 동작이 안전계통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보호계전기는 안전관련 기기로 

분류하고 그에 상응한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토자는 관련 기

술표준을 참조하여 안전관련 보호계전기의 설계능력이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비안전관련 보호계전기는 보호대상 전기기기의 가용도와 신뢰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계전기로서 안전기능이나 안전관련 보조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유형의 계전기는 비안전등급으로 분류되고 일반 산업기술에 적합하게 설계 

및 선정해도 된다. 예를 들면, (1) 주발전기의 고장은 전기 공급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므로, 보호계전기는 주발전기 자체의 고장뿐만 아니라 송전계통에서 파급된 

전기적 외란을 감지하여 주발전기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그 고장의 영향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한다. 주발전기의 전기적 사고에 대한 보호계전방식은 고정자

권선의 단락 및 지락 보호, 계자상실 보호, 과여자(V/Hz) 보호, 과전압 보호, 불평

형 전류보호, 부족주파수 보호, 역전력 보호 등이 있다. (2) 변압기 보호는 계통의 

사고로부터 변압기 보호, 변압기 사고로부터 계통보호 및 변압기의 손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변압기 내부 사고는 항상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변압기의 내부 사고는 권선고장, 탭절환장치의 

고장, 붓싱 고장, 단자 및 철심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변압기 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여자돌입전류(magnetizing in-rush current)이며 이 전류로 인한 보

호계전기가 오동작하지 않도록 변압기 보호방식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한다. (3) 

전동기 보호는 용량, 전압 및 부하특성에 따라 매우 간단한 보호에서부터 대형 발

전기의 보호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복잡한 보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분류

된다. 전동기 보호를 기능별로 단락 및 지락보호, 차동보호, 과부하보호, 상전압 및 

상전류 불평형보호, 부족전압보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4) 전열기 

등 전기부하의 이상상태를 감지하여 경보를 제공하거나 상위 차단장치를 동작시켜 

고장의 파급을 방지하는 계전기가 있다. 이와 같은 보호계전기는 사고발생시 사고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계통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성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

러므로 검토자는 관련 기술표준을 참조하여 비안전관련 보호계전기가 보호대상 전기기

기의 보호기능에 적합하게 설계되는가를 확인한다. 주발전기 및 변압기 보호계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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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차 및 후비 보호기능을 갖춘 지역중첩(zone-overlapping) 보호방식을 고려하

였는가를 확인한다. 특히 단일고장취약지점 (single point vulnerability) 분석을 통해 

발전소 불시정지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주발전기 및 변압기 보호계전

기에 대해서는 다중성을 갖춘 동시정지논리(예, 2/3)를 갖도록 설계해야 한다. 아울

러, 주발전기 및 변압기 보호계전기의 운전성과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장

치나 절차가 구비되었는가를 확인한다.

Ⅳ. 평가결과

 

   검토자는 사업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출하였는가와 그 검토 및 계산 결과 안전성평

가보고서(SER)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또한 

이 결론에 대한 기준을 기술한다.

   소내전력계통은 안전관련 기기 및 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비상교류전원, 

배전계통, 보조지원계통과 계측 및 제어장치를 포함한다. 소내전력계통의 검토는 기술

정보, 기능논리도면, 전기단선도, 예비 및 최종 실물배치도와 전기제어 및 상세도면을 

포함하였다.

   소내전력계통의 검토를 위한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

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 

”설비의 공유”,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및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설계

기준이다. 검토자는 발전소 설계가 위의 설계기준에 적합하며 그 요건들을 만족한 것

으로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는 교류전력계통 및 기기를 폭풍, 폭풍 비산물 및 홍수의 영향으로부터 보

호되는 내진범주 I 구조물에 설치함으로써 교류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지진, 폭풍, 태풍 및 홍수와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

을 만족하였다. 또한, 교류전력계통과 기기가 안전등급 1E의 품질보증을 지정받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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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자는 적절한 발전소 설계와 적절한 기기검증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류전

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발전소 정상운전, 정비, 시험 및 가상사고와 관

련한 환경조건의 영향을 수용하고 적합하며, 기기 고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산물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3. 사업자는 소내 교류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다수호기 시

설물과 관련한 소내 교류전력계통 및 기기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내진범주 I 구조

물 안에 설치되고, 다수호기 발전소들 간에는 공유하지 않으며, 그리고 사업자는 

RG 1.32의 C.2.a와 RG 1.81의 C.2 및 C.3의 지침을 만족하였다.

 4. 사업자는 소내 안전등급 1E 교류전력계통의 (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

기의 기능 수행을 위한 용량 및 능력, (2) 단일고장 시에도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성 및 다중성, 그리고 (3)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상실이나 송전

망으로부터 공급받는 전력 상실 혹은 이들 두 전원의 동시 상실의 결과로써 나머

지 전원의 상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사업자는 RG 1.6, 

1.9, 1.32, 1.75, 1.153, 1.155, 1.204 및 NUREG/CR-0660의 규제지침을 만족하였다.

 5. 사업자는 소내 안전등급 1E 교류전력계통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교류전력계통은 

원자력발전소가 운전 중이거나 정지 중일 때 시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것

은 RG 1.118의 지침을 만족한다.

 6. 사업자는 안전 및 비안전 교류전력계통의 회로를 내포한 격납건물 관통부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격납건물 전기관통부는 보호장치의 단일 무작위고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범위의 과부하전류 및 시간대비 최대 고장전류에 이르는 단락고장전류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각 전기관통부에 대하여, 사업자는 격납건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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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중 차단기 및 휴즈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RG 1.63의 지침을 

만족한다.

 7. 사업자는 발전소가 정전사고(SBO)에 견디거나 대처 및 복구할 수 있어야 함으로, 

소내 비상교류전원의 다중성 및 신뢰도를 적절한 정전사고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인자로 적절히 사용한 것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

공급설비” 제6항과 10CFR 50.63, “모든 교류전원의 상실”에 관한 요건을 만족하였

다. 사업자는 소내 비상교류전원에 관한 적합한 목표신뢰도 수준을 설정하였고 신

뢰도 목표를 달성 및 유지하는데 타당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RG 1.9와 1.155의 관련 규제입장을 만족하였다. 사업자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 및 10CFR 50.63의 요건을 전반적

으로 만족하는가는 안전성평가보고서(SER)의 8.2절과 8.4절에서 상세하게 기술한

다.

 8. 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정기검사”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0호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3-12호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만족시키기 

위해 발전소 불시정지 유발가능 전기설비, 즉 주발전기, 변압기, 보호계전기 등에 

대하여 관련 산업기술표준에 따라 적절하게 설계하였으므로, 이들 설비의 고장이나 

오동작으로 인한 발전소 불시정지를 최소화하여 안전관련 계통의 설계된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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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8.3.2절 소내 직류전력계통

 검토주관 :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사업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SAR)에 기술된 소내 직류전력계통에 대한 전기단선도, 

전기제어 및 구성도, 배관 및 계장도면, 논리도면, 표 및 현장 배치도면을 포함한 서술

적인 정보, 분석내용 및 참고문서 등을 검토한다. 이 검토의 목적은 소내 직류전력계

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 “설비의 공유”, 제23조 “원자로

격납건물 등”와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들을 만족하고 발전소 정상운전, 사

고 및 발전소 정전사고(SBO) 동안 의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데 있

다.

   직류전력계통은 안전관련 기기 및 발전소 정전사고(SBO)의 대응에 사용되는 기기의 

동력 또는 제어전력을 공급하는 직류전원과 직류배전계통, 그리고 필수지원계통을 포

함한다. 축전지 및 충전기는 직류전력계통의 전원으로 사용되고, 인버터는 직류배전계

통의 직류전력을 교류 계측 및 제어 전력으로 변환시키고자 할 때 사용한다.

   이러한 세 개의 구성 기기들의 조합하여 무정전전원계통(UPS)이 되고 높은 신뢰성

의 교류전력을 연속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단계에서 소내 직류전력계통에 대

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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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통의 다중성 요건

검토자는 계통의 안전기능이 단일고장을 가정하더라도 달성될 수 있을 정도로 요

구되는 기기 및 하부계통의 다중성이 확보되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소내 직류전

력계통을 검토한다. 이것은 전원 및 관련 배전계통, 즉 축전지, 충전기, 전력공급용 

간선, 패널 배치, 각 축전지의 부하, 인버터까지의 전원 결선, 계통의 계측 및 제어 

장치의 결선을 포함한 직류전력계통의 구성을 조사한다.

 2. 단일고장기준의 적합성

직류전력계통이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는지 그 적합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검토자

는 계통의 다중 계열의 독립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중 직류전원과 관련 배전계통의 

전기적, 물리적 독립성을 조사한다. 여기에는 다중모선, 모선과 부하, 모선과 전원 

사이의 상호연결, 동일 부지내 다수호기 발전소간의 직류전력계통의 공유, 계통의 

다중 계열을 위한 전선 설치에 대한 설계기준 및 근거, 그리고 다중 스위치기어와 

전력공급장치의 실물 배치에 관한 검토를 포함한다.

 3. 전력공급장치

검토자는 발전소 정전사고(SBO) 발생시 대처능력을 포함한 의도된 기능을 수행하

기 위한 충분한 용량과 능력을 가졌는가를 보증하기 위하여 직류전원으로서의 축

전지와 충전기, 그리고 계측제어 필수전력을 위해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

의 적합성을 설계 정보와 분석내용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여기

에는 (1) 각종 부하(전동기 마력, 전압-전류정격, 돌입전류, 기동 전압-전류 및 토

오크 등)의 특성 및 설계요건, (2) 각 부하의 동작요구시간, (3) 최악의 운전 상태에

서 각 직류공급 모선에 연결된 부하 요구량, (4) 축전지의 전압회복특성, 그리고 

(5) 발전소의 가장 심각한 부하조건에서 축전지의 성능을 나타내는 성능특성 곡선

(전압특성 곡선, 방전율 곡선, 온도영향 곡선)을 조사해야 한다. 검토자는 충전기의 

용량이 발전소의 요구 상태와 무관하게 각종 연속적인 정상상태 부하들을 조합한 

가장 큰 부하 요구량과 설계 최소충전상태에서부터 완전충전상태까지 설계기준에

서 정한 시간 내에 축전지를 복구하는 충전능력을 합한 용량인가를 확인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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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직류전력계통에 비안전 부하의 연결과 동일 부지내의 다수호기 발전소 사이

의 축전지와 충전기를 공유하는 설계가 제안되었다면, 검토자는 이러한 설계제안

을 이행함으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용량 여유분과 신뢰도 저하에 대해 특별히 검

토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

   

Regulatory Guide(이하 "RG") 1.81의 규제입장 C.1은 다수호기의 부지에서 직류계

통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만일 발전소 정전사고(SBO) 대처를 위해 소내 직류전력계통의 일부를 의존하

는 설계제안이 있다면, 검토자는 직류전력계통의 용량과 능력이 10CFR50.63의 요

건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정전사고(SBO)에 견디며 복구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

다.

 4. 전선, 전선로 및 단말장치의 식별

검토자는 발전소 직류전력계통의 전선, 전선로 및 단말장치를 포함하는 구성기기

의 식별을 위해 제안된 방법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또한 다중 안전등급 1E 계통, 

다중 안전등급 1E 구역에 설치된 관련회로, 비안전등급 계통과 참조 재질의 자문 

필요성이 없는 관련 전선과 전선로들 간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별방식을 평

가한다.

 5. 필수지원계통

검토자는 필수지원계통의 계측 및 제어회로와 전력연결을 검토하고 이것들이 지원

하는 안전관련 부하와 전력계통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설계되는가를 

결정한다. 여기에는 필수지원계통 기기의 다중성; 계측, 제어 및 부하에 대한 전력

간선 배열; 개시회로; 부하특성; 기기 식별방식; 다중 케이블 설치에 대한 설계기준

과 근거를 조사한다.

 6. 계통 시험 및 검사

검토자는 각 계통들이 의도된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직류전력계통의 

운전상태 및 필수지원계통의 운전가능성을 감시하는 제안된 수단을 검토한다. 또

한 검토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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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요건에 따른 소내 시험능력이 있는가를 검토한다.

 7. 기타 검토분야

검토자는 직류계통과 필수지원계통이 아래 항목들을 만족하는가를 검토한다.

가. 그 계통과 관련 기기가 적절한 내진설계 등급 분류를 갖는지 여부

나. 그 계통과 관련 기기가 내진등급 범주 I 구조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다. 그 계통과 관련 기기가 정상운전, 자연현상과 가상사고의 환경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는지 여부

라. 그 계통과 관련 기기가 안전등급 1E 품질보증 등급 분류를 갖는지 여부

마. 그 계통과 관련 기기가 10CFR50.63에서 요구한 발전소 정전사고(SBO)에 대처

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과 능력을 갖는지 여부

검토연계분야

   이 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심사지침 8.2절과 8.3.1절의 주관검토부서는 교류전원, 안전관련 교류 배전계통

과 계측 및 제어 교류전력계통을 포함한 소외 및 소내 교류전력계통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2. 안전심사지침 8.4절의 주관검토부서는 발전소 정전사고(SBO) 해석의 적합성; 정전

사고에 견디거나 대처 및 복구하기 위한 기간; 이 절에서 검토한 소내 직류전력계

통의 일부가 아니고 규정된 정전사고/기간과 관련한 직류전력공급계통의 적합성을 

포함한 10CFR 50.63의 전반적인 적합성을 검토한다.

 3. 안전심사지침 3.11절의 주관검토부서는 안전관련 전기기기의 환경검증 적합성을 

검토한다. 이는 안전관련 전기기기가 (1) 냉각재상실사고 및/혹은 증기관파단과 같

은 사고환경, (2) 온도 및 습도와 같은 기기의 연속운전 설계변수를 일시적으로 초

과할 수 있는 비정상 환경, (3) 공기조화계통(HVAC)의 성능저하 혹은 기능상실에 

의한 비정상 환경, (4) 지진, (5) 설계의 다양성(예, 동일한 공급자에 의해 제작되고 

설계된 다중 기기)이 없는 다중 안전관련 전기기기에 대한 정상적인 설계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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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을 때 소정의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4. 안전심사지침 9.4.1절에서 9.4.5절의 주관검토부서는 직류전력계통의 적절한 운전과 

보호에 필수적인 보조환기계통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이는 부하센터, 축전지, 충전

기와 인버터실의 공기조화계통을 포함한다. 특히, 다중 필수지원계통의 배관, 덕트

와 밸브의 배치가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는가를 결정한다.

 5. 안전심사지침 3.4.1, 3.5.1.1, 3.5.2 및 3.6.1절의 주관검토부서는 단일 사건 및 사고

가 다중 설비를 파손하지 않을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직류전력계통과 그 보조계

통 기기와 관련 구조물의 실물 배치를 조사한다.

 6. 안전심사지침 6.5.1, 6.7, 9.1.3, 9.1.4, 9.2.1, 9.2.2, 9.2.4, 9.2.5, 9.2.6, 9.3.1, 9.3.3, 

9.4.1에서 9.4.5, 9.5.1, 10.4.5, 10.4.7 및 10.4.9절의 주관검토부서는 각 원자로 운전

모드 및 사고조건에 따른 시간대별로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계통들의 기기를 확인한

다.

 7. 안전심사지침 9.5.1절의 주관검토부서는 화재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

류전력계통과 그 필수지원계통에 대한 화재감지 및 화재방호계통을 조사한다. 이

는 단일 설계기준 화재가 두 개의 다중회로를 모두 무력화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안전정지 회로들에 대한 보호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8. 안전심사지침 5.4.8, 9.2.3, 9.3.2 및 9.3.4절의 주관검토부서는 각 원자로 운전모드 

및 사고조건에 따른 시간대별로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계통들의 기기를 확인한다.

 9. 안전심사지침 6.2.2절의 주관검토부서는 격납건물 내에 있는 안전관련 전기기기에 

대한 통제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격납건물 배기계통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6.2.2, 6.2.3, 6.2.4 및 6.2.5절의 주관검토부서는 각 원자로 운전모드 

및 사고조건에 따른 시간대별로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계통들의 기기를 확인한다.

10. 안전심사지침 4.6, 5.4.6, 5.4.7, 5.4.12, 6.3 및 9.3.5절의 주관검토부서는 각 원자로 

운전모드 및 사고조건에 따른 시간대별로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계통들의 기기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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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

11. 안전심사지침 7.2절에서 7.7절의 주관검토부서는 각 원자로 운전모드 및 사고조건

에 따른 시간대별로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계통들의 기기를 확인한다. 추가적으로, 

안전심사지침 7.5절과 7.6절의 주관검토부서는 안전관련 지시계측설비, 경보와 기타 

계측설비(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우회지시, 축전지상태, 충전기상태 지시 포함)의 적

합성을 검토한다.

12. 안전심사지침 14.2절에 대한 주관검토부서는 사용전 및 초기 시운전시험과 프로그

램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13. 안전심사지침 17.5절의 주관검토부서는 주기시험, 정비와 신뢰도 보증에 관한 일반

적인 방법을 포함한 설계, 건설 및 운전단계 품질보증계획의 조정 및 검토한다.

14. 안전심사지침 3장의 주관검토부서는 지진 발생시 내진범주 I급 계측 및 전기기기

(전선로, 스위치기어, 제어반, 계기랙 및 패널 포함)의 기계적인 생존성을 확인하기 

위해 내진검증기준, 시험 및 분석 절차와 방법을 검토한다.

15. 안전심사지침 16장의 주관검토부서는 운영기술지침서의 검토를 조정 및 수행한다. 

운영기술지침서는 다수호기 발전소를 위한 안전관련 직류전력계통 간의 상호연결

을 포함하여 상호연결 운전을 위한 감시요건 및 운전제한조건을 평가한다.

16. 안전심사지침 13.5.1.1, 13.5.1.2, 13.5.2.1 및 13.5.2.2절의 주관검토부서는 행정, 정

비, 시험 및 운전절차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상세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상기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Ⅱ. 허용기준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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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기준은 아래의 규제관련 요건들을 만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1. 소내 직류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성분석보고서(SAR) 3장에 수립

된 지진, 태풍 및 홍수와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2. 소내 직류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성분석보고서(SAR) 3장에 수립

된 정상운전 및 가상사고와 관련한 비산물 및 환경조건의 영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

기준”

 3. 소내 직류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4. (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 수행을 위한 용량 및 능력과 (2) 

단일고장을 가정하더라도 그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내 직류전력계

통의 독립성과 다중성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

력공급설비”

 5. 소내 직류전력계통의 시험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제29조 

“잔열제거설비”,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에서 다루고 있는 계통의 안전기능이 달성됨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 계통과 관련한 

소내 직류전력계통의 운전에 관한 제24조 “전력공급설비”

 7. 안전관련 및 비안전관련 직류전력계통의 회로를 포함한 격납건물 전기관통부 설계

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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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전소 정전사고(SBO)에 견디거나 대처 및 복구함에 있어 발전소를 지원하는 소내 

직류전력계통의 능력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

력공급설비” 제6항과 10CFR50.63의 요건

 9. 보호 및 안전계통에 관한 KEPIC-ENB-1100/IEEE-603-1991과 KEPIC-ENB-6100/ 

IEEE-279를 반영한 10CFR50.55a(h)

10. 제안된 정비활동으로 인한 리스크 증가를 정비활동 수행 이전에 평가 및 관리해야 

한다는 10CFR50.65(a)(4). 이런 활동은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주기점검(surveillance), 

정비후 시험, 시정 및 예방정비를 포함한다. 적절한 정비활동의 확인을 포함한 정

비규정의 준수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서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 8.1절, 표 8.1에는 정보, 권고사항 및 지침을 제공하며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 “설비의 공유”,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와 제

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을 이행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규제의 관점에서 타당한 

기준을 일반적으로 기술하는 부록과 RG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절에 기술된 검토사항에 대해 상기 규제관련 요건들을 만족하기 위한 상세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

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

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

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RG 1.6의 규제입장 D.1, D.3 및 D.4는 다중 소내 직류전원들 간의 독립성과 그 배

전계통들 간의 독립성에 관한 것이다.

 2. RG 1.32는 소내 직류전력계통 안전관련 부분의 설계, 운전 및 시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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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호기 원전에서의 안전관련 직류전력계통의 공유를 제외하고 RG 1.32는 KEPIC 

-ENB-6210/IEEE-308-2001을 승인하였다.

 3. RG 1.75는 소내 직류전력계통을 포함하거나 또는 관련이 있는 회로 및 전기기기의 

물리적 독립성에 관한 것이다.

 4. RG 1.81은 직류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에 관한 것이다. 규제입장 

C.1은 다수호기 원전에서의 직류계통의 공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5. RG 1.128은 소내 직류전력계통의 방출형 납축전지 설치에 관한 것이다.

 6. RG 1.129는 소내 직류전력계통의 방출형 납축전지의 정비, 시험 및 교체에 관한 

것이다.

 7. RG 1.118은 소내 직류전력계통의 주기시험에 관한 것이다.

 8. RG 1.153은 소내 직류전력계통의 단일고장기준의 적용을 포함한 원자력발전소 안

전계통의 전력, 계측 및 제어분야의 설계, 신뢰성, 검증 및 시험성에 관한 것이다. 

RG 1.153에서 승인한 KEPIC-ENB-1100/IEEE-603은 단일고장에 관한 기본적인 기

준을 포함한 안전관련 계통의 모든 전기분야를 평가할 때 규제의 관점에서 타당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10CFR 55a(h)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모든 발전소가 

KEPIC-ENB-1100/IEEE-603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1999년 5월 13일 또는 그 후에 

제출된 건설 및 운영허가 신청서는 KEPIC-ENB-1100/IEEE-603-1991의 안전계통에 

관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운전 중인 발전소의 경우 추후 계통-수준의 설비개선

에 대해서는 KEPIC-ENB-1100/IEEE-603의 준수를 장려는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요건은 아니다.

 9. RG 1.153은 단일고장기준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10. RG 1.63은 기계적인 건전성을 상실하지 않고 냉각재상실사고를 견딜 수 있는 격납

건물에 설치된 전기관통부 집합체의 능력과 그 관통부에 대한 외장 회로의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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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것이다.

11. RG 1.155는 대체교류전원(AAC)의 운전과 관련 축전지를 포함한 발전소 정전사고

(SBO)에 대비한 소내 직류전력계통의 능력과 용량에 관한 것이다.

12. RG 1.160은 직류전력계통의 정비활동 효과에 관한 것이다. 적절한 정비활동의 확

인을 포함한 정비규정의 준수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서 검토한다.

13. RG 1.182는 정비를 수행할 때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해야 한다는 10CFR 50.65(a)(4) 

요건의 준수에 관한 것이다.

   허용기준에 대한 기술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는 

안전에 중요한 원자력발전소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지진, 폭풍, 태풍, 홍수 또

는 쓰나미 등의 자연현상의 영향에도 그 의도된 안전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직류전력계통과 관련하여, 이 기준은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소내 직류전력계통

의 능력이 발전소 또는 주변지역에서 역사적으로 보고된 가장 심각한 자연현상 동

안에도 유지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직류전력계통과 기기는 태풍, 태풍 

비산물 및 홍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내진범주 Ⅰ등급의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한다. 소내 직류전력계통을 구성하고 있는 설비 및 기기는 또한 지진에도 그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진 설계되고 내진 검증되어야 한다.

이 요건을 만족하면 기기 및 구조물이 자연현상과 관련한 영향을 견디도록 설계될 

것이고, 그리하므로 지진 및/또는 기후학적인 자연현상이 사고를 일으키거나 또는 

사고 시 그 안전기능 수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확신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1) 정상운전, 정비, 시험 및 가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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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환경조건의 영향을 수용하도록 적합하게 설계되고, (2) 비산물을 포함한 

기기 고장으로 인한 동적 영향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직류전력계통은 정상, 비정상, 사고 및 사고 후 조건에서도 안전에 중요한 계통에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요건을 만족하면 직류전력계통이 열악한 환경조건 및/또는 동적인 영향을 받더

라도 안전에 중요한 계통의 동작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확신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는 만약 그러한 공

유가 어느 한 호기의 사고 시 나머지 호기들의 순차적인 정지 및 냉각기능을 포함

한 안전기능의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는 다수호기 원전들 간에 공유되어서는 안 됨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준은 직류전력계통의 기기가 충분한 사유 없이 다수호기들 간에 공유되어서

는 안 됨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수호기 원전들 중 한 호기에서 사

고가 나면 다른 호기의 조건과는 무관하고 또 다른 호기의 안전에 지대한 악영향

을 주는 조건을 유발하지 않고, 직류계통을 포함한 사고 완화설비를 이용하여 사

고를 완화할 수 있게 한다. 이 절은 소내 직류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와 관련하여 타당한 지침을 수립한 RG 1.32와 1.81을 인용하고 있다. RG 1.81

의 규제입장 C.1은 다수호기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직류계통은 서로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 수행을 위한 소내 및 소외 전력계통을 설치하도록 요

구하고 있다. 각 전력계통은, 다른 전력계통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가정하고, 

연료허용손상한계(SAFDL) 및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RCPB)의 설계조건이 예상운전

과도(AOO) 결과로 초과하지 않고 노심 냉각 및 격납용기 건전성과 기타 필수기능

이 가상 사고에도 유지됨을 보장할 만한 충분한 용량과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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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규정은 송전망

에서 소내 전력배전계통까지의 전력을 두 개의 물리적으로 독립된 회로에 의해 공

급하도록 설계하며 운전, 가상사고 및 가상 환경조건에서 이들 두 전력이 동시에 

상실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각 회로는 연료

허용손상한계 및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소내 교류전원과 다른 소외전력회로의 상실 이후에 충분한 시간 안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들 중 한 회로는 노심 냉각, 격납용기 건전성과 기타 

필수 안전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냉각재상실사고(LOCA) 발생 후 수초 이내

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상실, 송전망으로부터의 전력 상실, 소내 전력

공급원의 상실 혹은 이들 전원의 동시 상실의 결과로써 어떤 나머지 전원의 상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는 또한 소내전력

계통 및 소내배전계통이 단일고장 시에도 그 소정의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독립성, 다중성 및 시험성을 가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단일고장이 

소내전력계통의 전력 공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력계통의 어떠한 단일고

장에도 전력을 필요로 하는 안전기능 및 기타 필수기능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

다.

이 절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

에 따라 타당한 지침을 설정하는 RG 1.6, 1.32, 1.75, 1.128 및 1.153을 인용하고 있

다. 안전심사지침 8.1, 8.2, 8.3.1 및 8.4절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를 어떻게 만족하는가를 검토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을 만족하

면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를 포함한 모든 시설의 운전모드 동안 단일고장

의 사건에서 조차도 안전기능 및 필수기능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뢰성 있는 

직류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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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은 안전에 

중요한 전력계통은 그 계통의 연속성과 기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시

험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계통은 (1) 소내 전원, 

계전기, 스위치 및 모선과 같은 계통 기기들의 운전성과 기능에 따른 성능 그리고 

(2) 계통 전체의 운전성과 가능한 한 설계조건 하에서 보호계통의 일부 가능한 부

분의 작동을 포함한 전체적인 순차 운전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소외전력계통 및 

소내전력계통 간의 전원 절체를 주기적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 기준은 직류전력계통이 안전등급 1E 계통에 대한 종합주기시험을 수행하는 능

력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절은 이 규칙의 요건을 만족하는 타당한 지침

을 설정하는 RG 1.32, 1.47, 1.118, 1.129 및 1.153과 부록 8-5를 인용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의 요건을 

만족하면 소내 직류전력계통은 필요시 요구되는 주기적인 검사 및 시험을 위해 적

절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중요한 계통변수, 성능특성, 열화 특징과 검출 

및/또는 통제된 조건 하에서 임박한 고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잔열제거설비”, 제30조 “비상

노심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는 소내 및 소외 전력계통의 접속

이 필요한 안전계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규칙은 소형 배관파단 동

안의 원자로냉각수 보충, 잔열 제거, 비상노심 냉각, 격납건물 열 제거, 격납건물 

공기정화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냉각수에 대해 이 능력을 갖추

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계통들은 정상 및 사고 동안 특정계통의 요구에 따라 이

용이 가능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잔열제거설비”, 제30조 “비상

노심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는 소내전력계통의 동작과 관련하

여(소외전력이 동작 불능일 때) 계통 안전기능이 단일고장을 가정하더라도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계통의 다중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중성은 전원과 관련 배전계통 

모두의 관점에서 비상전력계통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다중 안전부하는 다중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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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통들 간에 배분되어야 하고, 관련된 다중 배전계통은 안전등급 1E 부하와 전

력계통을 위한 계측 및 제어 장치에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직류전력계통의 경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에 의한 최소설계

요건이 제공되었다면 이 기준은 만족된 것이다.

이들 조항의 요건을 만족하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

력공급설비”에 포함된 바와 같이, 과도사건 및 설계기준사고를 포함한 모든 시설

의 운전모드 동안 어떤 단일고장의 사건에서 조차도 이들 조항에 따른 안전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직류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확신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는 출입문, 

관통부 및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을 포함한 원자로 격납건물과 그 내부 격실들이 설

계누설율을 초과하지 않으며 충분한 여유를 갖고 어떠한 냉각재상실사고(LOCA)에

도 계산된 압력 및 온도조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

라서  격납건물 전기관통부는 그 설계누설율을 초과하지 않고 계산된 압력과 온도

조건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 기준은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LOCA) 시에 격납

건물 전기관통부의 건전성 확보와 특별히 관련이 있다. 이 절은 상기 규칙의 요건

을 만족함에 있어서 규제의 관점에서 타당한 지침으로서 RG 1.63을 인용한다.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의 요건을 만족하면 냉각재상실사고(LOCA)가 전기

관통부를 포함한 격납건물의 설계누설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함으로써 

냉각재상실사고의 결말을 제한시킬 것으로 확신한다.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과 10CFR 

50.63의 규정은 각 경수로형 원전이 발전소 정전사고(SBO)에 견디고 복구할 수 있

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전기계통은 발전소 정전사고 동안 

노심 냉각 및 적절한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를 위해 충분한 용량과 능력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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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과 10CFR50.63

의 요건들을 만족하면 원자력발전소는 발전소 정전사고(SBO)에 견디거나 대처 및 

복구될 수 있으며 노심냉각 및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가 확보될 것으로 확신한다.

Ⅲ. 검토절차

   직류전력계통에 대한 주요 검토 목적은 동 계통이 상기 Ⅱ.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하

는가와 발전소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사고 및 발전소 정전사고(SBO) 동안 그 설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데 있다. 상기 Ⅱ.절의 허용기준이 만족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상세한 검토를 수행한다.

   검토자는 상기 I.절의 검토분야에서 언급한 다른 검토분야와 긴밀히 협조한다. 검토

자는 이 검토절차가 종결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러한 입력 자료를 취득 

및 이용한다.

   검토자는 아래에 기술된 절차에서 특정한 경우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한다.

   이 검토절차는 상기 Ⅱ.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 허용기준과 다른 경우 

검토자는 사업자가 제안한 대체방안이 상기 Ⅱ.절, 허용기준의 규제관련 요건들을 어

떻게 만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비록 KEPIC-ENB-6230/IEEE-946, IEEE Std. 1375와 IEEE Std. 1184가 소내 직류전력

계통의 설계와 관련된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보조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규제지침

은 이 기술표준들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 표준들은 단지 추가

적인 정보만을 포함한다.

 1. 계통의 다중성 요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제29조 

“잔열제거설비”,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는 소내 교류 및 직류전력계통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는 안전관련 계통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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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규칙은 소내전력계통의 동작과 관련하여(소외전

력이 상실할 때) 계통 안전기능이 단일고장을 가정하더라도 수행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안전관련 계통의 다중성을 규정하고 있다. 다중성의 관점에서 소내 직류

전력계통의 적합성은 이들 규칙에 따른 안전관련 기기와 계통에 적용되는 것과 같

은 정도의 다중성을 가져야 한다. RG 1.153에서 승인한 KEPIC-ENB-1100/IEEE-603

은 다중성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 안전관련 계통과 소내 전력계통의 모든 전기분야

를 평가할 때 규제의 관점에서 타당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KEPIC-ENB-1100/IEEE-603의 적용은 1999년 5월 13일 이후 건설허가를 신청한 발

전소에만 해당된다. 운전 중인 발전소는 추후 계통-수준의 설비개선에 대하여 

KEPIC-ENB-1100/IEEE-603의 적용을 권장할 뿐 강제사항은 아니다. 검토자는 직류

전력계통이 전원 및 관련 배전계통 모두에 대하여 이 같은 다중성을 반영하였는가

를 확인하기 위해 전기단선도와 배관 및 계장도면, 그리고 전기상세도면을 포함하

는 기술내용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또한 (1) 다중 안전부하는 다중 배전계통들 간

에 배분되었는가와 (2) 안전관련 부하와 전력계통의 계측 및 제어장치들이 관련된 

다중 배전계통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검토부서와 협조

한다. 이 검토는 어느 한 직류전력 공급 혹은 모선의 상실과 정지 냉각에 필요한 

어느 다른 계통의 단일 독립된 능동기기 고장에도 원자로 노심 냉각이 유지되는가

를 확인한다.

 2. 단일고장기준의 적합성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에 따라, 

직류전력계통은 단일고장을 가정하더라도 그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계통이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는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검토자는 이 계통의 다

중 부분들 간의 독립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중 전원과 연결된 부하를 포함한 배전

계통 모두에 대한 전기적 및 물리적인 분리를 검토한다.

전기적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토자는 설계가 RG 1.153, 1.53, 1.32 및 1.6의 

지침을 만족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설계기준, 분석내용, 기술내용 및 이행사항, 

즉 기능논리도면, 전기단선도와 전기제어 및 상세도면을 검토한다. RG 1.153에서 

승인한 KEPIC-ENB-1100/IEEE-603은 안전관련 계통과 소내 전력계통의 모든 전기

분야를 평가할 때 규제의 관점에서 타당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단일고장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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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과 관련한 지침에 대하여 KEPIC-ENB-1100/IEEE-603은 KEPIC-ENB-3000/IEEE-379

를 참조하고 있다. 또한, RG 1.53에서 승인한 KEPIC-ENB-3000/IEEE-379는 소내 

직류전력계통에 단일고장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규제의 관점에서 타당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기적 독립성과 물리적 분리가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계부분에 특별히 주의하여 검토한다.

가. 검토자는 여분의 다중 부하를 어느 한 다중 배전계통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된 

모선연결차단기(bus tie breaker)와 다수 간선차단기(multi-feeder breaker)를 통

한 다중 부하센터들 간의 상호 연결을 조사하고, 상호 연결장치 내에서의 단일

고장이나 그 장치의 부적절한 닫힘이 계열(division)의 독립성, 즉 직류전원의 

병렬운전을 초래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를 위하여, 모선연결차단기 및 다수 

간선차단기의 제어회로는 해당 전력공급원이 상실될 때 다른 다중 전력공급원

으로 부하센터나 부하를 자동 절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G 1.6, D.4). 모선연

결차단기를 통한 상호 연결과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두 개의 

연결차단기를 직렬로 연결하고 안전관련 계통의 분리에 관한 허용기준에 따라 

서로 간에 물리적으로 분리되도록 적절히 설계한다. 더욱이, 다중 부하센터들 

간의 상호 연결은 수동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나. 물리적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토자는 예비 혹은 최종 물리적 배치도면에 

나타난 케이블 및 전선로를 포함한 다중 설비의 물리적 분리에 관한 기준을 검

토하고, 설계 배치가 KEPIC-ENB-2000/IEEE-384의 요건과 RG 1.75의 규제입장

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이 지침과 기술표준은 안전관련 직류전력계통에 포

함되거나 또는 관련된 회로 및 전기기기의 분리에 관한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

다. 다중 케이블 설치의 독립성이 KEPIC-ENB-2000/IEEE-384의 요건과 RG 1.75

의 입장에 적합한가를 판단하기 위해, 검토자는 케이블 용량 감소율(derating); 

전선로 채움; 격납건물 관통지역, 케이블 포설실, 주제어실 및 다른 밀집지역에

서 케이블 포설; 비안전 관련 케이블 혹은 동일 계통이나 다른 계통의 케이블과 

함께 포설; 전선로 내에서의 케이블 이음 금지; 제어반, 패널 및 계전기반 내에

서의 안전관련 전기계통과 관련한 전력선과 제어선 및 기기 간의 간격 유지; 그

리고 다중 전선로들 간의 방화벽 설치 및 분리와 같은 기준을 포함한 안전관련 

케이블 및 전선로의 분리에 관해 제안된 설계기준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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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력공급 및 배전계통

직류전력계통이 해당 배전계통의 부하에 직류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

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

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이 만족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자는 설계기준, 

분석내용, 기술내용 및 이행사항(전기도면 및 성능특성곡선에 나타남)을 검토한다. 

RG 1.32에서 승인한 바와 같이, KEPIC-ENB-6210/IEEE-308은 원자력발전소의 직류

전력계통의 설계, 운전 및 시험에 대해 규제의 관점에서 타당한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확정된 부하에 직류전력의 공급 능력이 적합한가를 파악하기 위해, 검토자는 전기

배전도면에 있는 부하들에 대해 설계기준에 따른 명판 용량을 점검한다. 검토자는 

발전소에서 가장 많은 부하가 걸렸을 때 공급설비의 응답을 나타내는 성능특성곡

선 평가를 통해 직류전력계통의 능력을 검토한다. 이 성능특성곡선은 전압곡선, 방

전율곡선과 온도영향곡선을 포함한다. KEPIC-EEG-1100/IEEE-485는 납축전지 용량 

결정과 관련하여 규제의 관점에서 타당한 방법을 제공한다. 직류공급 능력은 

KEPIC-ENF-3400/IEEE-450과 RG 1.129에 기술된 바와 같은 축전지의 주기적 방전

시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RG 1.128과 KEPIC-EEG-1100/IEEE-484는 대형 납축전지설비의 저장, 위치 선정, 

설치, 환기, 계측기, 사전 조립, 조립과 충전에 관한 설계 관행과 절차 검토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검토부서와 협력하여, 검토자는 기능적인 배관 및 계장도면에 나타난 계통 

기기의 배치, 사고 및/또는 다른 관련 해석(예, 발전소 정전사고 등)에 정해진 예상

된 계통성능, 정상 및 사고 조건 동안 계통운전 및 상호작용의 모드와 계통들 간

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각 안전계통의 목적과 운전을 잘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검토자는 각 직류공급설비에 연결되는 모든 안전관련 부하목록이 다른 

검토부서와 협력해서 얻은 정보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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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하의 특성(전동기 마력, 전압-전류정격, 돌입전류, 기동 전압-전류 및 토오크), 

각 부하의 작동요구시간 및 각 안전관련 부하(전동기 공칭정격, 펌프 런-아웃조건 

또는 예상 유출량 및 압력 조건에서 평가된 부하)에 필요한 전력을 선정하는데 사

용하는 기준은 최악의 운전조건에서 각 직류공급설비에 연결되는 합성부하 요구량 

계산을 확인하는데 이용된다. 전동기구동 안전관련 밸브의 전동기에 대한 열적 과

부하 보호장치의 설계 검토는 RG 1.106의 지침을 사용한다.

동일 부지내의 발전소들 간에 직류공급을 공유하거나 안전관련 배전모선에 비안전

관련 부하를 연결 및 차단하는 설계를 제안한 경우 그 설계가 직류전력공급설비의 

용량, 능력, 신뢰도 등을 위배하지 않는가에 대해 특별히 주의하여 검토한다. RG 

1.81, 규제입장 C.1은 다수호기 원자력발전소들 간에 직류계통을 공유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수호기 발전소들 간의 직류전력계통의 공유 및 상호작

용은 안전정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RG 1.32는 다수호기 원자

력발전소의 안전관련 직류전력계통의 공유에 관한 요건을 다룬 KEPIC-ENB-6210 

/IEEE-308-2001을 승인하지 않는다.

안전관련 배전모선과 비안전관련 부하의 연결 및 차단하는 설계가 제안되었다면 

상호연결에 관한 검토는 RG 1.75에서 정의한 격리장치 및 설계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공학적 판단을 고려한다. 비안전관련 부하와 안전관련 모선간의 상호연결이 

안전관련 계통의 기능저하를 야기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련 모선의 

제어회로 및 연결을 포함한 직류전력을 비안전관련 부하에 공급하는 격리장치는 

안전등급 1E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만약 직류전력 공급능력이 비상조

건 하에서 추가된 비안전관련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용량이라면 이 설계

는 비상조건을 감지하여 비안전관련 부하를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치는 부하의 전원 연결 여부에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전선, 전선로와 단말장치의 식별

검토자는 발전소의 안전관련 케이블, 전선로, 단말장치와 제어반 내부배선에 적용한 

식별방식이 RG 1.75에서 언급한 KEPIC-ENB-2000/IEEE-384의 요건에 적합한가를 

검토한다. 이는 (1) 다른 채널이나 계열의 안전관련 케이블, 전선로와 단말장치, (2) 

안전성 전선로에 포설된 비안전 관련 케이블. (3) 어떠한 안전성 계열과 물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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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없는 비안전 관련 케이블, (4) 다수호기 부지에서 다른 발전소에 대한 해당 

발전소의 안전관련 케이블, 전선로와 단말장치 등을 구분하는 기준을 포함한다.

 5. 필수지원계통

검토자는 안전관련 부하 및 계통의 운전에 필수적인 것으로 확인된 지원계통을 평

가한다. RG 1.153에서 승인한 KEPIC-ENB-1100/IEEE-603은 보조지원계통 및 설비

도 그 안전계통과 동일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기본요건을 포함한, 보조지원계

통 및 설비의 모든 계측, 제어 및 전기 부분들을 평가함에 있어 규제의 관점에서 

타당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EPIC-ENB-1100/IEEE-603-1991의 기준은 단지 

1999년 5월 13일 이후에 건설 허가된 발전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운전 중인 발

전소는 추후 계통수준의 설비개선 시에 KEPIC-ENB-1100/IEEE-603의 적용을 장려

는 하지만 요건은 아니다.

검토자는 필수지원계통과 설비가 보조하는 계통의 기준에 맞추어 설계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계측, 제어 및 전기적인 설계개념을 검토한다. 따라서 이 계통과 설

비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절차는 소내전력계통에 적용된 것과 동일하다. 

본질적으로 검토자는 먼저 배관 및 계장도면에 기술된 기기 배치를 포함한 각 필수

지원계통과 설비의 목적 및 운전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기도면에 기술

된 계측제어 및 전기기기의 설계기준, 분석내용, 자료와 이행이 안전등급 1E 계통

에 대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평가한다. 그 밖에 필수지원계통의 다중 계측제어 

기기 및 부하가 그것들이 지원하는 계통과 동일한 다중 배전계통으로부터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또한 직류제어전력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비상디젤엔진에 관련된 필수지원계통이 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에 관해 확인한다.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발전소 환기계통의 설계, 용량 및 물리적 독립성이 그 

의도된 기능에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지원계통의 다른 분야를 평가한다. 

이 검토는 스위치기어, 축전지, 충전기 및 인버터 실의 공기조화계통(HVAC)과 같

이 안전등급 1E 계통에 필수적인 공기조화계통의 평가를 포함한다.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정상 및 사고 상태에서 모두 안전관련 장비의 적절한 운전에 필요한 

온도 및 상대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공기조화계통의 설계 적합성을 확인한다. 이 

검토부서는 또한 다중 공기조화계통이 보조하는 계통과 동일한 구역에 위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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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격리되는가를 확인한다.

 6. 계통시험 및 주기점검

안전관련 직류전력계통의 주기적인 시험능력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의 요건과 RG 1.32 및 1.118의 규제입장을 만

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자는 기술정보, 기능논리도 그리고 전기제어 및 상세

도면을 검토하고 원자로가 운전 중일 때 안전관련 직류전력계통의 종합 주기시험

을 위한 시험능력을 설계하였는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RG 1.129와 

KEPIC-ENF-3400/ IEEE-450에서 권고한 시험을 위한 시험능력을 확인한다. RG 

1.153에서 승인한 KEPIC-ENB-1100/IEEE-603은 또한 소내 직류전력계통의 안전관

련 분야에 대한 주기점검과 시험성 검토와 관련하여 규제의 관점에서 타당한 방법

을 기술하고 있다. KEPIC-ENB-1100/IEEE-603-1991은 1999년 5월 13일 이후에 건

설된 발전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운전 중인 발전소는 추후 계통수준의 설비개선에 

대해 KEPIC-ENB-1100 /IEEE-603의 적용을 장려는 하지만 요건은 아니다.

검토자는 안전관련 계통의 다중 부분의 우회나 고의적인 동작불능 상태를 계통수

준에서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하여 전기도면에 기술된 정보와 설계내용을 

검토하고 그 설계가 RG 1.47과 부록 8-5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이 규제입장은 

작동불능 상태 지시계통에 대한 타당한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7. 발전소 정전사고(SBO)

발전소계통이 특정 최소기간 동안 발전소 정전사고를 견디기 위한 능력과 용량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소내 직류전력계통의 검토는 소내 직류전력계통의 

능력과 용량이 10CFR50.63의 요건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정전사고 

발생 동안에 요구되는 소내 직류전력계통이 RG 1.155의 규제입장 C.3.2.2 및/또는 

C.3.3.1 및 C.3.3.5에 따라 이행되었는가를 확인한다.

Ⅳ.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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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는 사업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출하였는가와 그 검토 및 계산 결과 안전성평

가보고서(SER)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또한 

이 결론에 대한 기준을 기술한다.

   직류전력계통은 전원설비, 직류배전계통, 안전관련 기기와 발전소 정전사고(SBO) 대

처 기기에 동력 또는 제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보조지원계통을 포함한다. 축

전지와 충전기는 직류전력계통의 전원으로 사용되며, 인버터는 직류배전계통의 직류를 

계측 및 제어용 교류전력으로 변환한다. 이러한 세 가지의 기기들이 조합하여 연속적이

고, 높은 신뢰도를 가진 교류전력을 공급하는 무정전전력공급계통(UPS)을 제공한다.

   발전소 직류전력계통의 검토는 단선도, 발전소 배치도면, 전기제어 및 상세도면과 

기술정보를 포함한다. 직류전력계통의 검토를 위한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 “설비의 공유”,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제24조 “전력공

급설비”와 10CFR 50.63의 요건이다. 검토자는 발전소설계가 위의 요건들에 적합하며 

그 요건들을 만족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자는 직류전력계통 및 기기를 폭풍, 폭풍 비산물 및 홍수의 영향으로부터 보

호되는 내진범주 I 구조물에 설치함으로써 직류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지진, 폭풍, 태풍 및 홍수와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

을 만족하였다. 또한, 직류전력계통과 기기가 안전등급 1E의 품질보증을 지정받았

다.

 2. 사업자는 적합한 발전소설계 및 기기검증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류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발전소 정상운전과 가상사고와 관련한 비산물 및 환경의 

영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3. 사업자는 소내 직류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물리적으로 분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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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범주 I 다수호기 설계와 관련된 직류전력계통과 기기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내

진범주 1 구조물 안에 설치되고, 그것들이 발전소들 간에 공유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자는 RG 1.32의 C.2.a 및 RG 1.81의 C.1의 지침을 만족하였다.

 4. 사업자는 소내 직류전력계통의 (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 수

행을 위한 용량 및 능력, (2) 단일고장 시에도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계통의 

독립성 및 다중성, 그리고 (3)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상실이나 소내 전력

공급원의 상실 혹은 이들 두 전원의 동시 상실의 결과로써 나머지 전원의 상실 가

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

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사업자의 직류전력계통 설계는 RG 1.6

의 D.1, D.2, D.4와 RG 1.32, 1.75, 1.53, 1.128, 1.129 및 1.153의 지침을 만족하였

다.

 5. 사업자는 소내 직류전력계통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

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직류전력계통은 원자력발전소가 

운전 중이거나 정지 중일 때 시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사업자는 시험능력에 

관한 RG 1.32, 1.118, 1.129 및 1.153의 지침들을 만족하였다.

 6. 사업자는 안전 및 비안전 직류전력계통의 회로를 포함한 격납건물 관통부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격납건물 전기관통부는 회로 과부하 보호장치의 단일 무작위고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간대비 최대 단락고장전류와 냉각재상실사고가 동시에 발생하더

라도 설계 누설량을 초과하지 않고, 계산된 압력과 온도조건에 적합하도록 설계되

었다. 이것은 RG 1.63의 지침을 만족한다.

 

 7. 사업자는 소내 직류전력계통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

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과 10CFR50.63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직류전력계통은 

발전소가 특정기간 동안 정전사고(SBO)에 견디고 그 사고로부터 복구될 수 있는 

적절한 능력과 용량을 갖고 있다. 그 적합성은 RG 1.155의 관련 규제입장을 만족한데 

있다. 안전성평가보고서(SER)의 8.2절과 8.4절은 사업자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과 10CFR50.63의 요건을 준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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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술하고 있다.

 8. 사업자는 보호 및 안전 계통에 관한 KEPIC-ENB-6100/IEEE-279와 KEPIC-ENB-1100 

/IEEE-603-1991에 관한 10CFR50.55a(h)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또한 RG 1.153의 관

련 입장을 만족하였다.

 9. 사업자는 소내 직류전력계통과 관한 10CFR 50.65(a)(4)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또한 

RG 1.182의 관련 입장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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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8.4절 발전소 정전사고(SBO)

 검토주관부서 :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발전소 정전사고(SBO)는 원자력발전소 필수 및 비필수 전력모선에 공급되는 교류전

력의 완전한 상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발전소 정전사고는 터빈 트립과 동시에 소외전

원(산업표준 및 규제지침서에서 “우선전력계통(PPS)”이라 칭함)의 상실과 비상교류전

원(예, 비상디젤발전기)의 상실을 포함한다. 발전소 정전사고는 인버터와 축전지에 의

한 필수교류전력 또는 정전사고 대처를 위해 특별히 설치된 대체교류전원(AAC)의 상

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노심 잔열 제거에 사용되는 많은 안전계통들은 교류전력을 필

요로 하기 때문에, 발전소 정전사고는 심각한 노심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발전소 정

전사고에 따른 리스크는 모든 교류전력 상실의 빈도와 기간 그리고 모든 교류전력 상

실 후 심각한 노심 손상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1980년에 NRC는 발전소 정전사고(SBO)를 미해결 안전현안(USI A-44)으로 지정하였

다. NRC는 USI A-44에 대한 기술연구를 끝내고 그 결과를 NUREG-1032를 통해 문서

화하였다. 1988년 6월에 NRC는 새로운 법령 10CFR50.63(53FR23203)과 관련 

Regulatory Guide(이하 "RG", RG 1.155)를 공포함으로써 USI A-44를 해결하였다. 동시

에, NUMARC(현재 NEI)는 NUMARC-8700(개정 0)을 개발하였고, 이 문서는 RG 1.155에

서 몇 가지 예외사항과 함께 승인하였다. RG 1.155의 표 1은 NUMARC-8700(개정 0)과

의 상호 참조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 RG가 우선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안전성분석보고서(SAR)는 발전소가 규정된 시간 동안 필수 및 비필수 전력모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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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되는 교류전력의 완전한 상실에도 견딜 수 있고 복구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릴 만

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검토자는 사업자가 이 절의 지침과 기준에 따라 보완

된 대로 RG 1.155의 관련 지침을 이행하는가를 확인하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와 10CFR 50.65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에 따른 분

석은 원자력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 기본 가정들이 원자력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에 변경된다면 사업자는 RG 1.155 또는 RG 1.155에서 승인한 

NUMARC-8700(개정 0)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정해진 대처기간(coping 

duration)과 그에 따른 대처분석(coping analysis)을 재평가해야 한다.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단계에서 발전소 정전사고(SBO)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검토한다.

 1. 발전소 정전사고(SBO) 대처기간

발전소 정전사고 대처기간은 정전사고 발생 시점에서부터 소외우선전력 또는 소내

(비상디젤발전기) 교류전원이 복귀되어 적어도 한 개의 안전정지 모선에 전력을 공

급하는 시점까지를 의미한다. 발전소 정전사고에 관한 규정은 각 발전소마다 정전

사고 발생빈도와 시간에 영향을 주는 부지 및 발전소의 고유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확정한 발전소 정전사고 대처기간을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발전소 정전사고(SBO) 대처능력

이 검토에서는 정전사고 기간 동안 안전정지(설계기준사고가 아님) 달성 및 유지 

능력이 RG 1.155, C3.2의 지침을 만족하는가와 이 능력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 및 교육훈련이 개발되었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3. 대체교류전원(AAC)

RG 1.155의 지침을 만족하고 적어도 한 세트의 정상적인 정지부하에 전력을 공급

할 수 있는 대체교류전원을 활용하는 것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우선적인 방법이다. 이 검토에서

는 대체교류전원에 관하여 제출한 정보와 사업자 약속사항이 발전소 정전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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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에 합리적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검토자는 대체교류전원에 

대한 설계가 RG 1.155, C3.3.5절의 지침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할 것이다.

 4. 절차 및 교육훈련

이 검토에서는 절차 및 교육훈련이 RG 1.155의 C1.3, C.2 및 C.3.4 절의 지침들을 

만족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절차와 교육훈련은 (1) 비상교류전력계통이 사용 불

능일 때 동 계통을 복구하고, (2) 해당 발전소의 모든 운전모드에서 정전사고 발생

시 규정된 대처시간 동안 대체교류전원(AAC) 또는 축전지전원으로 발전소 정전사

고에 대처하고, (3) 소외전력상실(LOOP) 시 소외전력 복구 및 인근 전원(인근 또는 

소내 가스터빈발전기, 이동형 발전기 또는 수력발전기 등)을 활용하고, 그리고 (4) 

전력 복구시 정상적인 노심냉각 및 잔열제거 기능을 복구하기 위한 모든 운전원 

조치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이 검토에서는 원자력발전소와 송전계통 운전원들 간의 통신협정 및 규약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운전원이 (1) 발전소 스위치야드 및 소외전력망의 변화 (2) 소외전력

상실(LOOP) 후 발전소에 다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지역의 전원과 송전 

선로를 알고 있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5. 비안전관련 기기에 대한 품질보증 및 기술규격서

이 검토에서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안전관련 기기에 대한 품질보증 활동과 

기술규격서가 RG 1.155, C.3.5와 부록 A의 권고사항을 준수하는가를 결정해야 한

다. 또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

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사용되는 계통과 기기가 RG 1.155 부록 B의 계통 및 기

기명세서 권고사항을 준수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게다가, 이 검토는 발전소 정전

사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비안전관련 기기가 기존의 안전관련 계통에 영향

을 주지 않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비안전안련 기기를 기존의 안전관련 계

통과는 가능한 한 독립되게 함으로써 달성된다.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8.2절에 따

라 대체교류전원(AAC)의 전기적 독립성을 확인한다.

검토연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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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절과 연계되는 다른 안전심사지침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심사지침 8.3.1 및 8.3.2절의 주관검토부서는 비상교류전원, 안전관련 교류배전

계통, 축전지 및 직류배전계통, 계측 및 제어전원을 포함한 소내전력계통의 적합성

을 검토한다.

 2. 안전심사지침 8.2절의 주관검토부서는 소내전력계통까지의 필수 우선전력회로, 우

선전력계통과 발전소 정전사고(SBO)에 대비한 대체교류전원(AAC) 간의 독립성을 

포함한 소외전력계통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3. 안전심사지침 4.6, 5.4.6, 5.4.7, 5.4.12, 6.3 및 9.3.5절의 주관검토부서는 각 원자로 

운전모드 및 사고조건에 대해 시간대별로 전력을 필요로 하는 관련계통의 기기들

을 결정한다.

 4. 안전심사지침 6.5.1, 6.7, 9.1.3, 9.1.4, 9.2.1, 9.2.2, 9.2.4, 9.2.5, 9.2.6, 9.3.1, 9.3.3, 9.4.1

에서 9.4.5, 9.5.1, 10.4.5, 10.4.7 및 10.4.9절의 주관검토부서는 각 원자로 운전모드 

및 사고조건에 대해 시간대별로 전력을 필요로 하는 관련계통의 기기들을 결정한다.

 5. 안전심사지침 9.1.3, 9.1.4, 9.2.1, 9.2.2, 9.2.4, 9.2.5, 9.2.6, 9.3.1, 9.3.3 및 9.4.1에서 

9.4.5절의 주관검토부서는 또한 요청이 있을 때 발전소 정전사고(SBO) 대처기간과 

복구시간 동안에 필요한 계통 및 기기의 설계 적합성과 용량을 확인한다.

 6. 안전심사지침 7.2절의 주관검토부서는 각 원자로 운전모드 및 사고조건에 대해 시간

대별로 전력을 필요로 하는 관련계통의 기기들을 결정하고 요청이 있을 때 발전소 

정전사고(SBO) 대처 및 복구에 사용되는 계측 및 제어설비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7. 안전심사지침 16.0절의 주관검토부서는 운영기술지침서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8. 안전심사지침 6.2.2, 6.2.3, 6.2.4 및 6.2.5절의 주관검토부서는 각 원자로 운전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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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고조건에 대해 시간대별로 전력을 필요로 하는 관련계통의 기기들을 결정한

다.

 9. 안전심사지침 14.2절의 주관검토부서는 사용전시험, 시운전시험 및 시험계획서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10. 안전심사지침 13.5.1.2 및 13.5.2.2절의 주관검토부서는 행정, 보수, 시험 및 운전절

차계획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또한 요청이 있을 때 안전심사지침 13.5.1.1 및 

13.5.2.1절의 주관검토부서는 발전소 정전사고(SBO) 및 복구시간 동안 운전원의 접

근이 필요한 지역의 거주성을 검토한다.

11. 안전심사지침 17.5절의 주관검토부서는 주기시험, 보수와 신뢰성 보증에 대한 일반

적인 방법을 포함한 설계, 건설 및 운전단계 품질보증계획을 검토한다.

   상세한 허용기준과 검토절차는 상기 안전심사지침의 관련 절을 참조한다.

Ⅱ.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아래의 규제관련 요건들을 만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1. (1) 예상운전과도(AOO) 및 가상사고 발생 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

(SSC)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내 및 소외 전력계통의 용량과 능력 그리고 

(2)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상실 또는 소내 전원의 상실 또는 동시 상실의 

결과로써 송전망으로부터 전력상실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2. 안전에 중요한 소외 및 소내 전력계통의 주기 시험과 검사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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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전소 정전사고(SBO) 대처 및 복귀 능력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

 4. 10CFR50.65(a)(4)는 제안된 정비활동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리스크의 증가를 정비

활동 수행 전에 평가 및 관리해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은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주기점검(surveillance), 정비후 시험, 시정 및 예방 정비를 

포함한다. 적절한 정비활동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비규정(maintenance rule)

의 준수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서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이 절에 기술된 검토사항에 대해 상기 규제관련 요건들을 만족하기 위한 상세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

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

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

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RG 1.155의 지침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 제6항의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NUMARC-8700(개정 0)은 또한 

동 규칙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타당한 지침들을 제공한다. RG 1.155의 표1은 

NUMARC-8700(개정 0)과의 상호 비교내용을 제시하며 RG가 우선하는 경우를 명

시하고 있다.

 2. RG 1.9와 1.155의 지침들은 소내 비상교류전원(예, 디젤발전기)의 신뢰도 목표 값

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한 신뢰도 이행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3. RG 1.160의 지침은 송전망-리스크에 민감한 정비활동(예, 발전소 트립 가능성 증

가, 소외전력상실(LOOP) 빈도 증가, LOOP 또는 SBO 대처능력 감소하는 활동)을 

포함한 소내 비상교류전원의 정비 효과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적절한 정비

활동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비규정(maintenance rule) 준수는 안전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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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장에서 검토한다.

 4. RG 1.182의 지침은 정비를 수행할 때 리스크 평가 및 관리에 관한 10CFR50.65(a)(4)

의 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허용기준에 대한 기술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 수행을 위한 소내 및 소외 전력계통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각 전력계통은, 다른 전력계통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가정하

고, 연료허용손상한계(SAFDL) 및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RCPB)의 설계조건이 예상

운전과도(AOO) 결과로 초과하지 않고 노심 냉각 및 격납용기 건전성과 기타 필수

기능이 가상 사고에도 유지됨을 보장할 만한 충분한 용량과 능력을 제공해야 한

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규정은 또

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상실, 송전망의 전력 상실 또는 소내 전원의 상

실이나 동시 상실의 결과로써 나머지 전원들 중에 어느 전원으로부터의 전력상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을 만족하

면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를 포함한 모든 시설의 운전모드 동안 단일고장

의 사건에서 조차도 안전기능 및 필수기능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뢰성 있는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확신한다. 안전심사지침 8.1, 8.2, 8.3.1 및 8.3.2절은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규정을 만족하는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은 안전에 

중요한 전력계통은 그 계통의 연속성과 기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시

험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계통은 (1) 소내 전원, 

계전기, 스위치 및 모선과 같은 계통 기기들의 운전성과 기능에 따른 성능 그리고 

(2) 계통 전체의 운전성과 가능한 한 설계조건 하에서 보호계통의 일부 가능한 부

분의 작동을 포함한 전체적인 순차 운전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소외전력계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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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내전력계통 간의 전원 절체를 주기적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결

과적으로, 교류전력계통은 주기적인 통합시험 수행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의 요건을 

만족하면 소외전력계통은 필요할 때 요구되는 주기 검사 및 시험을 위해 적절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중요한 계통변수, 성능특성, 열화 특징과 검출 및/또는 

통제된 조건 하에서 임박한 고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은 가압경

수형 원자력발전소가 발전소 정전사고(SBO)에 견디고 복구될 수 있어야 함을 요구

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

항의 요건을 만족하면 원자력발전소가 발전소 정전사고에 대처 및 복구될 수 있으

며 노심 냉각 및 적절한 격납용기 건전성이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

 4. 10CFR50.65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운전원은 리스크 심각도가 높은 기기를 서비

스 중단하기 전에 송전망(grid) 상태를 알아야 하고 그 기기를 서비스 중단하는 기

간 동안 송전망을 감시해야 한다. 이는 리스크-심각 기기(예, 비상디젤발전기, 축전

지, 증기구동 펌프, 대체교류전원)의 서비스 중단으로 발전소 정전사고(SBO)의 가

능성을 증가시키거나 발전소 정전사고 대처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미 상존하

거나 곧 닥쳐올 송전망 신뢰도 저하상태 하에서 송전망 리스크에 민감한 정비활동

(예, 주기점검(surveillance), 정비후 시험, 예방 및 시정 보수)을 착수하기 이전에 

송전망 신뢰도 평가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Ⅲ.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에 기술된 절차에서 특정한 경우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한다.

   이 검토절차는 상기 Ⅱ.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 허용기준과 다른 경우 

검토자는 사업자가 제안한 대체방안이 상기 Ⅱ.절, 허용기준의 규제관련 요건들을 어

떻게 만족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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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정전사고(SBO)에 관한 규정은 각 발전소가 규정된 대처기간 동안 지속하는 

정전사고 조건에 대처하고 복구될 수 있는가를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업

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발전소가 정전사고에 대처해야 하는 정전사고 기간을 결정한다.(대처기간)

 2. 발전소 정전사고에 견디고 복구될 수 있는 발전소 능력(대처능력)을 평가하고 필요

하다면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설비개선을 이행한다.

 3. 소내 비상교류전원(예, 비상디젤발전기)의 최소 신뢰도 목표 값을 설정하고 그 목

표 값을 유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4. 발전소 정전사고의 대처와 복구를 위한 절차와 교육훈련을 개발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의 규정을 

입증하기 위한 분석은 원자력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유효해야 한다. 만약 기본 가정들

이 원자력발전소 수명기간 동안에 변경되면 사업자는 RG 1.155 또는 NUMARC-8700

(개정0)을 활용하여 해당 발전소의 규정된 대처기간과 그에 수반하는 대처분석을 재평

가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이 만족됨

을 확인하기 위해 검토자는 다음의 단계를 검토를 수행한다.

 1. 발전소 정전사고(SBO) 대처기간

발전소 정전사고에 관한 규정은 각 발전소마다 정전사고 가능성과 기간에 영향을 

주는 부지 및 발전소 고유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규정된 대처기간을 수립하도록 요

구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다음의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 소내 비상교류전원(EAC)의 다중성

․ 소내 비상교류전원(EAC)의 신뢰성

․ 소외전력상실(LOOP)의 예상 빈도

․ 소외전력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예상 시간

검토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발전소 정전사고에 관한 자료(예, 정전사고 분석결과)를 

심사하고 선정된 대처시간이 RG 1.155의 C.3.1절의 지침과 여기에 포함된 보완지

침에 적합한가를 결정한다. RG 1.155의 일련의 표들은 위의 요인들 각각을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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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전소에 대한 허용최소 SBO 대처기간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은 이 절차를 요약한다.

가. 소외전력상실(LOOP) 예상 빈도에 영향을 주는 소외전력계통의 특성들을 조사

하여 RG 1.155의 표 4로부터 적절한 “소외전력 구성그룹”(예, P1, P2, P3)을 

선정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

6항에 따른 가정은 원자력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유효해야 한다.

나. 소내 비상교류전원(EAC)의 다중성(예, 잔열제거를 위해 가용한 개수에서 잔열

제거를 위해 필요한 개수를 뺀 개수)을 결정하고 RG 1.155, 표 3에서 적절한 

“비상교류전원 구성그룹(A, B, C, D)”를 선정한다. 발전소 정전사고에 필요한 

비상교류전원의 개수는 각 발전소마다 소외전력이 상실될 때 안전정지를 달성

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교류부하를 근거로 한다.

일반적으로 전용전원을 갖는 단일 또는 다수 호기 발전소의 경우 필요한 비상

교류전원의 개수는 각 발전소마다 소외전력상실(LOOP) 후 안전정지 기기들을 

동작하는데 필요한 비상교류전원의 개수를 계산해서 결정한다. 전원을 공유하

는 다수호기 발전소의 경우 필요한 비상교류전원의 개수는 소외전력상실 후 

안전정지 기기들을 동작하는데 필요한 대기(standby) 전원들의 개수를 총합해

서 결정한다.

다. 각 비상교류전원(EAC)의 신뢰성은 RG 1.155, C.1.1절의 지침에 따라 결정한다. 

비상교류전원의 최소목표 신뢰도 값은 비상교류전원 구성그룹이 A, B, C인 발

전소의 경우 각 비상디젤발전기마다 0.95로, 비상교류전원 구성그룹이 D인 발전

소의 경우 각 비상디젤발전기마다 0.975로 정한다.

라. 위의 평가결과(소외전력 설계특성그룹, 비상교류전원 구성그룹과 발전소 평균 

비상교류전원 신뢰도 값)를 활용하여 적절한 “최소허용대처기간”을 RG 

1.155, 표2에서 선정할 수 있다.

 2. 발전소 정전사고(SBO) 대처능력



제8.4절                                                        개정 1 - 2014. 12- 11 -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하고 위의 III.1절에서 결정한 기간 동안 지속하

는 발전소 정전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이 RG 1.155, C.3.2절의 지침에 적합한가를 결

정한다. 이 검토에서는 규정된 대처기간 동안에 적절한 노심 냉각 및 적절한 격납

건물 건전성을 유지하는 능력이 적합하게 입증되는가와 적절한 절차와 교육훈련이 

정전사고를 대처할 수 있도록 이행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전소 정전사고를 대처하는데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 즉 교류전원

과 무관한(AC-independent) 접근방식과 대체교류전원(AAC) 접근방식이다. 전자는 

발전소가 교류전력이 없더라도 이용 가능한 에너지원(예, 증기, 직류전력, 압축공기 

등)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만약 이 방식을 선택했다면, 이 검토는 RG 1.155, C.3.2.1

에서 C.3.2.4까지의 지침에 따른 해석을 통해 교류전력이 복귀될 때까지 안전정지

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대체교류전원 방식은 독립

적인 대체교류전원 설비를 두는 것이다. 만약 이 방식을 선택했다면, 이 검토는 그 

설계가 아래 Ⅲ.3절에 기술한 바와 같이 RG 1.155, C.3.2.5, C.3.3, C.3.5절과 부록 A 

및 B의 권고사항에 적합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발전소 정전사고(SBO)에 대처하는 발전소의 능력 결정은 다음의 일반기준과 기본 

가정을 근거로 해야 한다.

가. 상당한 양의 잔열 때문에, 원자로 출력 100%일 때 시작한 사건은 발전소 정전

사고로 인해 노심 손상 가능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대처분석(coping analysis)

은 원자로가 100% 정격 열출력 상태에서 최소 100일 동안 운전 중일 때 발전

소 정전사고가 발생한다는 가정하고 수행해야 한다.

나. 가상 발전소 정전사고 직전에는 원자로와 보조계통들이 압력, 온도 및 수위가 

정상동작 범위 내에 있다. 모든 발전소 기기들은 정상 동작하거나 대기상태로 

이용 가능하다.

다. 발전소 정전사고의 영향을 완화하고 그 사건을 복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전원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운전원 조치는 발전소 정전사고와 연관된 

기본적인 징후 또는 확인된 사건 시나리오에 적합한 발전소 운전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축전지설비로부터 비필수 부하를 제거하려는 운전원 조치는 

발전소 정전사고 후 처음 30분 동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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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발전소 정전사고 절차에 따른 조치들은 소내 축전지에서 공급되는 필수모선의 

전력을 받는 계측 및 제어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다.

마. 발전소 정전사고에 필요한 직류전력은 발전소 인허가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KEPIC-EEG-1100/IEEE-485는 일반적으로 승

인된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바. 축전지 용량은 전해질 온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축전지 예상온도는 가장 낮

은 온도로 계산해야 한다.

사. 발전소 정전사고 후 노심 냉각 및 잔열 제거에 필요한 모든 계통과 기기의 능

력은 축전지 용량, 응축저장탱크(CST) 용량, 압축공기 용량과 계측 및 제어기기

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RG 1.155, 부록B에 명시된 비안전계통은 규제의 

관점에서 발전소 정전사고의 대응에 타당한 것들이다.

아. 노심 냉각을 위해 원자로냉각계통의 적절한 저장량 유지 능력은 수축, 펌프밀

봉 누설과 취출수(letdown) 손실 또는 격리를 위해 교류전력을 필요로 하는 정

상시 개방된 배관의 손실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

자. 규정된 대처기간과 복구시간 동안 발전소 정전사고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기기

의 설계 적합성과 능력은 관련된 환경조건을 적절히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 

이것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발전소 정전사고 대처에 필요한 기기의 잠재적인 고장

2) 화재방호계통의 영향을 포함한 발전소 정전사고 대처에 필요한 기기들의 운

전성과 신뢰성에 미치는 잠재적인 환경영향

3) 발전소 정전사고 대응기기(소내 전력모선을 동작시키거나 비상디젤발전기 

및 필요시 다른 기기를 복구하기 위한 보조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와 

같은 다른 위험인자

4) 발전소 정전사고 및 복구시간 동안 운전원의 접근이 필요한 지역의 거주성 

현안

차. 관련 기기가 발전소 정전사고의 온도환경에서 운전될 것으로 평가를 통해 합

리적으로 확신한다면 그 기기는 타당한 것으로 고려한다.

카. 일반적으로 발전소 정전사고 후 처음 8시간 동안 대처해야 할 기기는 부지 안

에 있어야 한다. 발전소 외부에 있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소외전력상실

(LOOP) 동안 예상되는 기후조건을 고려하고 요구되는 시간 안에 소외 기기가 

가용한지와 접근이 가능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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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운전원 조치가 적시에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 발전소가 정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운전원 조치가 주제어실 내부 또는 외

부에서 적시에 취해질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내 축전지 용량

이 발전소 정전사고 대처에 제한요소라면 그 축전지에서 비필수 부하들을 차

단하여 축전지가 고갈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부하 차단 또는 

다른 운전원 조치를 고려한다면 발전소 기술지침서와 비상운전절차서는 이에 

상응한 절차를 반영해야 한다. 부하 차단은 발전소 정전사고 후 처음 30분 동

안은 시작해서는 안 된다.

파. 적절한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발전소 정전사고 동안의 

적절한 격납건물 건전성이라 함은 우선전력과 정전사고 호기의 소내 비상교류

전원(EAC)과는 무관하게 밸브위치 지시, 발전소 정전사고 시작 시 열림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격납건물 격리밸브를 닫게 하는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보장됨을 

의미한다. 다음의 밸브는 포함하지 않는다.

1) 운전 중에 일반적으로 자물쇠로 채워져 닫힘(locked closed)의 밸브들

2) 전력 상실시 고장 닫힘(fail closed) 밸브들

3) 체크 밸브들

4) 발전소 정전사고 시 파손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비방사능 폐루프 계통의 

밸브들(격납건물 대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라인들은 포함하지 않음)

5) 공칭지름이 3인치 보다 작은 밸브들

 3. 대체교류전원(AAC)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한 가지 타당한 방법은 충분한 용량, 능력과 신뢰성을 갖추며 충분히 시

간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대체교류전원 설비를 두는 것이다.(발전소 정전사고 대처

에 필요한 모든 계통을 동작하여 발전소를 안전정지 상태(설계기준사고가 아님)로 

가져가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 동안).

소내전력계통에 대한 최소 다중성요건을 초과하는 비상디젤발전기, 인근 또는 소

내의 가스터빈발전기, 이동형 또는 다른 가용한 디젤발전기, 또는 수력발전기가 대

체교류전원으로 쓰일 수 있다. 이 설계는 RG 1.155, C.3.2.5, C.3.3 및 C.3.5절과 부

록 A 및 B의 권고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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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류전원은 발전소 정전사고 발생 후 적시에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안전정지

(설계기준사고가 아님) 상태 달성 및 유지에 필요한 모든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1개 또는 필요시 모든 다중 안전모선에 수동으로 연결하는 설비를 가져야 한

다. 이와 같은 기기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시험을 통해 1시간보

다 크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시험을 통해 대체교류전원이 발전소 정전사

고 발생 후 10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다면 대처분석(coping analysis)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발전소 정전사고 시점에서부터 대체교류전원이 기동되어 

안전정지를 달성 및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기를 동작할 수 있도록 배열될 때

까지 기간 동안에 대하여 대처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발전소 정전사고 시점부터 

10분 이내에 가용”이라는 문구는 안전정지 모선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차단기

가 그 기간 안에 주제어실에서 투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체교류전원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

비“ 제6항의 요건이 만족함을 보증하기 위해 검토자는 다음의 관점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발전소 정전사고 관련 자료를 평가 및 확인한다.

가. RG 1.155, C.3.3.5절에 따라 대체교류전원은 해당 원자력발전소에서 정전사고

(SBO) 발생시 안전정지(설계기준사고가 아님)에 필요한 모든 부하에 전력을 공

급할 수 있어야 한다. 대체교류전원은 발전소를 안전정지 상태로 가져가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간 동안 발전소 정전사고에 대처하는 필수계통을 

동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 RG 1.155의 C2, C.3.31에서 

C.3.3.4절까지에 언급된 발전소 계통, 기능과 특징은 안전정지 부하들(발전소 

정전사고에 대비한 대체 또는 추가된 축전기 충전용량, 물 또는 공기 공급원에 

관련된 부하 포함)로서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신규 원전의 경우, 대체교류

전원은 소내 전원과는 다양한 설계이고, 적절한 용량, 독립성 및 신뢰성을 가

져야 하며, 최소한 한 세트의 정상적인 안전정지 부하들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소내 비상전원을 공유하고 있는 발전소들의 경우 대

체교류전원은 모든 발전소들이 안전정지 상태로 진입하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용량과 능력을 가져야 한다.



제8.4절                                                        개정 1 - 2014. 12- 15 -

나.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8.2절에 따라 대체교류전원의 독립성을 심사하여 대체

교류전원이 우선전력계통 또는 그 특정한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소

내전력계통 또는 그 특정한 안전기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

다. 이 검토에서는 적절한 대체교류전원의 독립성을 입증하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1) 발전소 정전사고에 대비한 대체교류전원과 우선전력 및 소내전력계통 간의 

독립성에 관해서는 이들 계통간의 전기적 연결과 연계설비의 물리적 배열이 

다른 계통으로의 접근을 막는 다른 계통(예, 우선, 소내 또는 대체교류전원)

의 상실 가능성과 그러한 상실이 다른 계통 안에서 추가 고장을 일으킬 가

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2) 대체교류전원이 정상운전 중에 우선전력계통 또는 정전사고 중인 발전소의 

비상교류전력계통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적절히 설계해야 한다. 

단일 능동고장이나 기후 관련사건이 대체교류전원과 우선전력계통 또는 대

체교류전원과 소내전력계통을 동시에 고장나게 할 수 있는 단일 취약지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들 전원은 공통고장 모드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

다.

3) 대체교류전원 기기들은 발전소 인허가기준에 따른 분리 및 격리기준과 RG 

1.155, 부록 B의 지침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안전관련 기기 또는 설비와는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전기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모든 관련된 독립성 기준 

및 지침에 따라 대체교류전원 기기는 언제든지 소외 및/또는 안전등급 1E 

소내전력계통의 기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대

체교류전원 기기의 고장이 안전등급 1E 교류전력계통에 악영향을 주지 않

아야 한다.

4) 안전등급 1E 모선에 이르는 선로와 인입 차단기의 물리적 배열, 제어 및 주

전력의 분리와 격리 규정, 전원차단기의 허용 및 인터록, 전원의 개시/전달 

논리, 안전정지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대체교류전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전등급 1E 부하 차단과 부하 투입, 전원 록아웃(lockout) 설계와 모선 록

아웃 설계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대체교류전원은 발전소 정전사고 동안 자동적으로 투입해서는 안 되나, 필요에 

따라 한 개 또는 모든 다중 안전모선을 수동적으로 연결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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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제어실의 발전소 직원은 대체교류전원의 성능을 감시해야 한다. 최소한 전

압, 전류, 주파수와 차단기 위치를 감시해야 한다.

마. 대체교류전원의 기기는 연합빌딩코드(UBC)에 따른 구조물 안에 설치된다. 대체

교류전원과 정지모선을 연결하는 전기케이블은 우선전력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지중케이블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이 이를 위

해 사용될 수 있다.

바. 비안전관련 대체교류전원의 전용 직류계통은 RG 1.155, 3.5절, 부록A와 부록 B

의 품질보증 지침을 만족해야 한다.

사. 대체교류전원계통은 정전사고 중인 발전소의 우선전력계통 및 안전등급 1E 전

력계통과는 전기적으로 독립된 전용 직류전력계통을 갖추며, 이 직류전력계통

은 대체교류전원이 동작하는 최대시간 동안 대체교류전원의 직류부하 동작을 

위한 충분한 능력과 용량을 가져야 한다.

아. 대체교류전원계통은 정전사고 중인 발전소의 우선전력계통 및 안전등급 1E 교

류전력계통과는 독립되는 기동계통(기동시 구동 에너지원)을 갖추어야 한다.

자. 대체교류전원계통은 소내 비상교류전력계통의 연료공급과는 분리된 연료공급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공통 저장탱크에서 공급받은 분리된 일일탱크는 만약 

일일 탱크로 연료가 공급되기 전에 그 연료를 적용 가능한 기술표준에 따른 

방법을 이용하여 샘플 및 분석한다면 타당한 것으로 본다.

차. 만약 대체교류전원과 소내 비상교류전원이 동일한 방식이라면, 각 전원의 능동 

고장이 공통원인 적용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며 시정조치가 후속 고장을 줄일 

수 있도록 취해졌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카. 대체교류전원계통은 우선전력 공급 또는 정전사고 중인 발전소의 비상교류전원

으로부터 전력을 받는 어떤 보조계통 없이도 발전소 정전사고 기간과 그 후까

지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에 따른 대체교류전원의 기동능력은 필요한 기

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조계통의 가용도에 달려있다. 이들 보조계통은 운전 

준비를 유지하기 위해 변하는 시간 동안 직류 또는 교류 전력이 다양하게 필요

할 수도 있다. 미국 NRC 정보통지서(IN) 97-21은 보조 전력공급의 장시간 상실 

때문에 요구시 대체교류전원이 기동 실패한 두 가지 사례를 논의하고 있다.

타. 대체교류전원계통의 정비 부분들은 대체교류전원계통을 사용 상태로 놓기 전

에 시험한다.

파. 발전소 기술지침서와 비상운전절차서는 대체교류전원을 서비스 상태로 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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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조치를 명시한 대로 이행한다.

하. 대체교류전원계통은 운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 보수 

및 시험한다. 대체교류전원계통의 신뢰도는 NSAC-108이나 동등한 방법에 따라 

결정된 대로 95%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거. 비상디젤발전기가 대체교류전원으로 쓰인 경우,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1) 단일호기 발전소의 경우 안전정지를 위한 최소 다중성기준에 따른 개수를 

초과하는 비상교류전원(EAC)은 대체교류전원(AAC)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비상교류전원은 RG 1.155, C.3.3.5절의 지침에 따라 대체교류전원으로 지정

할 수 있다.

2) 발전소를 안전정지 상태로 두는데 한 개의 필수 비상교류전원이 필요한 단

일 호기 발전소의 경우 다중 비상교류전원이 하나 더 필요하다. 발전소 정

전사고 동안, 위의 두 개 비상교류전원이 모두 사용 불능이 된다. 만약 비상

디젤발전기가 필수 비상교류전원으로 또는 다중 비상교류전원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만 대체교류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정지를 위해 한 

개의 비상교류전원이 필요한 단일 호기 발전소는 적어도 세 개의 비상디젤

발전기를 확보해야 하며, 그 중 하나를 RG 1.155, C.3.3.5절의 지침을 만족

하는 대체교류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다수호기 발전소의 경우 비상교류전원의 개수가 모든 호기의 정상 안전정지

를 위한 발전소별 최소 다중성기준을 초과하면, 여분의 비상교류전원은 RG 

1.155, C.3.3.5절의 지침을 만족한 경우 대체교류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최소 다중성기준을 초과하는 비상교류전원이 있지 않다면 발전소 정전

사고의 발생은 모든 호기에 대해서 가정해야 한다.

4) 발전소 정전사고가 다수호기 중에 한 발전소에서 발생할 때 그 발전소의 필

수 및 다중 비상교류전원(예, EDG)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한 호기에서의 발

전소 정전사고는 동시성 단일고장을 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머지 발전

소들은 여전히 정상운전 중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1) 어

떤 비상디젤발전기가 정전사고 중인 발전소의 필수 비상교류전원 또한 다중 

비상교류전원으로 쓰이지 않고 (2) 그 비상디젤발전기가 나머지 발전소들의 

비상 또는 다중 비상교류전원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때만이 대체교류전원

(AAC)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떤 비상디젤발전기가 대체교류전원으로 사용

된 경우 그 비상디젤발전기는 정상적인 안전정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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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에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가 제출한 소내 교류전력계통에 

대한 검토에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5) 다수호기 발전소들은 둘 중 하나(1-out-of-2; 공유), 셋 중 둘(2-out- of-3; 

공유)의 교류전력 구성을 갖는 비상디젤발전기를 대체교류전원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

6) 대체교류전원으로 사용되는 비상디젤발전기에 대해서는 엔진보조계통들을 

안전심사지침 9.5.4절에서 9.5.8절까지의 관련기준에 따라 평가 및 확인해야 

한다.

 4. 절차 및 교육훈련

검토자는 절차 및 교육훈련을 검토하고 그것들이 RG 1.155, C.1.3, C.2 및 C.3.4절

과 부록B의 지침에 적합한가와 다음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운전원 조치사항

들을 포함하였는가를 확인한다.

가. 발전소의 모든 운전모드에서 규정된 대처기간 동안 발전소 정전사고의 발생에 

대처하고 대체교류전원을 사용 상태로 놓는데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며 그 사

건 완화에 필요한 기기들에 대한 적절한 환경조건을 유지한다. 발전소 정전사

고 대처를 위해 개발된 절차서는 NUREG-0737, 부록 1에 따른 비상운전절차서 

개선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발전소 기술지침서와 비상운전절차서에 통합해야 한

다. 비상운전절차서 개선프로그램에 대한 직무분석은 발전소 정전사고 동안의 

계측 적합성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나. 비상교류전원계통이 사용 불가능할 때 대기(안전등급 1E) 전원을 복구한다.

다. 소외전력상실사건(LOOP) 발생시 소외전원 및 인근 전원(인근 또는 소내의 가

스터빈발전기, 이동형 발전기, 수력발전기, 정전 시 대비한 화력발전소를 포함)

을 이용하여 복구한다. 최소한 검토자는 다음과 같은 소외전력상실에 대한 잠

재적 원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1) 송전망 저전압 및 붕괴

2) 기후에 의한 전력 상실

3) 필수 스위치기어 모선의 정상 전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우선전력 배전계통

의 고장. 이것은 배전계통 하드웨어, 스위칭 및 정비 실수, 낙뢰사고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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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라. 교류전력이 복구되면 정상적인 장시간 노심 냉각 및 잔열 제거를 복구에 필요

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검토자는 발전소 정전사고 대응을 위해 개발한 발전소 운전절차서가 다음의 

일반지침에 적합한가를 결정해야 한다.

마. 그 절차서는 발전소 정전사고에 필요한 안전정지 기기(보조계통 포함)가 교류전

력 없이도 동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해야 한다.

바. 그 절차서는 사건 초기단계 동안 잔열제거계통(보조급수, 고압냉각주입, 고압노

심살수, 노심격리냉각)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하고 운전원이 사건진행 동안 계

속되는 그의 확실한 동작을 위해 적절한 주의를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사. 발전소 운전절차서는 잠재적 재고량 상실원인을 확인하고 중대한 상실을 막거

나 제한하는 조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아. 발전소 운전절차서는 응축수저장탱크(CST)에서 증기발생기로의 보충수 유량을 

위한 유로를 긴급히 수립하고 의도된 용도에 따라 CST에 다시 물을 채우기 위

한 후비(backup) 수원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발전소 운전절차서는 다음 단계

의 우선 수원(water source)으로 전달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자. 그 절차서는 직류전력을 보존하기 위해 발전소 직류 모선들(안전/비안전 등급 

1E)로부터 제거할 필요가 있는 개별 부하들을 명시해야 한다.

차. 발전소 운전절차서는 교류전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적절한 격납건물 격리밸

브 및 안전정지밸브 동작을 허용하는 조치들을 명시해야 한다.

카. 발전소 운전절차서는 수동 조작이 필요한 안전정지 또는 대체교류전원의 기기

가 설치된 발전소지역의 출입을 위한 휴대용 조명기구를 명시해야 한다.

타. 발전소 운전절차서는 원격 기기조작이 필요한 경우 교류전력 상실이 구역 출

입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다른 자물쇠로 채워진 구역의 출입 필요를 고려

해야 한다.

파. 발전소 운전절차서는 대외 기관들과의 통신 두절 가능성을 포함한 교류전력의 

상실이 통신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하. 발전소 운전절차서는 발전소 정전사고 대처에 필요한 기기에 대한 열 추적능

력의 상실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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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원자력발전소 운전원이 발전소 스위치야드와 소외 송전망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전소 또는 부지 절차서는 원자력발전소와 송전계통 운전

원들 간의 적절한 통신규약을 수립해야 한다. 발전소 정전사고와 관련하여 이 

규약들은 다음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운전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1) 송전망 리스크에 민감한 정비활동(주기점검, 정비후 시험과 예방 및 시정 정

비 등)의 수행은 발전소 정전사고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거나 발전소 정전사

고 대처능력, 즉 리스크 심각도가 높은 기기(예, 비상디젤발전기, 축전지, 증

기구동 펌프, 대체교류전원 등)의 서비스 중단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소외전력상실사건(LOOP) 발생 후 발전소에 다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하

는 발전소지역의 가용한 전원과 송전선로의 가용성

 5. 비안전관련 발전소 정전사고 대처기기에 대한 품질보증 및 기술명세서 지침

검토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

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사용된 비안전관련 기기에 대한 품질보증 활동과 기술명

세서를 검토하고 그것들이 RG 1.155, C.3.5절과 부록 A의 권고사항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이 검토에서는 또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의 요건에 따라 사용된 계통과 기기가 RG 1.155, 부록 B의 

계통과 발전소 기기명세서 권고사항을 만족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검토자는 발

전소 정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RG 1.155, 부록 B에 명시된 비안전관련 계통을 승

인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사업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출하였는가와 그 검토 및 계산 결과 안전성평

가보고서(SER)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또한 

이 결론에 대한 기준을 기술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SAR)에 기술된 발전소 정전사고 능력에 대한 검토자의 구체적인 

검토와 평가를 토대로, 검토자는 사업자가 RG 1.155와 이 지침서에 따라 관련 시설을 

적절하게 평가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이 안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다른 절에서 기술

한 바와 같이 이 권고사항에 대한 대안이나 차이점도 타당하다. 안전성분석보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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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가 발전소 정전사고 발생시 안전정지(설계기준사고가 아님) 상태의 달성 및 유

지 능력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적절하게 입증한다.

   따라서 검토자는 발전소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와 10CFR50.65의 요건에 적합하고 만족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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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8.2-1 발전차단기(GCB) 및 부하차단스위치에 대한 지침

 검토주관 :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원자력발전소 설계에서 발전차단기가 소내 교류전력계통을 소외전력계통에 즉시 

접속(immediate access)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주발전기를 주변압

기와 소내보조변압기(UAT)로부터 분리시키고 소외전력회로에서 이들 변압기를 통해 

소내 교류전력계통으로 전력을 역가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발전기 부하차단스위치는 

위에 기술된 것처럼 소외전력계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지

연 접속(delayed access)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은 새로운 설계특징이므로, 검토자는 발

전차단기 및 부하차단스위치의 사용을 일반안전현안(NUREG-0933, B-53)으로 지정하였

다. 발전차단기 확인시험계획 및 그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였

다. 이 지침은 그 같은 많은 연구결과를 공식화한 것이다. 또한 부하차단스위치는 위

에 기술된 발전차단기와 어느 정도 공통된 기능요건을 갖고 있으므로 이 장치에 대한 

지침도 반영되었다.

   검토자는 계통 최대고장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진 장치(예, 차단기)만이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에 따라 즉시 접속을 위해 

주발전기를 소외전력회로에서 분리하는 수단으로 승인하였다. 고장전류 차단능력을 갖

지 않는 장치(예, 부하차단스위치)는 스위치야드 차단기가 고장전류를 차단할 때까지 

전기적인 고장 차단을 지연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 부하차단스위치가 개방된 이

후에 스위치야드 차단기가 발전소에 소외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재투입되어야 한다. 그

러나 발전차단기는 고장전류를 차단하고 동시에 주발전기를 분리시킴으로써 소내 교

류전력계통에 계속적으로 전력공급을 유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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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Std. C37.013은 주발전기와 변압기 사이에 설치된 대칭전류의 고전압 발전차

단기(GCB)에 대한 정격과 요구되는 능력을 기술하고 있다. 발전차단기 적용을 위한 지

침이 또한 제시되어 있다.

Ⅱ. 규제입장

 1. 최대고장전류 차단능력을 가진 장치, 즉 차단기만이 소내교류전력계통을 소외전원에 

즉시 접속(immediate access)하기 위해 소외 및 소내 교류전력계통에서 주발전기를 

격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발전기 부하차단스위치는 소외전원에 지연 접속(delayed 

access)을 위한 목적으로 주발전기를 격리시키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2. 발전차단기(GCB)는 정상운전, 전력계통의 과도현상 및 대형 고장 시에 그 의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발전차단기의 정격 및 요구되는 능력은 

IEEE Std. C37.013에 정의한 바와 같이 확실한 조건에 근거하여 정해진 운전특성

에 대한 한계를 의미한다. 이 기술표준은 발전차단기 능력이 정격 최대 전압 및 

주파수에서 동작할 때 정해진 정격(ratings)을 만족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수행되

어야 할 설계시험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IEEE Std. C37.013은 최소한 다

음과 같은 성능시험과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가. 정격 절연강도

발전차단기(GCB)의 절연강도는 그것을 고전압, 즉 정격 최대전압에 근거하여, 

정격주파수 내전압(withstand voltage)과 정격 전파형 임펄스 내전압을 인가함

으로써 입증해야 한다.

나. 부하전류의 개폐

정상운전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부하전류, 즉 주발전기의 정격연속전류에까지 이

르는 부하전류를 개폐하는 발전차단기(GCB)의 능력을 시험을 통해 결정한다. 

주발전기를 계통에서 개폐할 때 발전차단기의 양 단자는 여자된 상태로 유지한

다. 발전차단기의 양단에 나타나는 상용주파수 회복전압은 주발전기 및 변압기

의 리액턴스와 고전압계통의 단락리액턴스로 인한 전압강하의 합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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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발전차단기만을 이용한 경우 그 차단기는 정상시 전부하 연속정격에 

상응한 전류로 40번의 개폐 동작시험을 해야 한다. 두 개의 발전차단기를 병렬

로 이용한 경우 그 차단기는 정상시 전부하 연속정격의 두 배에 상응한 전류

로 40번의 부하차단 동작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이 시험을 위해 이용한 절차 

및 허용기준은 IEEE Std. C37.013의 기준을 참조한다.

다. 단락고장전류 정격

정격 단락고장전류는 IEEE Std. C37.013에 기술된 일련의 대칭 및 비대칭 시험

과 닫힘-열림 시험을 통해 증명한다. 정격 대칭전류는 계통원인고장 및 발전기

원인고장에 대하여 IEEE Std. C37.013에 기술된 정격 최대전압 및 정격 고유 

과도회복전압과 관련한 상용주파수 전압에서의 정격전류 값이어야 한다. 정격 

비대칭 전류 차단능력은 대칭 전류와 같은 조건에서 입증한다.

차단기는 최소한 일차 아킹 접점의 분리 순간에 나타난 최대 비대칭 및 대칭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 전류는 발전차단기(GCB)를 

통해 최대고장전류를 흘릴 수 있는 지점에서 3상 단락고장(bolted fault)이 발생

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야 한다. 그 차단기의 고장전류 차단능력(단락고장전류 

정격)은 IEEE Std. C37.013에서 요구한 것과 유사한 일련의 시험들을 통해 입증

해야 한다. 이 시험은 닫힘/열림(CO) 동작을 포함해야 하며 계통원인고장과 발

전기원인고장에 대하여 IEEE Std. C37.013에 기술된 대로 정격 과도회복전압을 

가지고 차단기의 최소정격 공기압력 및 제어전압으로 수행해야 한다.

라. 정격 과도회복전압(TRV)

대칭 및 비대칭 전류에 대하여 IEEE Std. C37.013에서 규정한 대로 정격 과도

회복전압의 내력은 단락고장시험을 통해 증명한다. 발전차단기(GCB)의 정격을 

입증할 때 고유 과도회복전압과 상용주파수 회복전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정격 과도회복전압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 및 지침은 IEEE Std. C37.013에 제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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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단시간 전류공급능력

발전차단기(GCB)는 최첨두(crest) 순간에 그 값이 정격 단락고장전류의 2.74배

를 초과하지 않고 1초 동안 결정된 실효전류 값(I)이 위에서 고려한 정격 단락

고장전류를 초과하지 않는 그런 전류파형 곡선에서 결정된 단락고장전류를 1

초 동안 흘릴 수 있어야 한다.

선정된 고장전류는 차단기의 가장 큰 열(I2t)을 야기하는 계통 지점에서 고장이 

발생되었다고 가정한 값이어야 한다. 단시간 전류공급능력은 IEEE Std. C37. 

013에 기술된 전류시험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발전차단기가 요구되는 단시간 

전류공급능력을 수행한 후 정상 열 발산 온도까지 냉각되었을 때까지 차단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바. 동작책무(duty cycle) 능력

발전차단기(GCB)의 동작책무 능력은 IEEE Std. C37.013에 규정된 대로 일련의 

대칭 및 비대칭 닫힘-열림(CO) 반복시험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단락고장전류 

차단을 위한 두 동작(CO) 간의 시간은 이 기술표준에서 규정한 정격 값인 30

분이어야 한다.

사. 변압기 자화전류 개폐시험

주변압기 및 소내보조변압기의 무부하 자화전류에 대한 차단기의 차단이 이와 

연결된 모선 및 변압기 절연을 손상시킬 수 있는 지나치게 높은 서지전압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는 시험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아. 정격연속 전류시험

차단기의 열적 능력은 연속전류 정격에서 시험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이 시험

은 IEEE Std. C37.013에 포함되어 있는 요건과 정격에 따라야 한다. 두 개의 

발전차단기(GCB)를 병렬로 이용한 경우 정격연속전류에서 두 배의 정격연속전

류까지 증가시킬 때 차단기 내에서 열에 가장 민감한 부품의 최대허용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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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계적인 내구수명시험

한 세트의 발전차단기(GCB)에 대하여 또는 발전차단기의 3개 극(pole)이 모두 

같을 때 1개 극에 대하여 무부하 상태에서 기계적인 동작시험을 수행하고 그 

차단기가 과중한 정비를 수행하지 않고 정상 사용조건에서 만족스럽게 동작할 

것인지를 확인한다. 특히 발전차단기를 가요성(flexible) 구리 또는 알루미늄 연

결장치를 이용하여 모선덕트에 연결시킬 때, 즉 발전차단기 외함을 모선덕트의 

외함에 용접한다. 이 같은 연결 상태가 이 시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차단기의 기계적 신뢰성과 수명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횟수만큼 

무부하 기계적 동작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이같이 증명된 수명이 발전소 예상

수명기간에 적합해야 한다.

차. 정격 차단시간

발전차단기(GCB)의 정격 차단시간은 정격 제어전압 및 동작기구의 정격 유압

상태에서 트립회로 여자(energizing) 시점부터 모든 극의 주접점이 개방 차단하

는 시점까지의 최대허용시간이다. 대표적인 값은 실제 시간이 정격 단락고장전

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60~90 ms 정도이다. 저항기를 부착한 발전차단기

의 경우 저항기 전류의 차단시간 때문에 더 길어질 수 있다.

발전차단기의 차단시간은 IEEE Std. C37.013에 규정된 대로 동작책무에 따라 

서로 다른 전류시험을 통해 입증한다. 차단시간 시험결과는 싸이클(cycle) 단위

로 나타내며 상용주파수 싸이클 이내여야 한다.

카. 지연 전류제로의 단락고장전류

발전차단기(GCB)는 수명기간 동안 지연 전류제로(current zeros) 점들을 갖는 

발전기원인고장의 단락고장전류를 차단해야 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이러한 단

락고장전류의 크기는 정격 단락고장전류의 크기보다 상당히 낮다. 지연 전류제

로를 차단해야 하는 발전차단기의 능력은 예상되는 단락고장전류에 미치는 아

크전압의 영향을 고려한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적인 아크전압의 모

델은 이에 상응한 전류크기의 시험을 통해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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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계산이 가장 심각한 조건에서 차단하는 동안 발전차단기 거동에 대해 

너무 많은 가정을 한다면 단락고장전류시험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만약 시험

을 수행하더라도, 요구되는 전류파형이 시험 장치에서 정확하게 모의될 수 없

음을 일반적으로 알아야 한다. 시험은 정격 최대전압 및 고유 과도회복전압과 

관련한 미리 정해진 제로가 아닌(nonzero) 전류파형과 발전차단기의 특정용도

에 대한 계산 또는 실측에 의해 얻어진 근사파형을 포함해야 한다.

 3. 소내 부하에 소외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발전차단기(GCB)를 이용한 경우 소외전력 

가용도(availability)가 소내 부하에 소외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별도의 전력변압기

(예, 대기보조변압기)를 이용한 설계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 발전차단기

와 스위치야드 고전압차단기 간의 트립 선택은 소내 부하에 소외전력을 공급할 때 

비정상사건 동안에 스위치야드 고전압차단기가 불필요하게 트립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4. 부하차단스위치는 정상운전, 전력계통의 과도상태 및 대형 고장발생 시에도 의도

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상기 2. 다. 항을 제외하고, 부하차단스위치

는 상기 2.항의 발전차단기(GCB)에 관한 것과 동일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 또한, 

부하차단스위치의 대칭 차단능력은 적어도 주발전기의 최대 첨두 부하능력과 같아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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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8.3-1 안전등급 1E 케이블 및 현장이음의 내환경검증 검토

를 위한 보완지침

 검토주관 :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본 부록은 안전등급 1E(전기1급, 이하 ”안전등급 1E“) 케이블의 내환경검증 검

토를 위한 보완 지침으로서 NRC Reg. Guide(이하 ”RG“) 1.131에 의해 승인된 

IEEE Std. 383-1974와  KINS 규제지침 3.6 및 RG 1.211에 의해 승인된 IEEE Std. 

383-2003 사이의 차이점을 논하고 이에 대한 규제입장을 제시한다.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 1E 케이블에 대한 내환경검증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40조(성능검증 부품의 사

용)와 제70조(설계관리)의 기술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안전등급 1E케이블은 

검증을 통하여 가상적 사용조건하에서 공통원인 고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고장메커

니즘을 가지지 않고,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원자

로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냉각재상실사고 등과 같은 가상사고 시 가혹한 환경에 동

작되어야 하는 안전등급 1E 케이블은 케이블 및 현장이음(field splic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침에서 다루는 케이블의 범주는 안전등급 1E 신호케이블 및 통신케이블

을 포함한 전력, 제어 및 계측 설비용 케이블이다. 

   NRC RG 1.131(개정 0)은 원자로시설의 케이블, 전선이음 및 접속부의 내환경 검

증시험에 관한 규제지침이며 1977년에 발행되었다. RG 1.131(개정 0)은 몇 가지 예

외사항 보완을 전제로 IEEE Std. 383-1974를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 1E 케이블, 

전선이음 및 접속부의 형식시험에 관한 기술표준”으로 사용할 것을 승인하였다. 

IEEE Std. 383-1974는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 1E 케이블, 전선이음 및 접속부에 대

한 검증시험프로그램과 시험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기술표준은 설계기준 냉각재

상실사고(LOCA) 기간과 이후에 부과되는 조건과 정상운전 동안 받게 되는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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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하는 내환경 검증시험뿐만 아니라 화염시험에 관한 상세한 절차를 다루고 있

다.

   IEEE Std. 383은 1974년에 초판 발행 후 2003년에 개정되었다. 국내에서는 IEEE 

Std. 383-1974가 KEPIC-END-3810(2000년), IEEE Std. 383-2003이 KEPIC-END-3810 

(2005년)으로 발행되었다. IEEE Std. 383-2003은 케이블 및 전선이음 검증에 대해 기

존 기술표준에 비해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형식시험 외에 운전경험, 해석방

법 또는 진행 중(ongoing) 검증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IEEE Std. 383-1974에

서 다루고 있는 화염시험 및 접속부에 관한 기준을 삭제하고 각각 IEEE Std. 

1202-1991 및 IEEE Std. 572-1985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설계기준 LOCA 

시험이나 고에너지배관파단사고 시험에 대해서는 그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다. 표 1은 IEEE Std 383-2003의 개정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비교하고 있

으며, 가장 큰 쟁점이 되어왔던 기기검증 시편의 열화방법 등과 관련한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IEEE Std. 383-1974의 2.4.1.2항에는 “LOCA 환경시험후 굽힘 및 침수내전압시험

이 정상운전 후 굽힘 및 침수내전압시험 보다 더욱 가혹한 조건이기 때문에 정상운

전 후의 굽힘 및 침수내전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기술된 주석이 있다. 동 

기술표준의 개정판인 IEEE Std 383-2003에서는 이와 같은 주석이 삭제되었다. 즉, 

이 개정판은 굽힘 및 침수내전압 시험을 LOCA 환경시험 후 뿐만 아니라 정상운전 

후에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안전등급 케이블의 성능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보다 보수적인 개정이라 볼 수 있다.

   IEEE Std. 383-2003에 따르면, 특히 다심(Multi-Conductor) 케이블은 외피(jacket)

가 제외된 절연재에 대해 내환경검증을 수행하고, 외피와 절연재간 상호영향이 발

생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완성 케이블(Complete Cable, 외피 포함)에 대해서도 

검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IEEE Std. 383-1974와 비교할 때, 외피가 제외된 

절연재로만 구성된 케이블에 대한 검증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경험 및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IEEE Std. 383-1974이 발간된 이후, 미국 내에서는 동 기준에서 제시하는 시험방

법에 따라 외피를 포함한 완성 케이블을 절연재 기준으로 노화 처리할 경우, 과도

하게 노화(over-aging)된 외피에 의해 절연재가 손상되어 검증시험에 실패하는 사례

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반영하여 IEEE Std. 383-2003은 다심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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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외피가 제거된 절연재를 예상검증수명의 말기상태로 노화시켜 검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 시험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케이블의 전기적 성능

을 보장하는 전선 절연재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한편, 다심 케이블은 LOCA 환경에서 화학재 살수에 따른 습기가 절연재와 외피

에 침투하면 서로 다른 팽창 메커니즘 때문에 상호영향을 주어 균열 또는 파열에 

의해 시험이 실패할 수도 있음이 연구결과로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

영하여 IEEE Std. 383-2003은 완성 케이블(외피 포함)을 외피 기준으로 예상검증수

명의 말기상태로 노화시켜 검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냉각재 상실사고

(LOCA) 환경에서 절연재 및 외피 사이로 침투한 습기가 케이블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이상과 같이 IEEE Std. 383-2003/KEPIC-END-3810(2005년)은 기존 안전등급 1E 

케이블 내환경검증 기술표준인 IEEE Std. 383-1974에 제시된 시험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기기검증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Ⅱ. 규제 입장

   KINS 규제지침 3.6 및 NRC Reg. Guide 1.211에 의해 승인된 IEEE Std. 

383-2003/KEPIC-END-3810(2005년)의 취지를 만족하기 위해 안전등급 1E 케이블 및 

현장이음의 내환경검증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반영해야 한다.

1. 굽힘 및 침수내전압 시험은 LOCA 환경시험 후 뿐만 아니라 정상운전 후에도 수

행되어야 한다.

2. 다심 케이블은 절연재 및 완성 케이블 각각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노화시킨 후 내

환경검증하여야 한다.

  가. 외피가 제거된 절연재는 절연재 기준으로 예상검증수명 말기상태로 노화시킨

다.

  나. 외피를 포함하는 완성케이블은 외피 기준으로 예상검증수명 말기상태로 노화

시킨다.

3. 위 1항 및 2항이 반영된 IEEE Std. 383-2003의 기술표준에 따라 내환경검증을 수

행하여 합격한 안전등급 1E 케이블 및 현장이음은 IEEE Std. 383-1974의 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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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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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IEEE 383-1974 IEEE 383-2003

제목

Type Test of Class IE Electric 
Cables, Field Splices, and 
Connection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Qualifying Class 1E Electric 
Cables and Field Splice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범위
Class IE electric cables,
field splices, and other 
connections

- Class 1E electric cables 
(including signal 및 
communication cables), field 
splices, factory splices, and 
factory rework

- Connectors→IEEE 572-1985 전
기1급 접속 집합체 검증으로 
이동

용어정의
cable type, Class IE, connection 
등 9개의 용어 정의

factory rework, factory splices, 
representative cable/splice 용어 
추가

검증방법 형식시험 우선
과거 운전경험, ongoing 검증, 분
석, 조합에 의한 검증 추가

검증원칙 없음

- Specific Qualification : 1회 적
용을 위한 검증(Generic 검증
요건과 동등 또는 덜 가혹)

- Generic Qualification : 여러 경
우에 적용을 위한 포괄 검증

형식시험
표본

시험표본 : conductor, insulation, 
fillers, jacket, binder tape, 
overall jacket, shielding, field 
splices 포함

- 단심, 다심 및 다중 케이블: 외
피가 있는 것과 외피가 없는 
것 구분함. 

- 다심케이블의 경우 절연재만으
로 검증이 되어야 함.

- 중전압케이블은 완성 케이블로
만 검증

- 다심 케이블은 외피와 절연재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지 않
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완성
케이블에 대하여 검증이 수행
되어야 함.

시편선정 대표 케이블 선정 표가 있음 Text 설명으로 표를 교체함.

정상 
운전에 
대한 
검증시험

열 및 방사선 노출 이후 시편을 
곧게 펴서 케이블 외경의 20배 
내경으로 다시 감고 실온의 수돗
물에 침수시킨 후 5분 동안 내전

방사선 노출 이후 시편을 곧게 
펴서 케이블 외경 20배의 내경으
로 다시 감아서 실온의 수돗물에 
최소 1시간 동안 침수시킨 후 5

표 1. IEEE 383-1974/2003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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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IEEE 383-1974 IEEE 383-2003

(열 및 방
사선 노출)

압시험 수행 (LOCA 환경시험후 
굽힘시험과 침수내전압시험이 더
욱 가혹한 조건이므로 정상운전
에 대한 굽힘시험 및 침수내전압
시험은 생략할 수 있음)

분 동안의 도체와 도체, 도체와 
물, 물과 차폐 간에 내전압시험 
수행

설계기준 
사고 후 
모의시험

LOCA 시험 종료 후 시편을 곧게 
펴서 케이블 외경의 40배 정도의 
직경을 갖는 맨드릴에 다시 감아 
실온 수돗물에 침수시킨 후 5분 
동안 내전압시험 수행

LOCA 시험 종료 후 유연도 유
지, 전기적 성능의 여유도와 이
동 및 진동에 견디는 능력을 입
증하기 위해 시편을 곧게 펴서 
케이블의 외경 40배 정도의 맨드
릴에 다시 감아 실온 수돗물에 1
시간동안 침수시킨 후 5분 동안 
내전압시험 수행.

정상 및 
온화한 
사건에 
대한 검증

없음

- 정상 및 온화한 환경에 위치한 
케이블 및 현장이음은 사용수
명 수립을 위해 열 및 방사선 
데이터 평가 요구.

- 온화한 환경에 위치하는 케이
블 및 이음에 대해서는 검증수
명이 요구되지 않음.

화염시험 포함되어 있음.

IEEE 1202-1991 Flame Testing 
of Cables for Use in Cable Tray 
in Industrial and Commercial 
Occupancies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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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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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주관 :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많은 가상 냉각재상실사고의 경우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비상노심냉각계통 

(ECCS) 성능은 안전주입탱크(또는 축압기)의 적절한 기능 수행에 달려 있다. 이런 발전

소의 경우 한 개의 전동기구동 격리밸브(MOIV)와 두 개의 체크밸브가 각 안전주입탱

크와 원자로냉각재계통 간에 직렬로 설치되어 있다.

   전동기구동 격리밸브는 그것이 닫힐 때 안전주입탱크가 소정의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우회"로 간주해야 한다. KEPIC-ENB-6100/IEEE-279는 허용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 보호기능의 우회가 자동으로 제거되도록 하는 "운전우회"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부록은 안전주입탱크의 전동기구동 격리밸브에 대한 KEPIC 

-ENB-6100/IEEE-279의 취지를 만족함에 있어서 특정한 지침을 제시한다. 이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참고문헌 3을 참조한다.

Ⅱ. 규제 입장

   KEPIC-ENB-6100/IEEE-279의 취지를 만족하기 위해서 전동기구동 격리밸브의 설계

는 안전주입탱크에 대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반영해야 한다.

 1. 일차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사전에 설정한 값(운영기술지침서에 규정됨)을 초과하거

나 또는 안전주입신호가 발생했을 때 밸브가 자동으로 열린다. 일차냉각재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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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과 안전주입신호 모두가 밸브조작기에 제공되어야 한다.

 2. 주제어실에 밸브의 열림 혹은 닫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표시해야 한다.

 3. 밸브가 완전히 열리지 않았을 때 그 밸브에 부착된 감지기에 의해 작동되는 상기 

항목 2와 무관한 청각 및 시각 경보를 마련해야 한다.

 4. 원자로냉각재계통이 운영기술지침서에 제시한 압력 값에 도달할 때 격리밸브가 짧

은 시간 내에 닫히도록 하는 어떤 우회기능을 자동으로 제거하기 위해 안전주입신

호를 이용한다.

   Regulatory Guide 1.153에서 승인한 KEPIC-ENB-1100/IEEE-603에 기술된 운전우회

에 관한 기준 준수는 타당한 대체방안도 가능하다. 부록 8-4가 이들 격리밸브에 적용

될 수도 있고 적용할 경우 이 부록에 함께 사용되어야 함을 지적해 둔다.

   또한 IEEE Std. 1290이 전동기구동밸브의 보호, 제어 및 시험에 관한 정보를 제시

하고 있다.

Ⅲ. 참고문헌

 1. KEPIC-ENB-6100, “보호계통 설계”

 2. KEPIC-ENB-1100, “안전계통 설계”

 3. Regulatory Guide 1.153, "Criteria for Powe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Portions 

of Safety Systems."

 4. BTP 8-4, "Application of the Single Failure Criterion to Manually Controlled 

Electrically Operated Valves."

 5. Arkansas 1, Unit 1, Safety Evaluation Report, January 23, 1973.

 6. IEEE Std. 603-1991,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7. IEEE Std. 279-1971, "Criteria for Protection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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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IEEE Std. 1290-1996, "IEEE Guide for Motor Operated Valve (MOV) Motor 

Application, Protection, Control, and Testing in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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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2 디젤발전기의 첨두부하시 이용

 검토주관 :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는 주발전기의 발전

상실, 송전망의 전력 상실 혹은 비상전력공급의 상실에 따른 결과 혹은 이들 전력의 

동시 상실의 결과로서 나머지 전력공급의 상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

구한다. 또한, Regulatory Guide 1.32에서 승인한 KEPIC-ENB-6210/IEEE-308은 우선(소

외) 및 비상 전력공급이 공통모드고장을 갖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통모드고장은 

"단일 설계기준 사건이 다중 설비를 작동 불능하게 하는 기구"로 정의한다.

비록 KEPIC-ENB-6210/IEEE-308이 비상 디젤발전기를 비안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할지라도, 검토자는 부하시험의 목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사

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통모드고장 발생 가능성 때문에 소내 및 소외전원 간의 상

호연결을 방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비상디젤발전기를 첨두부하 공급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우선 및 비상 전력공급설비의 

빈번한 상호연결이 요구되고 이는 공통고장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Ⅱ. 규제입장

   소내 비상디젤발전기가 비상전력공급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며 특히 

비상디젤발전기가 첨두부하 공급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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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2. KEPIC-ENB-6210, “전기 1급 전력계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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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egulatory Guide 1.32, "Criteria for Safety-Related Electric Power System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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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3 소외전력계통의 안정도

 검토주관 :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검토자는 사업자가 발전소에 소외전력을 공급하는데 사용되는 전력 송전망에 대한 

안정도분석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여 왔다. 기본요건은 송전망에 연결된 가장 큰 대형 

발전소의 상실이 검토대상 발전소의 송전망 안정도 상실 및 소외전력 가용도 저하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제한된 발전용량을 가진 격리된 전력계통은 여러 송전망이 상

호 연결된 전력계통에 비해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또한 이같이 제한된 전력계통은 

폭풍 혹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도 취약하다.

참고로, IEEE Std. 242 및 IEEE Std. 399는 소외전력계통의 보호 및 성능에 관한 기술

적인 정보 및 지침을 제공한다.

Ⅱ. 규제 입장

 1. 검토자는 적절한 신뢰도 데이터 검토를 통해서 여러 송전망에 상호 연결된 전력계

통이 어느 정도의 여유도를 갖는 송전망 가용도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결론을 내

린다.

 2.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충분한 큰 격리된 전력계통도 이 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검토자는 보수적인 접근방법으로서 가장 큰 용량의 발전소 탈락에도 

견딜 수 있는 여러 송전망이 상호 연결된 전력계통의 발전용량을 조사한다. 만약 



부록8-3                                                        개정 4 - 2014. 12- 2 -

가용 용량이 송전망의 적절한 안정도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의 여유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 조치는 정상 요건 혹은 특별한 

경우에 적합한 다른 조치 이상으로 소내전력계통의 추가 능력 및 여유분을 확보하

는 것이다. 추가 조치는 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Ⅲ. 참고문헌

 1. IEEE Std. 242-2001, "Recommended Practice for Protection and Coordination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ower Systems," 2001.

 2. IEEE Std. 399-1997, "Recommended Practice for Power Systems Analysi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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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4 수동제어 전기구동밸브에 대한 단일고장기준의 적용

 검토주관 :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전력계통에서의 단일고장이 안전기능 상실을 초래할 경우 발전소 안전성에 관한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이는 안전기능 상실이 어떤 기기의 필수적인 기계작동의 실패

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어떤 기기의 불필요한 기계작동에 의한 것이든지 간에 반드시 

영향을 평가한다.

   이 부록은 어떤 불필요한 기기 작동을 초래할 수 있는 단일고장에 대비한 하나의 

설계방법으로서 유체계통의 전기기기에 전력을 차단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을 수립한

다. 이 사항은 기기가 전기로 구동되지 않은 유사한 기기(예를 들어 직접 수동조작에 

의해서만 개방 혹은 닫힘이 가능한 밸브)와 같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 사항

은 단일고장이 전력계통을 복구시킬 수 없고 아울러 전기구동 기기의 기계적 작동을 

야기시킬 수 없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와 같은 가정의 타당성이 이 부록을 적용할 때 

입증되어야 한다.

Ⅱ. 규제 입장

 1. 밸브 및 기타 유체계통의 기기를 포함한 전기계통의 기기 고장, 즉 “기능 실패” 

및 “불필요한 기능” 모두가, 비록 밸브 혹은 기타 유체계통의 기기가 어떤 주어

진 안전 운전 순서에 따라 기능 수행을 요구받지 않을지라도, 단일고장에 대비하

여 설계에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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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기계통 기기의 고장이 밸브 혹은 기타 유체계통 기기의 불필요한 기계작동을 야

기하고 그 작동이 계통의 안전기능 상실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어떤 타당

한 설계변경보다는 그 밸브 혹은 기타 유체계통 기기의 전력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

할 수 있다.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는 단일고장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력을 제

거해야 할 모든 전기구동밸브의 목록과 그들 밸브의 정위치를 기술해야 한다.

 3. 각종 안전계통의 운전 순서에 따라 열리고 닫힘을 요구받지만 수동으로 제어되는 

“능동밸브”로 분류된 전기구동밸브는 주제어실에서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

한 밸브는 만약 다음의 조건과 무관할 때 단일고장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력

을 제거해야 하는 그러한 밸브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1) 주제어실에서 밸브

의 전력을 복구시킬 수 있고, (2) 그와 같은 조치를 요하는 사건발생 이후 적어도 

10분 동안 밸브작동이 필요치 않으며, (3) 모든 필요한 운전원 조치가 분석을 통해 

적절하다고 인정된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입증된다.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

에는 수동제어, 전기구동밸브의 요구 위치를 기술해야 하며 단일고장기준을 만족

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차단해야 하는 요건을 적용받는 밸브들을 명시해야 한다.

 4. 단일고장기준이 상기 2 및 3 항에 기술된 밸브에서 전력 제거에 의해 만족될 때 

이들 밸브는 주제어실에 다중 위치지시기를 갖추어야 하며 위치지시계통 그 자체

도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5. "전기구동밸브" 라는 용어는 전기장치에 의해 직접적으로 구동되는 밸브(예, 전동

기구동밸브 혹은 솔레노이드구동밸브)와 전기장치에 의해 간접적으로 구동되는 밸

브(예, 공기구동밸브로서 공기공급이 전기 솔레노이드밸브에 의해 제어된 밸브) 모

두를 포함한다.

Ⅲ.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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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5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 우회 및 작동불능상태 지시에 

대한 보완 지침

 검토주관 :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Regulatory Guide(이하 “RG") 1.47의 지침은 공학적 안전설비계통의 우회 및 작동

불능 상태지시기에 대한 타당한 설계방법이지만 보다 상세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부록의 목적은 RG 1.47의 이행을 위한 보완지침을 제공하며 RG 1.153에서 승인한 

KEPIC-ENB-1100/IEEE-603에 기술된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지시기의 기준을 보완한다.

Ⅱ. 규제입장

   공학적안전설비의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지시계통에 대한 설계기준은 운전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지시기가 감시중인 안전계통에 미칠 악영향 감소에 대한 중요성

을 반영해야 한다. 설계기준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우회지시기는 운전원이 각 안전계통의 상태를 판단하고 계속적인 원자로 운전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배열되어야 한다.

 2. 어떤 공유계통에 대한 보호기능이 우회될 때 그 우회상태 표시를 관련 발전소의 

주제어실에 제공해야 한다.

 3. 운전원이 잘못된 우회상태를 취소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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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에 따른 가상사례가 다른 실제 설계로써 제거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4. 만약 지시계통이 안전계통을 위해 수립한 기준에 따라 설계되지 않았다면 안전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절차에서 우회 지시만을 근

거로 신속한 운전원의 조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5. 지시계통이 발전소 안전계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한다. 지시기의 고장으로 인해 보호기능의 고장 혹은 우회가 발생해서

는 안 되며 우회표시가 다중 안전계통 간에 요구되는 독립성을 감소시켜서도 안 

된다.

 6. 지시계통은 발전소 정상운전 중에 지시 및 경보기능이 확인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작동상태를 보장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Ⅲ. 참고문헌

 1. KEPIC-ENB-1100, “안전계통 설계”

 2. Regulatory Guide 1.47, "Bypassed and Inoperable Status Indication for Nuclear 

Power Plant Safety Systems."

 3. Regulatory Guide 1.153, "Criteria for Powe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Portions 

of Safety System."

 4. IEEE Std. 603-1991,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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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8-6 발전소 전력계통의 전압 적합성

 검토주관 :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미국 Millstone 발전소의 사건에 따르면 안전등급 1E 모선이 소외전원에 연결되어

있을 때 지속된 저전압조건에 의해서 안전등급 1E 부하에 대한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0.7pu 혹은 그 이하의 전압범위내로 저전압 검출(pickup) 설정치를 

갖는 전압상실 계전기들은 이러한 저전압조건을 일반적으로 감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상세한 배경 정보는 참고문헌 5를 참조한다.

   Millstone 사건은 부적합한 전압보호논리 그 자체가 비상디젤발전기로 부터 안전등

급 1E 부하의 거짓 부하차단 및 정상적인 전동기 기동과도현상으로 인한 소외전원으

로부터 안전등급 1E 계통의 거짓 분리와 같은 안전등급 1E 계통 및 기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Arkansas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의 사건 및 그에 따른 분석결과는 송전망의 

정상전압에도 불구하고 송전망과 안전등급 1E 모선 사이에 있는 기기의 결함 혹은 이

들 회로의 크기를 결정할 때 초기에 고려하지 않은 사고 동안 겪는 기동과도현상으로 

인해 안전등급 1E 모선에 기준미달(degraded)의 전압조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참고문헌 6을 참조한다.

   미국 NRC 규제현안요약서(Regulatory Issue Summary) RIS 2000-24는 전력산업 규

제완화로 인한 송전망 신뢰도문제와 소외전원의 전압 부적합성에 관한 규제의 현안을 

요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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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NRC 정보통지서(Information Notice) IN 2000-06은 소외전원(예, 송전계통에서 

원자력발전소까지 전원)의 전압 적합성에 관한 예상된 현안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 

이 통지서는 발전소 운전경험의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하고 있다.

   KEPIC-ENB-5000/IEEE-741은 안전등급 1E 계통 및 동 계통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는 기기의 보호에 관한 주요 설계기준, 설계특징 및 시험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

술표준은 기준미달 전압의 보호 및 보조계통의 자동 모선절환과 관련된 보호문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Ⅱ. 규제입장

 1. 안전등급 1E 모선의 소외전력상실(LOOP)을 검출하기 위해 설치된 저전압 장치 외

에도 시지연 특성을 갖는 제2의 저전압 보호장치가 안전등급 1E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한다. 제2의 저전압 보호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가. 저전압 및 시지연 설정치의 선정은 모든 소내 전력배전계통의 안전등급 1E 부

하에 대한 전압요건 분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나. 제2의 저전압 보호를 위해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지연 설정치는 다음의 조건을 

근거로 선정해야 한다.

1) 1단계 시지연은 지속적인 기준미달 전압상태(즉, 전동기기동 과도상태보다 

긴 상태)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히 긴 시간이어야 한다. 이 시

지연 후에는 주제어실 경보를 통해 기준미달 전압상태를 운전원에게 알려

야 한다. 그 후에 안전주입작동신호(SIAS)가 발생하면 우선전력계통으로부터 

안전등급 1E 배전계통을 즉시 분리시켜야 한다. 추가적으로, 기준미달 전압

논리는 안전주입작동신호가 발생하는 동안 기준미달 전압조건이 이어지면 

적절히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2) 2단계 시지연은 항상 연결되어있는 안전등급 1E 부하가 손상되지 않도록 

제한되어야 한다. 이만한 시지연 후에도 운전원이 적절한 전압을 복구하지 

못했다면 안전등급 1E 배전계통은 자동적으로 우선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

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치에 대한 기준과 타당성이 선정된 실제 시지연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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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압감지기는 KEPIC-ENB-6100/IEEE-279와 Regulatory Guide 1.153에서 승인한 

KEPIC-ENB-1100/IEEE-603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1) 안전등급 1E 기기가 이용되어야 하고 안전등급 1E 스위치기어에 물리적 

및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2) 안전등급 1E 전력계통의 각 계열마다 독립된 기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3) 저전압 보호기능은 소외전원의 잘못된 트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모선별로 

동시성논리를 가져야 한다.

4) 전압감지기는 전압 설정치 및 시지연 제한값이 초과되면[예, 상기 항목 

나.2)] 언제든지 소외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해야 한다.

5) 출력운전 중 시험 및 교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

6) 설계에 반영된 어떠한 우회기능에 대해서도 주제어실에 경보를 마련해야 

한다.

  라. 운전기술지침서는 운전제한조건, 감시요건, 트립설정치, 제 1단계 저전압 보호

(소외전력상실)계전기의 최대 및 최소 허용값과 제 2단계(기준미달 전압) 전압

보호 감지기 및 관련 시지연 장치의 최대 및 최소 허용값을 포함해야 한다.

 2. 안전등급 1E 모선의 부하차단(load shedding) 방식은 그 모선에 비상부하가 순차적

으로 투입되는 동안 자동으로 부하 차단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부하 차

단특성은 부하 투입 조치를 종료한 후에 재개되어야 한다. 운영기술지침서는 적어

도 핵연료재장전 정지주기에 한 번씩 자동부하차단특성의 운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요건을 포함해야 한다.

   부하차단 특성이 모선에 비상부하를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동안에 유지

되는지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3. 안전관련 모선의 전압은 조절용변압기의 전압탭 설정치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소

외전원의 예상된 전압변동 범위를 고려하여 최대 및 최소 부하조건을 최적화할 수 

있어야 한다. 탭 선정은 안전등급 1E 부하의 단자 전압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이

루어져야 한다. 최소 동작전압을 결정하기 위해 수행된 분석은 대체로 최소 예상

전압의 소외전원 및 가용한 소외전원만을 고려하여 발전소 정지, 냉각재상실사고, 

기동 및 정지와 같은 최대 발전소 정상 및 과도상태 부하를 고려해야 한다.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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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은 발전소 최소부하(예, 저온정지 및 핵연료 재장전)시에 나타나는 소외전원의 

최대 예상전압을 근거로 분석해야 한다.

    위의 분석과는 별도의 분석이 접속이 가능한 각 소외전원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4. 상기 항목 3.의 전압분석에 사용한 분석기법 및 가정은 실질적인 측정을 통해 입

증해야 한다. 확인 및 시험은 모든 소외전원에 대해 원자로의 초기 전출력 운전 

이전에 다음과 같이 수행해야 한다.

가. 120/208V 수준까지의 모든 안전등급 1E 모선을 포함한 발전소 배전모선을 적

어도 30%의 부하를 걸어준다.

나. 정상상태와 대형 안전등급 1E 및 비안전등급 1E 전동기(동시는 아님)의 기동 

기간에 송전망 상태 및 안전등급 1E 모선전압 그리고 120/208V 수준의 모선전

압을 기록한다.

주: 전동기 기동 과도시험시 많은 계측 위치(기록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선전압과 

부하투입 필요는 상기 항목 3항에서 이미 가장 낮은 분석전압을 보인 모선들에 대

해서만 기록한다.

다. 상기 항목 3.에서 인용한 사전 전압분석 기법 및 가정과 시험 기간에 측정한 

송전망의 전압 및 모선부하 투입조건을 이용하여 120/208V 수준까지의 모든 

안전등급 1E 모선에 대한 새로운 전압을 계산한다.

라. 분석에서 유도한 전압치와 시험결과를 비교한다.

분석결과와 시험결과 간에 좋은 상관관계를 가지면, 시험 확인요건이 만족된 

것이다. 즉 상기 항목 3.의 분석에 사용한 수학적인 모델의 타당성이 수립될 

것이고, 그리하여 그 결과의 타당성도 수립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험결과가 

분석결과보다 3% 이상 낮아서는 안 되나, 두 결과의 차이를 최초 분석에서 결

정한 전압에서 뺀 결과가 안전등급 1E 기기의 정격전압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Ⅲ.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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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8-7 디젤발전기 우회 및 작동불능상태에 관한 경보 및

         지시에 관한 기준

 검토주관 :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Regulatory Guide(이하 “RG") 1.47과 RG 1.153에서 승인한 KEPIC-ENB-1100/IEEE-603

은 보호계통의 일부, 보호계통에 의해 작동 혹은 제어된 계통, 보호계통 및 안전 관련기능

을 수행하는 계통의 보조 혹은 지원계통의 우회 혹은 작동불능 상태 지시와 관련한 

KEPIC-ENB-6100/IEEE-279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타당한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부록 

8-5는 공학적 안전설비작동계통의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 지시에 대한 보완지침이다. 이 

부록 8-7은 디젤발전기와 관련하여 RG 1.47의 조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보다 상세한 지침

을 제공한다.

   RG 1.9에 반영된 바와 같이, 디젤발전기설비는 엔진, 조속기, 배기계통, 발전기, 여

자기 및 전압조정기, 연소공기계통, 냉각수 공급 및 냉각계통, 연료공급계통, 윤활유계

통, 기동에너지원, 기동계통 및 자동기동/부하장치, 자동 및 수동제어, 시험장치, 보호

트립 및 폐쇄(lockout)장치, 현장/원격 제어전환장치 및 디젤발전기 차단기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운전경험에 의하면 자동 기동신호에 의한 디젤발전기의 기동 실패를 일으킨 사건

들이 있었는데 이는 주제어실 운전원이 제어스위치 혹은 폐쇄 및 정지계전기(수동 복

구가 요구됨)가 정지 상태로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운전원이 

인식하지 못한 주요 원인은 (1) 작동불능 및 작동 경보의 두 신호가 공용 경보 표시창

을 사용하고 있고 (2) 디젤발전기 비상기동 요구시 작동불능을 지시하는 용어가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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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창에 없었으며 (3) 주제어실에 작동불능상태에 대한 경보가 없기 때문이었다. 

   비상기동 요구에 비상디젤발전기가 적절하게 기동하지 못하는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의 예로는 트립이나 폐쇄장치 미복귀, 부적절한 운전모드나 제어스위치, 제어전압 

상실과 기동공기 저압 등이 있다.

   디젤발전기의 동작이 요구될 때 운전원이 비상전력 공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

기 위하여, 디젤발전기의 상태(예, 디젤발전기가 시험 중인지, 디젤발전기가 수리, 정비 

또는 다른 운전 불능인지)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Ⅱ. 규제입장

 1. 우회 혹은 작동불능 상태가 1년에 한번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디젤발전기

를 자동 혹은 수동 개시 비상요구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게 할 때는 디

젤발전기설비 우회 혹은 작동불능 상태를 자동으로 주제어실에 지시해야 한다. 우

회 혹은 작동불능 상태가 1년에 한번 이하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

동 지시가 바람직하다.

 2. 모든 상태지시가 잘못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정확해야 한다. 또한, 

작동불능 혹은 우회지시기는 일반 지시기와는 분리되어야 하며 운전원이 각 디젤

발전기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각 작동불

능 상태마다 별도의 경보를 두거나 점멸능력을 갖는 단일 공용 경보를 두는 것이 

타당한 설계이다. 그 경보는 주제어실과 현장 디젤발전기 제어패널에 표시되어야 

하며, 그 표시는 디젤발전기가 비상 요구신호에 의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문구를 사용한다.

 3. 공용 디젤발전기설비가 우회될 때 그 우회상태를 각 영향을 받는 발전소의 주제어

실에 지시해야 한다.

 4. 지시계통은 디젤발전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설치

되어야 한다. 지시기의 고장이 디젤발전기의 고장 혹은 우회를 초래해서는 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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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우회지시가 다중 디젤발전기들 간에 요구되는 독립성을 감소시켜서도 안 된다.

 5. 지시계통은 지시 및 경보기능이 확인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소 정상운전 중에 그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6. RG 1.9, C.1.6부터 C.1.8까지의 입장은 디젤발전기의 현상 및 이상상태 지시와 경보

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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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8-8 발전소 현장답사

 검토주관 :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

   운영허가 단계의 검토에서 중요한 사항은 현장 답사이다. 도면검토 종결 이전의 어

느 시점에서 현장을 답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장 답사의 목적은 도면을 근거로 한 

설계 검토를 보충하고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하는가를 평가하는데 있다. 현장 검사원이 

현장 답사 과정에서 밝혀진 지적사항을 직접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현장답사 이

전에 고려대상 발전소의 주관부서에 답사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설계에 대한 적절한 

이행이 기술적인 검토과정의 궁극적인 목표이므로 현장답사의 중요성은 자명하다. 다

음은 검토대상 발전소의 특정한 의제를 개발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반 의제를 나열한 것이다.

1. 예비 토의사항

가. 미해결 항목

나. 시찰을 위한 발전소 배치

다. 특정 관심분야

2. 제어실

가. 일반 배치

나. 디젤 제어반

다. 제어실 내부의 케이블 포설 (분리, 포설량 등)

라. 공학적 안전설비 개시 및 우회 스위치 배열 및 상태패널

마. 전력계통의 제어 및 모조패널

바. 직류계통 감시 및 경보

사. 송전망 운전원을 위한 소외 통신 및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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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케이블 포설 및 케이블 분산지역

가. 일반 배치

나. 분리 정도

다. 다양한 배선

라. 트레이 혹은 전선로 밀집(적재율)

마. 화재 검출 및 방호

바. 관통부 및 케이블 단말장치

사. 케이블 및 전선로 식별

아. 습기 침투로 인한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침수 및 설계 수단에 민감한 안전관련 

케이블지역의 식별

4. 스위치기어실

가. 일반 배치

나. 다중 호기와 인입 전력공급회로[예, 소내, 소외(우선), 대체교류저원] 간의 물리적 

    및 전기적 분리

다. 화재, 비산물 등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

라. 케이블 설치

마. 화재 방호

5. 축전지 및 충전기 설치

가. 일반 배치

나. 물리적 및 전기적 분리

다. 화재, 비산물 등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

라. 화재 방호

마. 환기 보호

바. 감시계측 및 경보

6. 디젤발전기

  적용 : 1) 능동형 발전소에서 안전관련 디젤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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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동형 발전소에서 비안전관련 및 보조 디젤발전기

        3) 화재 방호용 디젤발전기

가. 일반 배치

나. 다중 호기간의 물리적 및 전기적 분리

다. 연료공급계통

라. 화재 방호

마. 디젤발전기 현장 제어패널과 계기 및 제어기

바. 보조계통 - 기동공기, 연소공기, 환기, 엔진 냉각 등

사. 홍수, 비산물, 먼지 등으로 인한 손상 및 성능저하 가능성

7. 계측 배관

가. 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 등

8. 스위치야드

가. 일반 배치

나. 송전선로, 모선, 차단기 및 제어회로 등의 물리적 및 전기적 분리

다. 계전기실

라. 제어전력공급 (교류 및 직류)

마. 화재, 비산물 등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

바. 화재 검출 및 방호

사. 낙뢰보호계통

9. 원자로 건물

가. 일반 배치

나. 화재, 비산물, 배관 파단 등으로 인한 케이블 손상 가능성

다. 다중 장비간의 배관 및 케이블의 분리

10. 터빈 건물

가. 일반 배치

나. 터빈 과속보호계통 : 계측설비 배열 및 배치

다. 과속보호계통 시험장치 : 터빈 정지, 제어, 차단 및 추기 증기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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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재, 비산물, 배관 파단 등으로 인한 케이블 손상 가능성

마. 터빈 우회계통, 일반 배열

바. 발전차단기(GCB) 또는 부하차단스위치

11. 다수호기의 공용계통

가. 장비 위치 및 손상 가능성

나. 사고 호기에 대한 제어실 제어 및 할당

다. 모든 운전원에게 마련된 상태 정보

라. 첫 번째 호기 완료시 가용도

12. 주증기관

가. 주증기관격리밸브 전단의 유로 - 차단밸브의 형태 및 제어원(현장, 제어실 등)

13. 제어실 외부에서의 정지

가. 원격정지패널의 배열, 분리 및 배치

나. 화재, 비산물 등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

다. 제어 및 감시 장비의 식별

14. 계전기실

가. 일반 배치

나. 핵 및 원자로 보호계측 캐비닛의 배열, 분리 및 식별

다. 화재, 비산물 등으로 인한 손상가능성

15. 공학적안전설비계통 및 펌프실

가. 일반 배치

나. 다중 장비간의 물리적 및 전기적 분리

다. 화재, 비산물 등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

라. 케이블 및 전선로 배치

마. 케이블, 전선로 및 장비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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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필수계측 전력공급설비 설치

가. 일반 배치

나. 물리적 및 전기적 분리

다. 화재, 비산물 등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

라. 감시계측설비

마. 케이블 및 전선로 배치

바. 케이블, 전선로 및 장비 식별

사. 접지 및 EMI/RFI 보호

17. 발전소 정전사고(SBO)에 대비한 대체교류전원

   적용: 발전소 정전사고용 대체교류전원(AAC) 설비를 갖는 능동형 발전소

가. 발전소 건물을 포함하는 일반 배치

나. 연료공급계통

다. 소외 및 소내 전력공급으로부터 전력 회로, 모선, 차단기 및 제어회로의 물리적 

분리 및 전기적 격리(소내전력계통과 연계되는 부분)

라. 제어전력공급장치

마. 화재, 비산물 등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

바. 제어패널과 관련 계기 및 제어기

사. 보조계통 - 기동공기, 연소공기, 환기, 엔진 냉각 등

아. 화재 검출 및 방호

18. 발전소 조명계통

가. 안전등급 1E 회로 및 기기로부터 분리 및 격리를 포함한 일반 배치도 및 배열

나. 케이블, 전선로 및 장비 식별

다. 안전관련 지역 및 접근 통로에 관한 조명 전력공급 배열

라. 기기 위치 및 손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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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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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

 검토주관 :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RG 1.93은 소내 비상디젤발전기 및 소외전원의 이용가능한 수가 운영기술지침서

에서 요구하는 수보다 적을 경우 운전제약조건 즉, 허용정지시간에 관한 지침을 제공

한다. 특히, 이 RG는 하나의 소내외 전원이 이용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최대 72시간의 

허용정지시간을 설명한다. 추가적으로, 운전제한조건의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업

자의 요청을 검토하는데 있어 규제 평가는 규제 결정을 위해 위원회의 확률론적 위험

도평가(PRA) 정책성명 “원자력 활동에서 확률론적 위험도평가 방법의 이용 : 최종 

정책성명”의 목적과 일치되도록 개발되어 왔으며, 자원의 보다 효율적 사용, 안전성 

증진, 불필요한 부담의 경감 등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음의 규제지침은 검토자의 입장을 제공한다.

   가. RG 1.174, “발전소 고유 허가변경에 관한 위험도 기반 결정에서 확률론적 위험

도평가를 이용한 접근방법”은 공학적 문제고려와 위험도 적용에 의한 고유평가 

및 제안된 허가변경의 영향에 대한 위험도 기반 접근방법을 설명한다. 

   나. RG 1.177, “발전소 고유, 위험도 기반 결정에 대한 접근방법 : 운영기술지침서”

는 허용정지시간에서 운영기술지침서 변경 평가에 대한 허용가능한 위험도 기반 

접근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다. RG 1.200, “위험도 기반 활동에 대한 확률론적 위험도평가 결과의 기술적 적절

성 판단에 관한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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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RG들은 확률론적 위험도평가 품질과 그러한 평가들의 결과에 대한 허용지침을 또한 

제공한다.

확률론적 위험도평가 방법(“원자력 규제활동에서 확률론적 위험도평가 방법의 이용”)

의 이용에 관한 최종 정책성명의 승인에서 인용된 것과 같이, 위원회는 확률론적 위험

도평가 기술의 이용이 확률론적 위험도평가 방법과 NRC의 결정론적 접근방법 보완 및 

전통적인 심층방호 철학의 지원방법에서 최신기술에 의해 지원된 확장을 증가하는데 이

용되어야 한다 라는 기대를 언급했다. 검토자는 허용정지시간 확장에 대해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해 요청된 변경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허용가능한 접근방법을 정의했다. 검

토자는 전통적인 공학적 평가의 결과에 관한 결정과 제안된 방법의 위험도 중요성에 관

한 통찰(확률론적 위험도평가 방법의 이용으로부터)에 의해 지원된 결정에 근거하여 규

제기관을 지원한다. 제안된 변경에 관한 결정은 통합된 유형, 위험도 정보의 보완으로서 

전통적인 결정론적 공학적 평가 고려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RG 1.177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허가를 받은자는 발전소 설계 및 운전의 심층방호 측면에서 어떤 영향 변화

가 있는지 나타내야 하고, 제안된 변경에 따른 안전여유의 적절성을 나타내야 한다. 허

가를 받은자는 발전소 및 산업의 운전경험이 제안된 변경과 어떤 연계를 이룰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제안된 변경으로부터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잠재적인 

보상방법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NRC는 비상디젤발전기 및 소외전원의 가동중 정비 수행을 위해 현행 허용정지시간에서 

최대 14일까지 비상디젤발전기 및 소외전원에 대해 한 차례 또는 영구적 허용정지시간 

확장에 대한 허가 개정 요청을 받아왔다. 정비는 계획된 활동과 계획되지 않은 활동 모

두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규제입장의 목적은 그러한 개정 요청 검토에서 결정론적인 전

망으로부터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Ⅱ. 규제입장

   전력계통담당부서는 핵연료 교체 동안 또는 변압기, 모선과 같은 소외전원의 정비 

동안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비상디젤발전기의 가동중 정비를 허용하기 위한 소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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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전원에 대한 허용정지시간 확장 요청을 평가한다. 핵연료 교체 활동이 수행될 때, 

가동중 정비는 발전소 핵연료 교체 동안 전원상실에 관한 위험도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검토자는 결정론적 뿐만 아니라 확률론적 위험도평가 전망으로부터 허가를 

받은자의 요청에 의한 허용정지시간 확장을 평가한다. 위험도 영향 평가는 확률론적 

위험도평가 허가 부서에 의해 수행된다. 전통적인 결정론적 평가는 전력계통담당부서

에 의해 수행된다. 

위원회 최종 정책성명과 일관되게, 소내 및 소외 허용정지시간 확장에 대한 허가 개

정 요청은 확률론적 위험도평가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규제입장은 결

정론적인 전망으로부터 소내 및 소외전원에 대한 심층방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한다. 보조 전원은 이용불가능한 비상디젤발전기 또는 소외전원의 백업으로서, 의도된 

안전기능을 만족하기 위한 전력계통의 심층방호 설계 철학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가능

해야 한다. 보조 전원은 발전소 운전동안(운전모드 1) 단일 고장을 동반한 소외전원상

실 사고(LOOP)의 경우에서도 발전소 안전정지(저온정지)1)를 달성하기 위한 용량을 갖

추어야 한다. NUREG-1784에 따르면, 규제완화 후 전력망에서의 변화 고려, 소외전원

상실 사고의 지속시간이 증가되어 왔으며, 원자로 정지를 초래하는 소외전원상실 사

고의 확률이 증가되어 왔다. 이 평가는 2003년 8월 14일 북동부 대정전 이전에 이루

어 졌다. 대정전 사고의 교훈은 소외전원의 복구는 고려된 것보다 오래 걸린다는 것

을 나타내며, 규제완화 후 조건이 전력망 신뢰도에 도전을 가져왔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용불가능한 비상디젤발전기 또는 소외전원에 대한 보조(추가) 전원 요구에 관한 검

토자의 목적은 확장된 허용정지시간의 주기동안 잠재적인 확장된 소내정전사고(SBO)

를 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상전원이 적시에 복구되지 못 하더라도 발전소의 안전정

지(저온정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등형 원자로(BWR) 및 가압형 원자로(PWR)에 대해 원자로 붕괴열제거 및 격납건물 

열제거에 요구되는 안전계통의 현행 설계는 교류전원에 의존한다. 소외전원 복구에 

대한 예측시간은 소내정전사고 규정(SBO rule)에 대해 이전에 평가된 시간 이상임을 

이제 고려해야 한다. 검토자는 전원의 심층방호를 유지하기 위해 확장된 허용정지시

1) 여기서“저온정지”는 소외전원상실 사고 동안 발전소가 저온정지로 가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기적으로 허가기준에 따라 발전소는 고온정지 또는 고온대기로 남을 수 있다. 그러나 소외

전원이 적기에 복구되지 못 한다면, 발전소는 저온정지로 가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조 전원 또는 대

체교류전원은 필요시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용량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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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이용불가능한 비상디젤발전기 또는 소외전원의 백업으로 대체(보조) 교류전

원이 필요함을 고려한다. 검토자는 소외전원상실 사고시 이용불가능한 비상디젤발전

기를 대신하고, 어떤 부하차단 없이 발전소를 저온정지로 이끄는 모든 소외전원상실 

부하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전원을 제공함으로써 소내정전사고에 대

처하는 대체교류전원(AAC)2)을 설치한(추가적 디젤발전기, 가스터빈, 수력 혹은 다른 

전원) 허가를 받은자에게 허용정지시간 확장을 이전에 주었다. 

소내 및 소외전원에 대한 확장된 허용정지시간의 승인을 용이하게 위해, 어떤 허가를 

받은자는 구체적 확률론적 위험도평가 위험도 기반 평가를 제공하였고, 정비동안 한 

계열이 가압되지 못 하는 것에 관해 요구되는 안전정지 부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

는 상용등급 디젤발전기를 설치하였다. 어떤 다수 호기 부지의 허가를 받은자는 소내

정전사고 요건(AAC 전원 검증에 대한 참고문헌 참조)을 만족하기 위해 대체교류전원

으로서 기존의 비상디젤발전기로 검증하였다. 허용정지시간 확장을 위해 인근 호기에

서(동일 계열 내에서 상호연결이 제공된) 보조 교류전원으로서 검증하기 위한 기존의 

안전등급 비상디젤발전기에 대해, 비상디젤발전기는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면서(부하

차단 없이) 발전소 소외전원상실 사고를 충족하기 위한 안전정지 부하를 초과하는 용

량을 갖추어야 하며, 부하차단 없이 발전소 저온정지로 가기 위해 다른 호기에 전원

공급함에 있어 여유 용량을 가져야 한다.

영구적 또는 일시적 전원은 디젤발전기도 될 수 있고, 가스터빈 혹은 인근 수력발전

소의 전원도 될 수 있다. 이 전원은 보조전원으로서 신뢰를 가져야 하며, 소외전원상

실 사고시 확장된 허용정지시간의 주기 동안 이용불가능한 비상디젤발전기를 대처할 

수 있고, 제안된 허용정지시간에 대해 위험도 정보 및 결정론적 평가를 지원하는 것

을 제공한다. 그리고 전원은 발전소를 저온정지를 이끌기 위한 모든 소외전원상실 부

하에 충분한 전원공급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소내정전사고에 대비하여 단일 대체교류전원을 설치한 다수호기 부지는 대체교류전원

이 확장된 허용정지시간에서 비상디젤발전기의 대처로서 발전소 저온정지로 이끌기 

2) 대체교류전원은 필요시 발전소를 저온정지로 이끌기 위해 소외전원상실 부하의 한 계열에 전원을 공

급하는 비상디젤발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비안전 디젤발전기 또는 가스터빈과 같이 보조 교류전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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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모든 소외전원상실 부하를 감당하거나 어떤 부하차단 없이 소내정전사고 발전소

에 대한 모든 소내정전사고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지 않는다면 

허용정지시간 확장을 요구할 때 이용불가능한 디젤발전기를 대체할 수 없다. 규제의 

정당성은 확장된 허용정지시간 동안 소외전원상실 사고가 발생한다면, 소내정전사고

에 대비한 단일 대체교류전원은 소내정전사고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확장된 허용정지

시간 없이 그 발전소를 전담해야 한다. 따라서 확장된 허용정지시간에서의 그 발전소

에 대해, 허가를 받은자는 발전소 안전정지에 관한 심층방호의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

기 위해 확장된 허용정지시간에서 비상디젤발전기를 대처하는 전원으로서 영구적 또

는 일시적 전원을 제공해야 한다. 검토자는 인근 호기에서 하나의 비상디젤발전기가 

이용불가능하고 한 호기에서의 소내정전사고에 대한 단일 대체교류전원 의존성이 발

전소 설계 및 운전의 심층방호 관점에서 줄어들며, 그에 따라 계획되었던 확장된 허

용정지시간에 기인한 안전여유가 감소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비등형 원자로에 대해, 계열III 디젤발전기(고압 노심살수 펌프(HPCS) 디젤발전기)는 

보조 교류전원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고압 노심살수 펌프 디젤발전기가 안전정지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계열I 혹은 계열II 교류모선에 상호연결할 수 있도록 상호연

결 능력의 존재를 제공하여 고압 노심살수 펌프 디젤발전기는 보조 교류전원으로 고

려될 수 있음을 검토자는 결정해 왔다. 고압 노심살수 펌프 디젤발전기에 대한 모든 

보조계통이 확장된 허용정지시간 동안 이용가능함이 확인되어야 한다. 고압 노심살수 

펌프 디젤발전기는 어떤 부하차단 없이 발전소를 저온정지로 이끌기 위한 소외전원상

실 부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대체교류전원 또는 상기 논의된 보조 전원 이용에 대해, 상호연결 수행을 포함한 대

체교류전원 또는 보조 전원을 이용가능 하도록 하는 시간은 축전지 충전기 및 원자로

냉각재계통 재고 제어의 복구가 가능하도록 약 1시간이 되어야 한다.

대체교류전원 또는 보조 전원의 가용성이 보조계통이 운전가능하고 5분 동안 정격전

압 및 주파수로 운전됨으로써 확장된 허용정지시간으로 진입하기 전 30일 이내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전원 가용이 한 시간 동안 공급되기 위해, 발전소는 대체교류전원의 

독립된 한 시간 동안 모든 교류전원상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발

전소는 기기 규격과 보호체계에 대해 형식을 갖춘 공학적 계산을 가져야 하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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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에 대체교류전원 또는 보조 전원 연결에 대한 승인된 절차를 가져야 한다.

비상디젤발전기 혹은 소외전원 허용정지시간은 정비활동 수행을 위해 14일로 제한되

어야 한다. 이 시간은 산업계의 운전경험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비상디젤발전기의 

계획예방정비 혹은 소외전원의 주요 정비에 대해 충분한 시간으로 최대 216시간(13.5

일, 2 교대(shift) 구성, 각 교대업무 8시간)이 고려된다. 허가를 받은자는 요청된 허용

정지시간(실제 시간과 발전소 고유의 과거 운전경험에 근거한 여유를 더함)의 지속시

간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해야 한다. 검토자는 14일 이상의 비상디젤발전기 혹은 소외

전원 허용정지시간 허가 개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운영기술지침서는 보조 교류전원이 확장된 허용정지시간에 진입하기 전 이용가능함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조치사항과 완료시간을 반드시 포함한다. 대체교류전원 또는 보조 

전원의 가용성이 매 8-12시간(교대별 한번)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확장된 허용정지시

간 동안 어느 시점에서 대체교류전원 또는 보조 전원이 이용불가능할 경우, 발전소는 

운전제약조건으로 진입해야 하며 24시간 이내 기동을 멈추어야 한다. 이 24시간은 주

어진 확장된 비상디젤발전기 허용정지시간 내에 단 한번만 허용된다. 추가적으로, 검

토자는 허가를 받은자가 다음의 규제적 이행의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 확장된 허용정지시간은 비상디젤발전기 정비활동 혹은 소외 변압기 및 모선에 

대한 주요 정비 수행을 위해 하나의 디젤발전기에 관해 24개월 주기(혹은 핵연

료 교체주기) 내에서 단지 한번만 사용될 것이다.

   나. 심각한 날씨 상태가 예상될 때는 사전 계획된 정비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다.

   다. 확장된 허용정지시간 동안 심각한 전력망의 외란(선로의 단일 상정사고 혹은 

발전기 정전을 견딜 수 없는 전력망의 과부하)이 없음을 확신하기 위해 계통 

부하 운행담당자를 하루에 한번 접촉한다.

   라. 발전소 과도상태(발전소 트립) 혹은 소외전원상실 사고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소외전력계통 상황에서 안전계통 및 중요한 비안전기기의 부품시험 

혹은 정비를 피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어떠한 독단적인 스위치야드 정비를 수

행하지 않을 것이다.

   마. 잔류 전원에 의존하는 운영기술지침서 요구계통, 보조계통, 계열, 부품, 장치 

등이 운전가능함을 확인할 것이며, 이들 계통, 보조계통, 계열, 부품, 장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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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차후의 시험 혹은 정비활동을 하지 못 하도록 긍정적인 방법이 제공될 

것이다.

   바. 가압 경수로 발전소의 증기 구동 비상급수 펌프 및 비등형 원자로 발전소의 

노심격리 냉각, 고압 냉각재 주입계통은 보호되는 기기로서 제어될 것이다.

요약하면, 최근 전력망 정전에서의 운전경험 관점에서 추가전원의 가용성이 확장된 

비상디젤발전기 또는 소외전원 허용정전시간의 승인조건이 되는 것이 검토자의 입장

이다. 그러므로 확장된 허용정지시간에 따라 최대 14일까지 하나의 비상디젤발전기 

또는 소외전원이 이용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에 의해 허용된 현

재 확장된 허용정지시간이 위험도 기반 평가에 의해 또한 지원될 때, 보조 전원은 반

드시 이용가능해야 한다. 위험도 기반 평가 없이 비상디젤발전기 또는 소외전원의 확

장된 허용정지시간 요청에 의한 허가 개정은 단지 결정론적 기준에 근거하여 요청된 

허용정지시간 대해 적절한 정당성을 포함해야 한다. 소내 또는 소외 허용정지시간의 

확장을 요청한 허가를 받은자는 영구적으로 설치하거나 일시적인 근거에 관해 이용가

능 하든, 확장된 허용정지시간의 주기동안 소외전원상실 부하 모선에 소내 또는 소외

전원이 이용불가능한 상황에서 보조 교류전원이 전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확장된 허용정지시간이 사전 계획된 정비활동에 대해 허용되더라도, 제한된 

근거에 관한 시정 정비가 이용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자가 위험도 기반 기준, 정비

규정 가용성/신뢰성/요건, 그리고 가용성/신뢰성에 대한 원자로 감시과정 성능지시 기

준 등을 만족하도록 제공될 수 있다. 

보조 전원의 설치가 허용정지시간의 기간에 대해 잠정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영

구적인 전원은 안전정지에 요구되는 필요한 기기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다수의 독

립된 교류전원을 유지해야 하며, 소외전원상실 사고에 기인한 노심손상빈도의 위험을 

또한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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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1.1절 신핵연료 저장

 검토주관 : 원자로심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발전소는 신핵연료 저장을 위한 저장시설을 가지고 있다. 저장되는 신핵연료

의 양은 발전소의 고유한 설계 및 각각의 재장전 요구에 따라 발전소마다 다르다. 검

토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6조, 제33조에 따라 모든 

가능한 저장조건에서 저장시설이 신핵연료를 미임계 배치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지 확

인한다. 검토자는 핵연료집합체 저장대와 저장실을 포함한 신핵연료 저장시설 설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검토한다.

  1. 저장되는 신핵연료의 양

  2. 모든 저장조건에서 미임계 배열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저장대의 설계 및 배치

  3. 미임계의 정도, 이를 뒷받침하는 분석 및 관련된 가정사항

  4. 신핵연료 저장대와 저장실에 대한 외력이나 하중의 영향

     (예: 안전정지지진, 기중기 인양력)

  5. 다수호기 발전소에서의 시설 공유효과와 신핵연료 저장시설에 인접한 발전소의 

다른 기기의 고장으로 인한 영향

6. 만약 설계가 이전에 허용되었던 설계와 많이 다른 경우 핵연료가 장전된 저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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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효증배계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신핵연료 저장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

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3.1, 3.3.2, 3.4.1, 3.4.2, 3.5.1, 3.5.3, 3.7.

1～3.7.4, 3.8.1~3.8.5절의 검토주관책임부서로서 신핵연료 저장시설 및 보조시설을 

격납하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이 안전정지지진, 가능최대홍수(Probable Maximum 

Flood: PMF), 토네이도, 토네이도에 의한 비산물 등의 자연현상을 견딜 수 있는지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설계해석, 절차, 기준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2.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기기나 구조물이 관련 기준과 표준에 따라 설계되었는

지 안전심사지침 3.9.1～3.9.3절의 검토주관책임부서로서 검토하고 안전심사지침 

3.2.1 및 3.2.2절의 검토주관책임부서로서 계통 기기의 내진 및 품질등급 분류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또한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의 다음 절을 검

토한다.

    - 내부적으로 발생한 비산물에 대한 보호는 안전심사지침 3.5.1절에 따라 검토한다.

    - 외부 비산물에 대해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대한 검토는 안전

심사지침 3.5.2절에 따라 수행한다.

    - 중, 고에너지 배관파손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수행한다.

    - 기기검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따라 검토한다.

   

  3.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2.3～12.4절의 검토주관책임부서로서 방사

선 감시계통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4.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요청이 있을시 건설자재가 운전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5.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6장의 검토주관책임부서로서 신청된 기

술지침서의 검토 및 업무를 관장한다. 또한 화재방호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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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9.5.1절에 따라 검토한다.

  6.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과 관련되어 신청된 별도의 품질보증

계획서의 검토주관책임부서로서 품질보증계획을 검토하고 업무를 관장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신핵연료 저장시설의 설계가 적합한지는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기술기준, 독립적인 계산, 시설의 기능과 기기

의 선택에 대한 판단 등에 근거한다. 신핵연료 저장시설의 설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르

면 적절하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시설

과 시설의 구성요소를 수용하는 구조물이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 안전에 중요한 공유

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

다. 이 요건은 다수호기 발전소에서 공유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한 시설

에서의 사고가 나머지 시설의 신핵연료를 미임계 배열상태로 유지하는 능력에 손

상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었는지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 신핵연

료 저장 및 취급과 관련하여 임계도달 및 방사능 물질의 누설이 방지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기하학적으로 안전한 물리적 계통이나 공정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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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도달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신핵연료 저장시설은 모든 가능한 저

장조건에서 신핵연료를 미임계 배열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는 신핵연료 저장

시설의 설계가 지진이나 다른 자연현상 기간 중 임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간격이 

적절하여야 하고 잠재적인 감속재로 넘치는 것이 방지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

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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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

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

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에 대한 

적합성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의 규제입장 C.1.1의 만족여부에 근거

하며, 이는 시설구성요소의 내진등급 분류와 관련되어 있다. 이 허용기준을 만족하

기 위해서는 안전에 중요한 발전소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지진, 토네이도, 태

풍, 홍수, 해일, 정진(seiche) 등의 자연현상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안전기능 

수행능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를 만족하

는데 필요한 특별한 기준은 ANSI/ANS 57.1의 경수로 핵연료 취급계통 설계요건과 

ANSI/ANS 57.3의 경수로 신핵연료 저장시설의 설계기준인데, 이는 임계도달 방지 

및 방사능방호 설계와 관련되어 있다. 

III. 검토절차

   아래에 언급된 절차는 건설허가 검토시 신청자의 설계기준, 설계근거, 예비설계 등

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운영허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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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 대한 검토절차와 허용기준은 초기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가 최종설계단계에서 적

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입증하는데 사용된다. 주어진 검토절차는 전형적인 저장계통에 

대한 것이다. 특이한 설계가 신청된 경우에도 해당시설의 설계가 안전심사지침 세부항

목 II를 따라야 한다. 검토자는 특별한 경우에 따라 적절한 안전심사지침의 내용을 선

택, 중시할 수 있다.

   설계가 이전에 승인되었던 것에 비하여 크게 상이한 경우 검토자는 검토연계부서

에 안전심사지침 본 절의 세부항목 I에 언급된 검토항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며, 검

토자는 검토결과를 종합하여야 한다.

  1. 저장되는 신핵연료의 양은 저장실의 설계용량과 저장대 수의 근거가 된다. 안전

성분석보고서에 설계에서 제시된 저장용량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

한다. 최근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제시된 저장공간이 재장전 주기동안 사용된 

신핵연료 집합체 수와 양립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발전소의 각 

호기마다 약 1/3 노심의 저장용량이 마련되어 있다(예: 한 개 호기 발전소는 1/3 

노심, 두 개 호기 발전소는 2/3 노심).

  2. 신핵연료 저장시설의 임계도 안전성과 관련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내용

은 원자로심분야 담당부서에서 검토된다. 저장고와 저장대의 설계기준, 안전성평

가, 계통설명, 도면 등은 다음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검토된다.

    가. 관련 가정 및 입력 변수들을 포함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임계도 정보는 저장

대 내의 핵연료집합체 간격이, 저장조에 핵연료집합체가 전부 장전되고 잠재

적인(고압분무와 같은) 감속재로 침수될 경우에도, 핵연료집합체 배열을 유효

증배계수가 0.95 보다 낮은 미임계상태로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더욱

이 신핵연료 저장대의 설계는 예상되는 최대반응도를 가진 연료에 대하여 최

적감속효과를 가정하여 유효증배계수가 0.9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중성자 

흡수물질에 의한 이점은 고려될 수 있다.

    나. 핵연료집합체는 설계된 장소 이외의 저장대 어느 곳에도 삽입되지 않게 설계

되어야 하고, 유체상태의 감속재 축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장실의 배수방안

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다. 신핵연료 저장시설 가까이에 위치한 비안전성 관련 계통이나 내진범주 I로 설

계되지 않은 구조물의 고장은 그 고장으로 말미암아 유효증배계수가 최대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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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이상으로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설명부분, 일반적인 배치 및 설계도면, 계통이나 구조물의 

내진설계 등급분류표 등은 이러한 조건이 만족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검

토, 평가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상기조건을 설계기준으로 명시하면 건설

허가 검토단계에는 적합하다.

    라. 설계계산은 저장대와 고정장치가 유효증배계수의 증가없이 인양장치의 최대 

인양력을 견딜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인양장치가 설계상 과도한 힘을 줄 수 

없도록 되어있다는 것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언급되고, 그 타당성이 제시된 

경우는 적합하다. 이러한 기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심사지침 9.1.4절의 

검토절차가 사용된다.

    마. 저장조와 저장대는 무거운 낙하물체에 의한 손상을 배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바. 다수호기 발전소에서 저장시설의 공유로 인해서 신핵연료 저장배열의 유효증

배계수 증가 가능성이 가중되어서는 안된다.

  3. 검토자는 임계해석과 관련하여 다음을 검토한다. 

    가. 적절한 핵연료 설계자료가 임계도해석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저장대에 저

장되는 모든 핵연료 종류의 설계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설계자료는 핵연료

의 재료, 치수 정보, 최대 우라늄 농도 등을 포함한다. 설계자료는 완결성을 

지녀야 하며, 임계도해석이 취급하거나 저장되는 모든 핵연료 종류를 보수적

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 적절한 저장랙 자료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저장랙 자료는 재료, 치수정보, 

저장랙 사이의 간격, 중성자 반사체가 역할을 하게 되는 바닥이나 벽과의 거

리 등을 포함한다. 

    다. 검토자는 해석방법론 및 관련 자료들이 허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다. 임계해석

에 사용한 해석방법론, 전산 코드 및 핵자료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라. 해석방법론 및 전산 코드의 검증이 적절한 지 확인한다. 검증을 위한 벤치마

크가 임계해석이 수행되는 정상조건 및 사고조건과 유사한 벤치마크 임계실험

이었는지 확인하며, 바이어스와 바이어스 불확실도가 적절히 결정되었는지 확

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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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검토자는 보고서에 기술된 정상 조건의 범위가 포괄적임을 확인한다.

    바. 검토자는 정상조건이 정확하게 모델링되었으며 모든 모델링 근사와 가정이 적

절한지 확인하다. 

    사. 검토자는 보고서에 기술된 비정상 조건의 범위가 포괄적임을 확인한다.

    아. 검토자는 비정상조건이 정확하게 모델링되었으며 모든 모델링 근사와 가정이 

적절한지 확인하다. 

    자. 모든 정상조건 및 비정상조건 하의 미임계 유지에 대해서 신청자의 결론을 확

인한다. 

  4. 검토자는 지진, 토네이도, 태풍, 홍수 등의 자연현상이 있을 때 시설의 안전기능

이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고

려한다.

    가. 시설의 설계근거와 설계기준 및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기분류표 등은 저장실 

및 저장대를 포함한 신핵연료 저장시설이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로 분류되고,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나. 신핵연료 저장대 및 저장실의 중요 부분이 홍수, 태풍, 폭풍, 내부 또는 외부

로부터의 비산물 등으로부터 보호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홍수 및 

비산물로 부터의 보호기준은 안전심사지침 3장 각 절에서 논의된다.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의 절차를 적절히 이용하여 제시된 분석의 타당함을 

확인한다. 저장시설이 내부나 외부의 비산물이나 홍수를 견딜 수 있는 내진범

주 I급 구조물 내부에 위치한다는 자연효과에 대한 언급은 건설허가단계 약정

사항으로 적합하다.  본 안전심사지침 I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진설계에 대

한 검토는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에서 수행하고, 내진 및 품질등급분류에 대

한 검토는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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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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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핵연료 저장설비는 핵연료집합체 저장대와 저장대 및 보조기기를 수용하는 콘크

리트 저장실을 가지고 있다. 신핵연료 저장시설을 미임계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방안의 검토와 관련하여 신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하여 신청자가 제시한 설계기준, 설계

근거 및 안전성 분류 등에 근거한다.

   검토자는 신핵연료 저장시설 및 보조시설의 설계는 적절하며 자연현상, 비산물,  

환경조건, 구조물과 계통 및 시설의 공유효과에 대한 보호수단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6조, 제33조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결론짓는다. 

이 결론은 다음에 근거한다.

  1. 지진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자연현상요건은 RG 

1.29의 규제입장 C.1.1을 따라서 만족된다.

  2. 신핵연료 저장시설 중 각 호기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은 사고시에도 공유로 인하

여 공유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등의 안전기능 수행능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을 만족한

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의 핵연료저장 및 취급과 방사선 

관리사항, 임계도관련 사항은 신핵연료 저장시설이 임계도달 및 방사능 누출방지

와 관련된 ANSI/ANS 57.1, ANSI/ANS 57.3을 따르는 것에 근거하여 만족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4. Regulatory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5. ANSI/ANS 57.1-1992, "Design Requirements for Light Water Reactor Fuel 

Handling Systems," reaffirmed 2005.

  6. ANSI/ANS 57.3-1983, “Design Requirements for New Fuel Storage Facilities at 

Light Water Reactor Plants,“ withdrawn 1993 (reaffirmation in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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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1.2절 사용후핵연료 저장

 검토주관 : 원자로심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발전소는 사용후핵연료집합체의 습식저장시설을 가지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및 저장대의 안전기능은 모든 가능한 저장조건에서 핵연료집합체를 안전한 미

임계 배치상태로 유지하고 핵연료집합체를 이송용기로 장전하는 안전한 수단을 제공

하는 것이다. 

   검토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대, 저장대를 수용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사용후핵

연료 저장조 라이너 플레이트 및 관련 기기 저장실 등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33조의 요건을 따르는 가를 확인하기 위

하여 검토한다.

  1. 시설 및 기기 등은 다음 사항에 따라 검토된다.

     가. 저장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양

     나. 모든 조건에서 미임계 배열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저장대의 설계 및 배치

     다. 분석 및 관련된 가정사항과 함께 제시된 미임계의 정도

     라. 사용후핵연료 저장대, 저장수조, 라이너 플레이트 등에 대한 외부하중이나 힘

의 효과(예: 안전정지지진, 기중기 인양력, 비산물, 낙하물 등)

     마. 설계코드, 재질의 양립성, 차폐요건

     바. 분류된 지진등급에 적합한 적용코드와 기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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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

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원자로심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4.3절의 검토주관책임부서로서 임계도 제

한이 적절하며 ANS 57.2의  5.1.1.2.1 및 5.1.1.2.2절을 따르는지 검토한다.

  2.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3.1, 3.3.2, 3.4.1, 3.4.2, 3.5.1, 3.5.3, 3.7.

1～3.7.4, 3.8.1~3.8.5절의 검토주관책임부서로서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이 안전정지

지진, 가능최고홍수 등의 자연현상과, 비산물에 견딜 수 있는지 입증하는데 사용

되는 설계해석, 절차, 기준 등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9.1～3.9.3절의 검토주관책임부서로서 기

기나 구조물이 적합한 법령이나 기준에 따라 설계되었는지 검토한다. 사용후핵연

료 이송용기가 저장조로 낙하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방안은 안전심사지침 9.1.5

절의 핵연료 이송용기 장전영역의 검토시 평가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의 검토주관책임부서로서 계통기기들의 내진 및 품질등급 분류의 적합성을 

검토하며, 안전심사지침 3.10절에 따라 내진범주 I급 계기를 검토한다.

  4.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6장의 검토주관책임부서로서 신청된 운영

기술지침서의 검토를 협조, 수행하며, 핵연료 저장조 수위제어계통, 정화 및 냉각계

통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1.3절의 사용후핵연료 냉각계통과 함께 검토된다.

  5.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상응하는 별도의 품질보증계획서

의 검토주관책임부서로서 품질보증계획의 검토를 협조, 수행한다.

  6.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저장조의 물에 의해 젖어있는 재질의 화학적 안정성 및 

양립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1) 저장대의 설계에 이용된 강한 고정중성자 흡

수물질의 분산을 변화시키거나 (2) 핵연료집합체를 저장하는 구조물의 물리적인 

뒤틀림을 유발하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가동중 검사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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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기기들에 적합한지 안전심사지침 6.6절에 따라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계적합성은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독립적인 계산, 계통의 기능 및 부품의 선택에 대

한 검토자의 판단에 근거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계는 종합적인 설계가 다음 

기준을 따르면 적합하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

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출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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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 이 요건은 다수호

기 발전소에서 공유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한 시설에서의 사고가 나머지 

시설이 사용후핵연료를 미임계 배열상태로 유지하는 능력에 크게 손상을 주지 않

도록 설계되었는지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 이

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취급과 관련하여 임계 및 방사능 물질의 누설이 방

지된다는 것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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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 핵연료저장 및 취급계통은 기

하학적으로 안전한 형태를 적용한 물리적 계통이나 공정을 사용하여 임계를 방

지하여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기능은 모든 가능한 저장조건에서 사

용후핵연료를 적절히 냉각할 수 있는 미임계 배열상태로 유지하고, 핵연료로부

터 상당한 량의 방사능물질이 누출되는 사고시에도 소외피폭을 제한하는 것이

다. 이것은 지진이나 홍수 중에도 임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간격이 적절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계에 잠재적인 감속재의 존

재를 가정하는 것을 요구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형태는 설계위치 이외의 어

떤 곳에도 핵연료집합체의 삽입이 방지되도록 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

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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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

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

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

건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발전소 현장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자연현상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서 사용후핵연료가 미임계 배

열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과되었다. 이 기준의 만족여부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13의 규제입장 C.2, RG 1.29, RG 1.117과 

ANSI/ANS 57.2의 5.1.1, 5.1.3, 5.1.12, 5.3.2,  5.3.4 등의 적용부분의 만족여부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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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수용하는 구조물 및 시설 자체가 환경조건의 영향, 외

부 비산물, 내부 비산물, 배관 휩(whip), 배관파손과 관련된 젯트충격력 등을 견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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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서 안전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 기준의 만족여부는 

RG 1.13의 규제입장 C.1, C.4와 ANSI/ANS 57.2의 해당부분의 만족여부에 근거한

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적합

성은 RG 1.13 의 규제입장 C1, C4 및 ANS 57.2의 의 준수에 근거한다.

III. 검토절차

   아래에 언급된 절차는 건설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시 설계기준, 설계근거, 예비설계

등이 앞의 Ⅱ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판단하는데 사용된다. 운영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검토절차와 허용기준이 최초 설계기준 및 근거가 최종설계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입증하는데 사용된다. 운영허가 검토는 신청자가 제출한 운영기술지침서

의 내용 및 의도가 검토자의 검토결과로서 도출된 계통의 시험, 최저성능, 주기점검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입증하는 것을 포함한다.

   검토주관부서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협조검토부서는 본 안전심사지침 I절에서 명시

한 분야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다. 주검토자는 이 검토절차가 완전하다는 것을 보장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이러한 자료를 받아서 이용한다.

   아래의 검토절차는 전형적인 저장계통에 대한 것이다. 특이한 설계내용이 신청되더

라도 시설의 설계가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허용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검토자는 특

별한 경우에 대하여 본 안전심사지침의 적절한 내용을 선택, 중요시할 수 있다.

  1. 설계에 제시된 저장용량에 대한 설계근거 및 계통설명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

시되어 있는가를 검토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최소저장용량은 전출력으로 5

년동안 운전했을 경우 방출되는 양과 전노심에 해당하는 양을 합친 것보다 같거

나 커야 한다. 소외저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산업계는 고밀도 저장대를 사용

하려는 경향이 있다. 검토자는 고밀도 저장대에 대한 검토를 사례별로 검토한다. 

저밀도저장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배수되는 경우에도 지르칼로이 피복재의 급

격한 산화에 대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최소한 가장 최근에 방출된 핵연료에 

대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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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와 저장대의 시설설계기준, 안

전성평가, 계통설명, 설계도면 등 자료는 다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임계도 자료(관련 가정 및 입력변수 포함)는 핵연료집합

체의 중심간거리 및 저장대에 고정된 강한 중성자흡수체가, 저장대가 완전히 

장전되고 붕산이 없는 물로 잠긴 경우에도, 배열을 미임계상태로 유지하기에 

충분함을 보여야 한다. 이 조건에서 유효증배계수가 0.95보다 크지 않으면 적

합하다.

     나. 저장대는 설계된 저장위치 이외의 어떤 위치에도 핵연료집합체를 삽입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가까이에 위치한 내진범주 I급으로 설계되지 않은 비

안전성 관련계통이나 구조물은 그의 파괴로 인하여 유효증배계수가 최대허용

값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안전성분

석보고서의 설명부분, 일반적인 배치 및 설계도면, 구조물과 계통에 대한 내

진등급 분류표 등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장하기 위하여 검토되고 평가된

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상기조건을 설계기준으로 확립한다는 기술은 건설허

가 검토단계에서 적합하다.

     라. 설계계산은 저장대와 고정장치가 유효증배계수의 증가나 저장수의 감소를 초

래함이 없이 핵연료 취급장비의 최대 인양력을 견딜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타당성이 제시되면 핵연료 취급장비가 설계상 과도한 힘을 줄 수 없다는 것

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는 것으로 적합하다. 안전심사지침 9.1.4절과  

9.1.5절에 제시된 검토절차가 이용된다.

     마. 일반적으로 발전소의 기술지침서는 저장된 사용후핵연료 위에서 취급되는 모

든 하중의 중량은 핵연료집합체 1개와 관련 취급공구의 무게를 초과하지 않

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무게와 저장대 위로부터의 정상적인 이동높이는 

낙하사고시 저장된 핵연료에 손상을 주는 위치에너지의 상한을 결정한다. 가

벼운 물체라도 높은 낙하거리에서는 보다 큰 위치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따

라서 다음과 같은 추가요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저장된 사용후핵연료의 상부

에서 취급되는 모든 가벼운 물체의 유효위치에너지는 한개의 핵연료집합체 

및 취급공구가 사용후핵연료 위로부터의 정상운전 높이에서 가지는 위치에너

지를 초과하지 않음을 신청자가 설명하는 것이 요구되고 검토자는 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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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바. 다수호기 발전소에서 저장시설을 공유함으로써 저장수 손실이나 주어진 미임

계도의 감소 가능성을 증가시키지 않아야 한다.

  3. 검토자는 임계해석과 관련하여 다음을 검토한다. 

    가. 적절한 핵연료 설계자료가 임계도해석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저장대에 저

장되는 모든 핵연료 종류의 설계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설계자료는 핵연료

의 재료, 치수 정보, 최대 우라늄 농도 등을 포함한다. 설계자료는 완결성을 

지녀야 하며, 임계도해석이 취급하거나 저장되는 모든 핵연료 종류를 보수적

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 적절한 저장랙 자료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저장랙 자료는 재료, 치수정보, 

저장랙 사이의 간격, 중성자 반사체가 역할을 하게 되는 바닥이나 벽과의 거

리 등을 포함한다. 

    다. 검토자는 해석방법론 및 관련 자료들이 허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다. 임계해석

에 사용한 해석방법론, 전산 코드 및 핵자료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라. 해석방법론 및 전산 코드의 검증이 적절한 지 확인한다. 검증을 위한 벤치마

크가 임계해석이 수행되는 정상조건 및 사고조건과 유사한 벤치마크 임계실험

이었는지 확인하며, 바이어스와 바이어스 불확실도가 적절히 결정되었는지 확

인한다. 

    마. 검토자는 보고서에 기술된 정상 조건의 범위가 포괄적임을 확인한다.

    바. 검토자는 정상조건이 정확하게 모델링되었으며 모든 모델링 근사와 가정이 적

절한지 확인하다. 

    사. 검토자는 보고서에 기술된 비정상 조건의 범위가 포괄적임을 확인한다.

    아. 검토자는 비정상조건이 정확하게 모델링되었으며 모든 모델링 근사와 가정이 

적절한지 확인하다. 

    자. 모든 정상조건 및 비정상조건 하의 미임계 유지에 대해서 신청자의 결론을 확

인한다. 

  34. 검토자는 지진, 토네이도, 태풍, 홍수 등 해로운 자연현상이 닥쳐도 저장시설의 

안전기능이 요구된 데로 유지됨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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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저장조, 저장조 라이너플레이트, 저장대 등을 포함한 저장시설이 내진범주 I 

요건에 따라 분류되고 설계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의 설계근거, 

기준, 기기의 분류표 등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저장시설이 내진범주 I로 설계

되고 건설될 것이라는 명시가 있으면 이를 승인한다(건설허가 검토단계).

     나. 만약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라이너 플레이트가 내진범주 I의 요건에 따라 설

계, 건설되지 아니한 경우 안전정지지진(SSE)의 결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라이너플레이트가 파손될 경우에도 다음 사항을 유발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한다.

         1) 핵연료의 기계적 손상으로 인한 상당한 양의 방사능 누출

         2) 핵연료가 노출되고 가열되어 방사능물질 누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

당한 양의 저장수의 손실

         3) 핵연료 저장대 위로 떨어진 라이너플레이트 일부 또는 전체에 의한 냉각

수 유로 막힘에 의한 핵연료 냉각능력 상실

         4) 저장조 누설에 의한 안전성 관련 기기의 손상

         5) 환경으로의 제어되지 않은 다량의 방사능 누출

     다. 홍수, 태풍, 토네이도, 내부비산물, 외부비산물 등으로부터의 보호대책을 확인

하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 저장계통의 필수적인 부분이 검토된다. 홍수 및 

비산물에 대한 보호기준은 안전심사지침 3장의 각 절에 포함되어 있다. 검토

자는 제시된 분석의 타당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심사지침 해당 절의 자료

를 적절히 사용한다. 검토자는 이러한 효과에 대하여 저장시설이 홍수나 비

산물로 부터 보호되는 내진범주 I의 구조물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기술이 

있으면 이를 허용한다. 

  5. 사용후핵연료집합체의 안전한 취급은 핵연료의 이송용기 장전지역을 포함하여 소

내의 각 부분으로의 사용후핵연료를 수중으로 이동하는 것을 필수로 한다. 안전

성분석보고서는 독립적인 사용후핵연료 이송용기 장전지역(수조)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가까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설계기준이나 시설설명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검토자는 장전조가 위해한 환경조건하에서도 

전체적인 안전기능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추가로 검토자는 설계

에 다음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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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핵연료 이송 연결통로는 핵연료 저장조와 이송용기 장전지역(loading area)으

로 부터 격리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항이 설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기술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으면 적절하다. 검토자는 제시된 방안이 기술된 의도

를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적 판단을 한다.

     나. 무거운 하중을 취급하는 것(예: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근처의 사용후핵연료 

이송용기)과 관련하여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9.1.5절에 따라 NUREG-0612의 

5절에 기술된 대안의 한가지가 만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NUREG-0612의 5.1.1과 5.1.6 절이 만족되지 못하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안전

성 평가, 설계계산결과, 일반배치 및 설계도면은 사용후핵연료 이송용기 장전

지역이 이송용기를 포함한 무거운 물체의 낙하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

었다는 것과, 이송용기 장전지역은 저장조의 일부가 아니어서 낙하물이 장전 

지역에 틈(breach)을 생기게 하여도 핵연료 저장수 수위가 부적합하게 낮아지

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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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 저장대, 저장대를 수용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및 관련기기 저장실을 포함한다. 신청자가 제안한 설계기준, 설계근거, 안전성 

등급분류, 미임계 배열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 등의 검토에 근거하여 검토

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및 보조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33조에 따라 타당하다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에 근거한다.

  1. 신청자는 RG 1.13의 규제입장 C.2와 RG 1.29, RG 1.117의 해당부분 및 ANSI/ANS 

57.2의 5.1.1, 5.1.3, 5.1.12, 5.3.2, 5.3.4절을 따름으로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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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자는 RG 1.13의 규제입장 C.2와 RG 1.115, 1.117의 해당부분 및 ANSI/ANS 

57.2의 해당부분을 따름으로서 환경 및 비산물에 대한 보호설계기준과 관련된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3. 신청자는 공유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어떠한 부분이 고장나더라도 발전소 

계통의 안전기능을 저해하지 않아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

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4. 신청자는 RG 1.13의 규제입장 C.1과 C.4 및 ANSI/ANS 57.2의 해당부분을 만족함

으로서 핵연료의 저장, 취급, 임계도, 방사능관리 등과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5. 신청자는 ANSI/ANS 57.2의 5.4절에 따라서 저장된 핵연료의 상태를 감시하는 것

과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

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5. ANSI/ANS 57.1-1992, "Design Requirements for Light Water Reactor Fuel 

Handling Systems,”reaffirmed 2005.

  6. ANSI/ANS 57.2-1983, “Design Requirements for Light Water Reactor Spent Fuel 

Storage Facilities at Nuclear Power Plants,”withdrawn 1993 (reaffirmation in 

progress).

  7. ANSI/ANS 57.3-1983, “Design Requirements for New Fuel Storage Facilities at 

Light Water Reactor Plants,”withdrawn 1993 (reaffirmation in progress).

  8. Regulatory Guide 1.13, "Spent Fuel Storage Facilities Design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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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Regulatory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10. Regulatory Guide 1.115, "Protection Against Low-Trajectory Turbine Missiles”.

 11. Regulatory Guide 1.117, "Tornado Design Classification.”

 12. NUREG-0612, "Control of Heavy Loads at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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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1.3절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사용후 핵연료 집합체의 습식저장을 위한 사용후 핵연료 저

장조를 가지고 있다. 저장된 핵연료 집합체로부터 붕괴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 방법

은 각 발전소의 설계에 따라 다르다. 이 계통에 의해 수행되는 안전기능은 모든 경우

에 동일하며, 이는 사용후 핵연료 집합체가 모든 저장조건에서 냉각되어야 하고 물에 

잠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계통에 의해서 수행되는 안전과 관련되지 않은 기능에

는 핵연료 저장조, 재장전 수로, 재장전수 저장 탱크 및 다른 기기 저장조의 수질정화 

수단, 재장전 수로 및 다른 저장조의 충수 및 배수 수단, 저장수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한 저장조의 표면 부유물 제거장치 등이 있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에 대한 검토분야는 저장조와 저장실의 입

구에서 출구까지, 내진범주 I의 수원 및 저장조 보충을 위한 배관, 정화계통의 필터와 

탈염기,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계통으로 방출하기 전까지의 재생공정을 포함한다. 

   고유의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운전 조건하에서 사용후 핵연료에 적절한 냉각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후 핵연

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의 설계에 적용되는 내진분류 및 품질기준은 다음 두

가지 근거 중 한가지 방법으로 검토된다.

가. 첫번째 근거는 본 계통에서 냉각기능을 가진 부분이 내진범주 I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 품질등급 C (RG 1.26)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나. 두번째 근거는 비내진범주 I, 품질등급 C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계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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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는데, 그 조건으로는 저장 수조 보충수 계통 및 그 수원, 저장조 건물과 

건물의 환기 및 여과계통이 내진범주 I, 품질등급 C 요건에 따라 설계되고 토

네이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의 냉각, 보충수 및 정화계통

이 모든 운전 및 사고 조건하에서 사용후 핵연료에 적절한 냉각을 제공하는지 검

토한다. 검토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정상, 비정상 및 사고시의 연속 냉각요건에 근거하여 냉각될 수 있는 연료의 양

나. 저장수위 유지를 위한 계통 능력

다. 대체 냉각방법 및 이와 관련된 운전소요 시간

라. 적절한 보충수 공급 설비

마. 단일 능동고장 혹은 비안전관련 기기나 계통의 고장으로 인한 기능상실을 배

제하기 위한 설비

바. 누설이나 고장 가능성이 있는 계통 기기의 탐지 및 격리 수단

사. 적절한 안전조치의 개시를 위한 계기장치

아. 균일한 수온을 유지하기 위한 능력

 3. 방사선분야 담당부서에서는 수조의 물로부터 부식 생성물, 방사성 물질 및 불순물

을 제거하기 위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정화계통의 능력과 용량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또한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에서는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검토자의 요

청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계통의 재질, 냉각유체의 적합성, 금속 부식 

열화 가능성 및 시공재료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홍수방호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4.1절에 따라 수행한다. 

 2. 내부 비산물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에 따라 수행한다.

 3. 외부 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

지침 3.5.2절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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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에너지 및 고에너지 배관파단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수행

한다.

 5. 화재방호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따라 수행한다. 

 6. 기계 및 전기기기 환경검증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따라 수행한다. 

 7. 방사능 농도에 대한 제한치가 초과되지 않음을 검증하기 위한 검토는 안전심사지

침 11.1절 및 11.2절에 따라 수행한다.

 8. 본 계통 및 보조계통을 수용하고 있는 내진범주 Ⅰ 구조물이 안전정지지진(SSE), 

가능최대홍수(PMF), 토네이도 비산물 등의 자연현상에 견딜수 있는지 평가하는데 

사용된 설계해석, 절차서, 허용기준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3.1절, 3.3.2

절, 3.5.3절, 3.7.1절에서 3.7.4절까지, 3.8.4절 및 3.8.5절에 따라 수행한다. 

 9. 기기, 배관, 구조물들의 적용가능한 코드 및 표준에 대한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

지침 3.9.1절에서 3.9.3절까지에 따라 수행한다.

 10. 계통기기에 대한 내진 및 품질그룹 분류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절 

및 3.2.2절에 따라 수행한다.

 11. 펌프 및 밸브에 대한 가동중시험계획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6절에 따

라 수행한다.

 12. 계통기기에 대한 가동중검사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6절에 따라 수행한

다.

 13. 운영기술지침서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절에 따라 수행한다. 

 14. 품질보증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따라 수행한다. 

 15. 범주 Ⅰ 계측기 및 전기기기의 내진검증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0절에 따라 수

행한다. 

 16. 안전에 중요한 본 계통의 계기 및 제어(설비)에 대한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1절 및 부록 7-1절에 따라 수행한다.   

 17. 본 계통의 적절한 운전을 위해 요구되는 소내교류 전원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

험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8.3.1절에 따라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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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 본 요건은 사용후 핵연료 저장

조 냉각 및 정화 계통을 수용하는 구조물 및 계통 자체가 지진, 토네이도, 태풍 

등의 자연 현상에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 허용기준의 만족

여부는 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RG 1.13의 규제방침 C.1, C.2, C.6, C.8과 RG 

1.29의 규제방침 C.1의 만족 여부에, 비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RG 1.29의 규

제방침 C.2 만족여부에 근거한다. 동 기준은 본 계통의 정화계통 부분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또한, 만약 핵연료 저장조 보충수계통과 그 수원 그리고 연료 저장

조 건물과 그 환기 및 여과계통이 이 설계기준을 만족시키고, 환기 및 배기 계통

이 RG 1.52의 지침을 따른다면 냉각계통에 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냉각 

및 보충수계통은 RG 1.26의 기준에 따라 품질등급 C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냉각계통이 내진범주 I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 기기의 가동중 

검사와 관련된 ASME Section XI의 요건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본 요건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정상 및 사고 조건시의 특유

한 영향과 결합된 예상되는 자연 현상의 영향에도 안전기능 수행능력을 상실하

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근거, 품

질등급 분류 및 내진등급 분류를 위하여 RG 1.13, 1.26 및 1.29를 인용하고 있

다. 이러한 관점은 정상 및 사고 조건시의 고유한 영향과 견합된 예상되는 자연

현상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필요한 설계기준을 기술하고 있다. 본 요건의 만족은 

동계통의 기기들이 예상되는 자연현상 영향에 견디도록 설계될 것이고, 계통의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을 보증하는 것이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 본 요건은 사용후 핵연료 저장

조 냉각 및 정화계통을 수용하는 구조물과 그 계통자체가 외부 비산물로 부터 

견딜 수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이 계통의 적합성은 RG 1.13의 규제방침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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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족여부에 근거한다. 본 요건은 정화계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만약 

보충수 계통 및 그 수원, 저장조 건물과 환기 및 여과계통이 토네이도에 대해 

보호되고 있고, 환기 및 여과 계통이 RG 1.52의 지침을 만족하면 본 기준은 저

장조의 냉각 계통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 요건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정상운전, 보수, 시험 및 가상

사고(냉각재상실사고와 배관 휩, 비산물 및 유체 방출에 의한 동적영향을 포함)

의 영향으로부터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비산물 

및 고하중으로부터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RG 1.13을 인용하고 있다. 본 요건의 만족은 동 계통의 기기들

이 예상되는 환경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될 것이고, 계통의 의도된 안전기

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을 보증하는 것이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 본 요건은 안전에 중요한 공유

계통과 기기들이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본 요건은 다수호기 발전소에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공유하

는 것이 안전기능 수행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유해

서는 안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동 계통의 기기들은 단일 고장시에도 

사용후 연료를 냉각하는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요건의 만족은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중 다른 발전

소와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단일 고장시에도 자신의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임을 보증하는 것이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2항 2호 : 본 요건은 다음 사항

들을 포함하여 핵연료 저장 및 방사능 물질 취급에 대한 계통설계와 관련되어 

있다.

가. 안전에 중요한 기기의 주기적 시험 능력

나. 격납 설비

다. 붕괴열 제거 설비

라. 사고시의 핵연료 저장조 냉각수 감소 방지 능력

마. 핵연료 저장수로부터 부식생성물, 방사성물질 및 불순물을 제거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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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용량과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는 방안

   본 요건은 핵연료 저장계통이 정상운전 및 사고 조건시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설계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동 계통은 다음의 설계사항을 고려하

여야 한다.  

   가. 안전에 중요한 기기들의 주기적인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검사 및 시험을 위하여 냉각계통의 필수부분은 품질등급 C 요건에 따라 설

계된다.  

   나. 방사선방호를 위한 적절한 차폐 :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기 위하

여 핵연료 저장수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저장된 핵연료의 차폐를 위하여 

충분한 수위를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다. 고유한 격납, 제한 및 여과 능력 : 격납을 위하여 누설을 수집하고 격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라. 붕괴열 및 잔열제거 : 냉각계통의 필수부분은 내진범주 Ⅰ 요건에 따라 설

계되고, 단일능동 고장시 충분한 냉각능력 확보 및 핵연료 재장전을 포함한 

정상운전 동안 수조가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강제순환냉각 능력이 제

공되도록 설계한다.   

마. 사고시의 핵연료 저장조 냉각재 용량 감소 방지 능력 : 충분한 보충수 공급 

능력이 확보되고, 냉각재가 특정 수위 아래로 배수되거나 사이폰되지 않도

록 설계한다.   

본 요건의 만족은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의 기기가 검사, 시

험 및 차폐될 것임을 보증하는 것이고, 격납, 제한 및 잔연제거 능력이 제공됨

으로 본 계통이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

증하는 것이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2항 3호 : 본 요건은 붕괴열 제

거능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조건의 탐지, 과도한 방사능 준위의 검출과 적절

한 안전조치의 기동등을 위한 감시계통과 관련이 있다.

   본 요건은 사용후 핵연료 저장 지역에서 잔열제거능력 상실 혹은 과도한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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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준위를 초래할 지도 모르는 조건을 탐지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계통을 있다. 또한 동 계통은 감시 및 탐지를 위한 설비들이 포함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요건의 만족은 감시 및 탐지가 가능하도록 사용후 핵연료 저

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에 설비되어 있고, 이것은 동 계통이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것이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 : 본 요건은 ALARA에 따른 방사

선량과 관련되어 있다. RG 8.8의 규제방침 C.2.f(2)와 C.2.f(3)의 충족여부가 적합

성의 근거로 사용된다.

  본 요건은 작업선량 및 공공 피폭선량이 가능하면 낮게 되도록(ALARA)하기 위

하여 적절한 방사선 방호원칙에 따르는 절차서와 공학적 통제를 사용하도록 요

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은 ALARA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며, RG 8.8의 방침은 오염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법

을 제공한다. 본 요건의 만족은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기기에 

대한 방사선 피폭선량은 ALALRA 기준을 만족함을 보증하는 것이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상기 규제요건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

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

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

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다.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특별한 설계를 포함하여 허용기준과 차이가 나는 경

우에는 대체방법이 안전심사지침 Ⅱ항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한 신청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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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를 검토한다. 검토주관부서인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협조 검

토부서는 본 안전심사지침의 Ⅰ항에 기술된 검토분야를 검토한다. 기계재료분야 및 방

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에서는 본 안전심사지침에서 언급한 검토 분야에 대해 검토

결과를 제공한다. 검토주관부서인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에서는 본 검토절차가 완결되

었음을 입증하는데 이 자료를 접수하여 사용한다.

   검토에 있어서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 계통과 그 보충수 계통은 정상

운전, 재장전, 비정상 저장조건 및 사고조건 등의 모든 조건에서 필수적인 안전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된다.

 1.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의 재장전 및 정상운전시의 안전기능은 설

계근거 및 기준, 안전성평가부분을 포함하여 안전성 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확인된다. 또한 계통의 기능 수행요건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은 정상운전시 계통의 최소 열전달 및 요구 유량, 기기의 운전저하(예를 들면 

펌프누설)와 품질저하가 과도하게 될 경우 이를 감지하고 조치를 취하는데 따라야 

할 절차 등이 적절히 기술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고장형태 및 영향분

석을 통하여 본 계통이 어떠한 능동기기의 고장에도 견딜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이전에 승인되었던 계통에 근거하거나 독자적 계산을 근거로 하여 계통의 최소요

건(냉각부하 및 유량)이 이러한 고장조건에서도 만족되는지를 평가한다. 계통의 배

관, 계기 도면, 평면도 및 부품설명 등을 다음 관점에서 검토한다.

가. 계통의 필수부분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비필수부분과 격리 가능하다. 배관 

및 계기도면은 각 부분의 물리적 구분이 확실한지, 요구되는 등급 전환을 명확

히 나타내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계통도에 격리수단이 표시되어 있는지, 계통 

설명부분은 격리 밸브의 최소 성능 요건을 표시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전형적

인 계통에 대해서는 적합한 격리밸브가 필수부분과 비필수부분을 격리할 수 있

도록 도면과 설명에 표시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나. 계통 냉각을 담당하는 부분의 열교환기, 펌프, 밸브 및 배관은 RG 1.26 및 1.29

의 지침에 따라서 품질등급 C로 건설되고 내진범주 I로 설계된다. 허용 가능한 

대안의 하나로서 만약 저장조 보충수 계통과 건물의 환기 및 여과계통이 내진

범주 I 요건에 따르고, 토네이도에 대하여 보호되며, 단일 고장 요건을 만족하

면 냉각루프는 품질등급 C이며 비내진범주 I로 건설될 수 있다. 상기 대안을 

선택하면, 사용후 연료 저장조의 비등효과로 부터 안전관련 기기를 보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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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환기계통은 증기 및 습분을 대기로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필요하다면, 사용후 연료 저장조 비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소외선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환기 및 여과계통은 RG 1.52의 지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내진설계, 내

진 및 품질등급 분류에 대한 검토는 본 안전심사지침 3.7.1절에서부터 3.7.4절

까지, 3.2.1절 및 3.2.2절에 따라 수행된다.

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에 의해서 냉각될 연료의 양은 저장될 

핵연료의 양과 일치하여야 한다.

라. 운전중 강제순환 냉각계통의 최소 열제거 용량 및 저장조 구조물의 최대온도 

설계시 열원은 원자로 정격 열출력의 0.3퍼센트 보다 크다. 냉각계통은 단일 

능동 고장시 최소한 총 열제거 용량의 절반을 유지한다. 상기 용량은 강제순환 

냉각계통이 운전중일때 사용후 연료 저장조로 전노심이 방출된 경우 저장조 

온도가 구조물의 설계조건 이내로 유지됨을 보증한다. 또한 주요 열제거 능력

은 능동기기가 단일고장 또는 정비로 인해 운전불가능할 때에도 유효함을 보

증한다. 단일고장은 최대붕괴열 부하와 최대열원 온도가 동시에 발생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단일고장시 강제냉각능력은 충분하다.   

마.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입구, 출구, 배관 배수설비의 고장시에

도 수조의 수위는 핵연료 상부로부터 약 3m(10ft) 이하로 배수되지 않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수조에 연결된 배관이나 외부배관에 사이폰 방지장치나 체크

밸브 또는 다른 배수 방지장치가 설치되었다면 적절하다.

바. 내진범주 I 및 품질등급 C인 보충수 계통과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에 냉각수를 

보충하기 위한 적절한 보조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강제순환 냉각계통이 

내진범주 I 및 품질등급 C로 설계된다면 이 보조수단은 영구시설로 할 필요가 

없으며, 내진범주 I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수원은 내진범주 I이어야 한

다. 그렇지 않다면 보조수단은 영구시설로 설치되고 1차 보충수 계통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최소 보충 능력은 핵연료 

집합체가 낙하하여 사용후 연료 저장조에 관통부가 발생되어 생기는 누설률 또

는 원자로 정격 열출력의 0.3퍼센트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증발률보다 높아

야 한다. 보충수 공급유로는 위치에 관계없이 저장조 표면에 공급되도록 설계

된다. 공학적 판단 및 다른 유사 발전소 설계와의 비교는 보충용량을 확인하는

데 적용되며 또한 보충을 위해 연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가열시간이나 구조물 

손상에 의한 예상 누설량을 포함하는지 확인하는데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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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전에 중요한 계통 기기의 적절한 가동중 검사 및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

되어 있어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보충, 정화계통이 안전심사지침 

6.6절의 가동중 검사와 안전심사지침 3.9.6절의 가동중 시험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는 것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적합하다. 

아. 사용후 핵연료 냉각계통의 설계는 핵연료 재장전을 포함한 일상운전동안 충분

한 냉각능력을 고려한다. 검토자는 핵연료 재장전 조건의 변화에 따른 평가를 

검토하거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특정 보수정지기간의 평가방법을 검토

한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열교환기의 최대 열부하는 핵연

료 재장전을 위해 핵연료가 인출된 상태이다. 따라서 핵연료의 충분한 냉각을 

위해 필요하다면 열부하를 증가시키는 요소들(예를들어 출력증강, 붕괴시간 감

소, 저장용량 증가)에 열부하를 감소시키는 운전 요소들(예를들어 장기 붕괴 시

간 또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로 소수의 핵연료 집합체 이송) 또는 열제거 능

력을 증가시키는 요소들(예를들어 최종 열제거 온도 감소시 계획된 핵연료 인

출 또는 최적 냉각계통 성능)을 고려하여 계산가능하다. 

    검토자는 냉각능력과 관계되는 열부하를 고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 사항들

을 평가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는 복합 핵분열 생성물 평가, 핵연료 인출 크기, 붕괴시간, 

출력이력 및 과거 방출된 핵연료 집합체 저장량을 고려한 보수적인 모델을 

사용하여 붕괴열 부하 계산을 수행한 방법을 기술하고, 검토자는 이를 평가

한다.  

2) 안전성분석보고서는 최대 저장조 온도가 60℃(140℉)로 설정될 수 있도록 열

제거 용량을 계산한 방법과 최종 열제거원 온도, 냉각계통 유량 및 열교환기 

성능(즉, 오염 및 관막음 여유도)을 고려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검토자는 이

를 평가한다.

3) 안전성분석보고서는 핵연료 재장전을 위한 연료인출 기간에 저장조 온도가 

60℃(140℉)인 경우에도 최대 열제거 용량이 계산된 붕괴열 부하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 통제를 기술하고, 검토자는 이를 평가한다. 

 2. 검토자는 본 계통이 지진, 토네이도, 태풍, 홍수 등의 자연현상에 대하여 계통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는지 검토한다.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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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학적 판단과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을 통하여 계통을 평가한다.

가. 계통의 부분적 고장 또는 내진범주 I로 설계되지 않고 필수설비에 가까이 위치

한 다른 계통의 고장, 또는 비내진 I등급으로서 저장조와 냉각계통의 필수 부분

에 가까이 위치하거나 그것을 수용, 지지하는 구조물의 고장은 필수 기능을 저

해하지 않아야 한다. 발전소의 부지특성, 일반배치 및 모형도를 기술하는 참고

문헌 및 계통이나 구조물의 내진등급 분류에 대한 참고문헌이 필요하다.  

나.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계통의 필수부분은 홍수, 토네이도와 내외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홍수와 비산물 허용기준은 해당 안전심사지침

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된다. 검토자는 제시된 분석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이 계획에 명시된 절차를 이용한다. 이러한 영향에 대해서 계통이 토네이도

에 의한 비산물이나 홍수로부터 보호되는 내진범주 I 구조물 안에 위치한다거

나 또는 계통의 부품이 홍수나 비산물로 부터 보호되는 격실이나 방에 위치한

다는 기술은 적절하다. 계통의 위치와 설계, 구조물, 펌프실 등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적절한지 결정한다.

  3. 검토자는 방사능을 포함한 특성이 계통설계 정보 및 도면에 고려되었는지 검토한

다. 이러한 특성은 다음 사항들이 설계에 포함되었다는 기술로서 허용의 근거가 

된다.  

 가. 계통이나 기기의 누설을 감지하기 위한 누설감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 

요건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적당한 용량의 배수조 혹은 배수구를 

제공하고, 계통주변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나. 기기와 계통의 헤더는 계통의 기능을 보증하고, 계통 누설을 억제하고, 계통의 

보수를 허용하기 위한 개별적인 격리기능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다. 방사능이나 화학적 오염이 어떤 계통에서 다른 계통으로 누출되는 것을 검출

하고 장기간의 부식, 유기적 오염 또는 방사능 물질의 확산 등을 배제하기 위

한 능력을 보증하기 위한 설계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계통의 방출배관에 위치

한 방사능 감시장치와 전도도 감시장치는 이 요건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방법

이다.

 4. 설명자료, 계통 및 계기도면, 배치도, 계통해석 등은 계통의 필수부분이 단일능동

고장 가정하에 동시에 발생한 설계기준사고시에도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증하



제9.1.3절                                                     개정 4 - 2014. 12- 12 -

기 위하여 검토된다.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을 검토하여 기기의 요구되는 기능을 보증하고, 계통 도면상의 이들 기기의 가용

성을 추적하고, 품질이 저하된 조건에서도 요구되는 기간동안 계통의 최소유량, 보

충, 열전달 요건 등이 만족되는지 점검한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경보기능이 운

전원에게 저하된 조건을 통보하고 필수기능이 신뢰할 수 있게 복구될 수 있다면 

설계는 만족된다.

 5.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정화계통과 여러 보조계통은 비안전관련 계통으로 분류되고 

따라서 비내진등급으로 분류된다. 검토자는 이 계통들이 고장으로 인해서 다른 안전관

련 계통 혹은 기기의 기능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를 검토한다.  비안전관련 계

통과 안전관련 계통 혹은 기기의 상호관계와 근접성은 구조물과 기기의 전체 배치

도를 검토함으로써 결정된다. 독립적인 분석, 공학적인 판단, 과거에 승인된 계통

과의 비교 등을 통하여 비안전관련 계통과 냉각계통의 연결 부위 혹은 공유부분에

서의 사고나 오기능에 의한 고장이 냉각계통의 적절한 기능 수행을 저해하지 않음

을 입증한다.

 6. 정화계통은 그 계통이 적절한 수조의 수질조건을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 지를 

검토한다. 계통 및 계기도면과 제공된 관련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가. 정화계통이 안전한 저장조 운전이 가능하도록 부식 생성물, 방사능 물질, 불순

물을 제거하여 물의 청정도 및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에서 검토한다. 이는 물의 순도를 감시하기 

위한 계기 및 시료채취 계통을 포함하며, 전도도, 감마 및 요드, 전방사능, 탈

염기의 차압, pH 및 크러드(crud) 준위 등과 같이 화학 및 방사 화학적 제한치

가 주어져 이를 초과시 탈염수지 교체의 시정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나. 재장전 운전기간중 재장전 통로 냉각수의 처리기능이 제공되어 있다.

다. 사용후 필터나 탈염매질이 방사능 처리시설 이외의 곳으로의 부주의한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 있다.

 7. 건설허가 신청서 검토에서는 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설계기준, 근거 및 예비

설계가 동 안전심사지침의 Ⅱ항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운영허가 신



제9.1.3절                                                     개정 4 - 2014. 12- 13 -

청서 검토를 위한 검토절차는 허용기준 및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종설계에서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운영허가 신청서 검토에서는 

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 및 의미가 계통의 시험, 최소성능 및 감시에 대한 요구사

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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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은 저장조 및 저장실 입구에서 출구까지의 

모든 배관과 기기를 포함하며, 내진범주 I의 수원 및 저장조 보충을 위하여 사용된 배

관, 정화계통의 여과 탈염기와 방사능 폐기물 처리시설로 방출하기 전까지의 재생공정

을 포함한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의 검토영역은 본 계통 및 안전

운전에 필수적인 보조계통에 대한 배치도면, 공정흐름도, 배관 및 계기도면, 계통설명

서를 포함한다. 계통의 냉각 부분과 충분한 냉각재 재고량 부분이 확인되고, 이 부분

은 사용후 핵연료의 붕괴열을 냉각하고, 허용치 이상의 방사능 누출을 유발할 수 있는 

핵연료 손상을 방지하는데 필수적이므로 내진범주 I, 품질등급 C로 설계된다. 

검토자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과 그 보충수 계통의 설계가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33조 2항 2호, 2항 3호 및 

제 46조의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에 근거를 두고 있

다.

 1. 신청자는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이 자연현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이 허용

기준은 RG 1.13에 근거하는데 규제방침 C.3 지침은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필

수부분은 내진범주 I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규제방침 C.2는 바람 또는 바람

에 의한 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규제방침 C.6는 지진시에도 사

용후 핵연료가 노출되는 저장조 냉각수 상실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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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고, 규제방침 C.8은 내진범주 I의 보충수 계통은 다중개념의 내진범주 I 

수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과 관련되어있다. 또한, 허용기준은 RG 1.29의 내진설

계요건 만족여부에도 근거하는데 규제방침 C.1은 과도한 방사능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냉각에 필수적인 안전 관련부분과 관련되어 있고(RG 1.29의 규제방침 

C.1.p), 규제방침 C.2는 비안전관련 계통의 고장과 관련되어 있다. 만약 핵연료 저

장조 건물의 환기 및 여과계통이 내진범주 I로 설계되고 RG 1.52의 요건을 만족하

면 본 계통의 냉각부분은 내진범주 I로 하지 않아도 된다.

 2. 본 계통의 외부 비산물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서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이는 토네이도 비산물로부터 방수기능의 

상실이나 연료의 손상이 없으므로 RG 1.13의 규제방침 C.2를 만족한다.

 3. 본 계통의 설계는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기준을 만족한다. 이는 어떠한 단일고장도 본 

계통이 사용후 핵연료를 냉각시켜야 되는 안전관련 기능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4. 본 계통의 설계는 핵연료 저장계통의 설계와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2항 2호의 요건을 만족한다. 이는 본 계통이 안전에 중요한 기

기의 주기적인 시험이 가능하고, 정상운전 및 사고조건에서 핵연료의 붕괴열을 제

거하고, 단일능동고장에서 붕괴열을 제거할 수 있도록 다중성을 확보하고, 핵연료 

상부로 최저 수위를 유지함으로써 적절한 차폐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본 계통은 누설감지 수단을 제공하여 방사능의 적절한 격리를 제공하며, RG 1.13

의 규제방침 C.6에 부합되게 사고시에도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수가 감소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정화부분은 (1) 방사능 물질, 부식생

성물, 불순물 등을 저장수로부터 제거할 수 있는 능력과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

는 연료저장 및 냉각계통의 적절한 여과계통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2항 2호의 요건을 만족한다. (2) 수조의 물로부터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여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줄임으로써 방사선 피폭을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한다(ALARA)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 요

건을 만족한다. (3) 저장조내의 방사능 물질과 불순 침전물을 탈염기 및 여과기로 

제거함으로서 RG 8.8의 규제방침 C.2.f. (2) 및 C.2.f. (3)을 만족한다.



제9.1.3절                                                     개정 4 - 2014. 12- 15 -

 5. 본 계통의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2항 3호의 요건

을 만족한다. 이는 유량상실이나 온도 경보를 이용하여 열제거기능 상실을 감지하

고, 냉각수 저수위 경보나 방사선 감시경보 등을 통하여 과도한 방사능을 유발하

는 조건을 감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보는 운전원들에게 비

정상 조건 발생을 인지시켜 안전기능이 보증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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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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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2항 2호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2항 3호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방사선방호의 최적화)

 7. Regulatory Guide 1.13, "Fuel Storage Facility Design Basis."

 8. Regulatory Guide 1.26, "Quality Group Classifications and Standards for Water-, 

Steam-, and Radioactive-Waste-Containing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

 9. Regulatory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10. Regulatory Guide 1.52,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Engineered 

-Safety-Feature Atmosphere Cleanup System Air Filtration and Adsorption Units 

of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11. Regulatory Guide 8.8, "Information Relevant to Ensuring That Occupational 

Radiation Exposures at Nuclear Power Stations Will Be As Low As Is Reasonably 

Achiev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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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1.4절 경하중 취급계통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자는 신연료 인수 및 사용후핵연료를 이송용기에 장전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하중 취급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제33조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한다. 경하중 취급계통에 대한 검

토의 목적은 임계사고, 사용후핵연료의 손상으로 발생되는 방사능 누출사고 및 허용치

를 초과하는 종사자의 피폭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경하중 취급계통에 대한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설계배치도가 경하중 취급기기 및 취급지역의 기능 및 기하학적인 배치를 나타내

고, 다양한 취급 운전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2. 경하중 취급계통의 그래플링(grappling), 리깅(rigging), 호이스팅(hoisting) 및 이송운전

을 위한 방법, 취급기기 선정, 그리고 안전장치에 대하여 검토한다.

  3. 경하중 취급계통의 기기 및 계통설계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검토한다. 

가. 기기에 명시된 성능 및 하중 취급 요건 

나. 원자로심으로부터 저장구역으로 핵연료집합체의 이송을 위한 방법 및 기기

다. 임계사고, 핵연료 손상 및 종사자 과피폭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시된 전기적 또

는 기계적인 연동장치

라. 저장된 연료를 사용후핵연료 이송용기로 운반하기 위한 방법 및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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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손상이 되는 경우, 저장된 연료나 필수 설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의 내진

검증에 대하여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경하중 취급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계통 및 기기의 내진 및 품질그룹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절 및 3.2.2절

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2. 안전정지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에 견디기 위한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방호(보

호)설비 및 보조계통의 설계해석, 절차 및 기준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7.1절에서 3.7.4절까지, 3.8.4절 및 3.8.5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3.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의 설계에 적용된 코드 및 기준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

침 3.9.1절에서 3.9.3절까지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4. 내진범주 I급 계측 및 전기기기의 내진검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0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5. 연료취급설비의 설계와 연료이송절차의 검토를 통한, 종사자의 사용후핵연료 취

급중 피폭선량이 ALARA를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안전심사지침 12.3절 

및 12.4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6. 품질보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경하중 취급계통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 구조적, 기계적 및 전기적 부품의 종합설계, 자동운전제어, 안전연동, 하중취급운전

의 특수절차를 위한 적절한 계통제어를 제공한다.

- 고장이나 손상에 대비한 다중성과 다양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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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는 관련규정을 만족한다.

경하중 취급계통은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지진의 영향에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연료등이 충격·과도한 응력 및 부식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며, 적절한 차

폐능력이 있고, 임계에 도달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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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 C.1, C.2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ANSI/ANS 

57.1-1992를 준수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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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경하중 취급계통은 핵연료집합체, 제어봉, 가연성 독물질봉 및 유량 제한 오리피스

와 같은 경하중을 취급하는데 사용된다. 경하중 취급계통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목적은 

임계사고, 방사능의 누출 또는 종사자의 방사선 과피폭을 야기할 수 있는 임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계통의 오작동 또는 고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제시된 취급계통의 설계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여기에는 계통의 요건, 

형태, 취급될 하중의 종류 등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 핵연료집합체 한 다발과 관

련 취급공구를 합한 중량을 초과하는 중하중의 취급에 사용되는 기기는 경하중 취급

계통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 제시된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검토자는 허용기

준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제시한 대체방법에 대한 평가가 상기 II.

허용기준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1. 경하중 취급계통의 계통성능요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설계에 사용된 경하중 

취급계통 개념이 반영되어 있고, 계통내 기기 및 부계통의 기능이 기술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저장된 연료 및 연료취급구역에서의 경하중 취급계통의 

물리적 배치가 다양한 하중취급운전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물리적 배치에 대한 설명자료에는 연료취급설비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유지해야 함을 보여야 한다.

     - 안전히 미임계를 유지할 수 있음이 입증된 집합체 수량보다 많은 집합체의 취

급 제한

     -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적절한 냉각

     - 설비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차폐

     - 연료취급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연료의 기계적 손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적

절한 간극

  2. 설계의 일부로 개발되고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성능시방서는, 설계, 재료선

정, 제작, 설치, 시험, 그리고 운전절차가 성능시방서의 요건과 동일하거나 그 이

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선정한 합의표준

(consensus standard), 공학적인 코드, 산업체 혹은 제작협회의 관련 표준이 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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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취급계통에 적합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정보는 계통 및 관련 설비의 배치와 하중취급경로가 

연료의 손상 또는 임계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장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운전 및 

시험절차서에 대한 설명은, 부하입증시험(load proof testing), 설계관련 부하시험, 

비파괴시험, 예방점검, 그리고 하중의 취급이 신뢰할만한 부하취급운전을 보증함

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한다.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성능 및 설계기준이 합의표준(consensus standard)을 따르는 특정 기기에 적용

되고, 신뢰할 만한 연료취급을 규정하는지 검토한다.

나. 계통내 기기의 손상에도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한 및 안전장치를 포함한 계

측 및 제어계통은, 하중이나 하중의 거동을 적절히 제한하고, 단일고장 발생시 

방사선을 방출할 만한 연료손상, 임계사고 혹은 심각한 방사선 피폭을 예방하

기에 적절한지 검토한다.

다. 연료이송운반 및 기타장치들(검사대, 세척대 및 연료처리대)이, 우연한 임계사

고, 허용불가능한 방사선 피폭, 기계적 손상 및 과열을 방지하도록 적절히 설

계되었는지 검토한다.

  4. 기기 저장구역을 포함한 경하중 취급설비에 관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는 지진사고로 인하여 사용후핵연료 또는 필수설비의 손상을 일으키지 않음

을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우연한 임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설비는 RG 1.29 C.1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손상되는 경우, 저장된 연료 혹

은 발전소 안전에 필수적인 다른 설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설비는 RG 1.29 

C.2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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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하중 취급계통은 인수지역, 저장지역과 원자로용기 사이에서 연료 및 기타 관련 

경하중의 운반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설비를 포함한다. 경하중 취급계통에 대하여 

신청자가 제시한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와 경하중 취급계통 안전운전 요건의 검토를 

통하여, 검토자는 경하중 취급계통 및 관련 설비의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제33조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 

사항을 근거로 한다. 

  1. 경하중 취급계통의 설계는 지진의 효과로 부터 안전관련 기기 및 사용후핵연료의 

방호와 관련 있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을 만족

한다. 계통의 안전관련 분야는 RG 1.29 C.1, 비안전 관련 분야는 RG 1.29 C.2에 

따라 설계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2. 경하중 취급계통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 누출 및 임계사고의 예방에 관

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계통이 

ANSI/ANS 57.1-1992의 지침에 따라 설계되었으므로 해당 요건을 만족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3. Regulatory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4. ANSI/ANS 57.1-1992, "Design Requirements for LWR Fuel Handl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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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1.5절 중하중 취급계통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자는 발전소에서 핵연료집합체 한 다발과 관련 취급장비를 합한 중량보다 무

거운 중하중의 이동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중하중 취급계통

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의 요건을 만족

하는지를 확인한다. 중하중 취급계통의 검토에서 중요한 점은 부적절한 운전 또는 기

기의 오작동중 하나 또는 두 가지의 중복시에 임계하중의 취급은 방사능 누출, 임계사

고, 원자로용기내 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내에서의 연료냉각 또는 원자로의 안전정

지 불능을 초래할 수 있다.  

중하중 취급계통에 대한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설계배치도가 발전소 중요설비 및 취급 기기의 기하학적인 배치를 나타내고, 핵

연료 취급중 상부 및 주변의 장애물과 통과를 위한 이송경로를 명확히 하며, 다

양한 취급 운전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2. 취급되는 인양물의 하중과 인양물의 취급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하여 검토한다.

  3. NUREG-0612의 Section 5.1.1에 제시된 것과 같은 설계, 운전, 시험, 유지보수 및 

검사를 위한 일반 프로그램 지침(general programmatic guideline)의 적용여부를 

검토한다.

  4. 아래 3개의 항목 중 하나의 만족여부를 검토한다.

가. 저장된 핵연료 및 원자로의 안전정지에 필수적인 기기로의 접근을 차단시키는 

설계나 연동에 의하여 중하중 취급계통의 운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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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중낙하사고에 대한 평가결과, 방사선물질의 심각한 소외방출을 야기할만한 

저장된 사용후핵연료의 손상을 일으키거나 안전정지에 필요한 설비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음이 입증되었다.

다. NUREG-0554의 지침에 따라 설계된 천정기중기와 ANSI N14.6 혹은 ASME 

B30.9에 따른 인양설비의 사용을 통하여 하중낙하사고의 가능성이 최소화된다.

검토연계분야

중하중 취급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계통 및 기기의 내진 및 품질그룹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절 및 3.2.2절

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2. 안전정지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에 견디기 위한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방호(보

호)설비 및 보조계통의 설계해석, 절차 및 기준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7.1절에서 3.7.4절까지, 3.8.4절 및 3.8.5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3.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의 설계에 적용된 코드 및 기준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침

서 3.9.1절에서 3.9.3절까지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4. 내진범주 I급 계측 및 전기기기의 내진검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0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5. 품질보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중하중 취급계통은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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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안전에 중

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 및 시

험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지진의 영향에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

길 수 있는 비산물(낙하하중 등)로부터 적절히 보호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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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만족하기 위해서 천정기중기는 

NUREG-0554를 준수하여야 하고, 인양설비는 ANSI N14.6 혹은 ASME B30.9를 준

수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 C.2 및 NUREG-0554 Section 2.5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RG 1.13 C.5

를 준수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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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중하중 취급계통 일반적인 검토목적은 중하중 취급계통이 고도로 신뢰할 만한 수준으

로 설계되었거나 하중낙하사고의 결과가 허용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1. 사업자는 저장된 연료 및 안전정지기기를 고려한 중하중 취급계통의 물리적 배치

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사업자는 중하중 취급계통을 이용하여 취급할 하중과 하중 취급시 사용할 인양장

비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사업자는 중하중 취급을 위한 프로그램이 중하중 취급계통의 설계, 운전, 시험, 유

지보수 및 검사에 관한 NUREG-0612의 일반 프로그램 지침(general programmatic 

guidelines)에 적합함을 기술한다. 상기 프로그램의 목적은 하중낙하사고의 발생확

률 및 그로 인한 영향을 줄이는데 있다. 아래 지침은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

기와 관련된 영역에서 중하중을 취급할 때 적용한다.

가. 원자로용기나 사용후연료저장조 내의 사용후핵연료 혹은 안전정지기기 상부로

의 하중낙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하중 이동을 위한 안전하중경로를 지정해

야 한다.

나. 사용후핵연료 혹은 안전정지기기 주변에서의 중하중 취급을 위한 절차가 마련

되어야 한다. 해당 절차에는 대상설비, 검사 및 허용기준, 하중취급시의 절차, 

안전하중경로 및 기타 주의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다. 하중취급자는 ASME B30.2-2005, "Overhead and Gantry Cranes" chapter 2-3.1

의 요건에 따라 교육 및 자격검증을 받아야 한다. 

라. 크레인은 사용전에 ASME B30.2-2005, "Overhead and Gantry Cranes" chapter 

2-2에 따라 검사, 시험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 크레인은 CMAA-70, 2000 및 ASME B30.2-2005 chapter 2-1의 요건에 따라 설

계되어야 한다.

  4. 사업자는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사용후핵연료 상부 혹은 안전정지에 필수적인기기 근처로의 이동을 제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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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계적 정지장치 및 전기적 연동장치 

나. 사업자는 해석을 통하여 다음을 입증해야 한다.

   1) 중하중의 낙하사고와 관련된 사용후핵연료 바닥의 손상으로 인한 방사성물

질의 방출은 10CFR Part 100에 따라, 제한구역경계에서의 갑상선등가선량인 

300rem, 전신유효선량인 25rem의 1/4보다 작거나 같다.

   2) 하중낙하로 인한 연료 및 연료저장대의 손상으로 Keff가 0.95를 초과하지 않

는다.

   3) 하중낙하로 인한 원자로용기 및 사용후연료저장조의 손상은 연료를 수면위

로 노출시킬 정도의 냉각수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

   4) 다중성이 적용되었거나 안전정지기능의 상실이 없는 안전정지경로상의 설비

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손상을 허용한다.

다. 단일고장방지 개념이 적용된 취급설비의 사용은 손상의 확률을 낮출 수 있다. 

단일고장방지 개념이 적용된 취급설비는 다음의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1) 크레인은 NUREG-0554의 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단일고장방지 크레

인 제작기준인 NUREG-0554의 지침에 의하여, ASME NOG-1 2004의 Type 1

로 설계된 크레인도 사용가능하다. NUREG-0554의 Paragraph 10에 따라, 품

질보증프로그램이 크레인의 구매, 설계, 제작, 설치, 검사, 시험 및 운전에 

걸쳐 적용되어야 한다. 상기의 품질보증프로그램은 적어도 아래 요소들을 포

함해야 한다. (1)설계 및 구매서류 관리, (2)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3)구매

품목 및 용역의 관리, (4)검사, (5)시험관리, (6)부적합한 품목의 관리, (7)시정

조치 및 (8)품질보증기록

   2) 인양설비는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가) ANSI N14.6에 따라, 특정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하중취급에 사

용될 수 있는 특별한 인양설비(원자로 상부덮개 인양설비, 원자로용기 인

양설비,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 상기 인양설비는 2개의 독립적인 하중경

로를 갖거나, ANSI N14.6에서 언급한 하중의 2배의 설계안전여유가 있어

야 한다.

     나) 슬링(Slings)은 ASME B30.9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체인이나 와이어로프

와 같은 금속성 재료여야 한다. 슬링은 (1)이중의 혹은 다중의 하중경로

를 갖거나, (2)취급하중 하중의 2배의 하중에 견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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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중하중 취급계통은 발전소 부지에서 설비의 수명기간 동안의 모든 중하중의 취급

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부품을 포함한다. 중하중 취급계통에 대하여 신청자가 제시

한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와 중하중 취급계통의 안전운전 요건의 검토를 기본으로 하

여, 검토자는 중하중 취급계통 및 관련 설비의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의 요건에 일치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

음 사항을 근거로 한다. 

  1. 중하중 취급계통은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 및 시험되므로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2. 중하중 취급계통은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관련 기기 및 사용후핵연료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이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나 안전정지기기 상

부로 운전되는 크레인은 NUREG-0554 Section 2.5를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다.

  3. 안전정지 혹은 허용치를 초과한 방사선 방출, 임계사고, 원자로용기나 사용후연료

저장조내 연료의 냉각 상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

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낙하하중 등)로부터 적절히 보호되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상기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

여, 신청자는 중하중의 안전취급을 위한 NUREG-0612의 일반 프로그램 지침

(general programmatic guidelines)을 만족하였으며, 중하중 이동의 제한, 하중낙하

에 대비한 해석에 따른 방호물의 적용 혹은 NUREG-0554의 지침에 따르는 신뢰

할 만한 중하중 취급설비를 사용함으로써 저장된 연료와 안전정지기기를 하중낙

하사고로부터 적절히 보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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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2.1절 용수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용수계통은 안전관련 설비에 대한 필수냉각을 제공하며 정상 운전중 사용되는 비

안전관련 보조기기에 대한 냉각도 제공한다.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용수펌프 흡입 

측에서부터 냉각수 배출 측까지의 동 계통이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 “설비의 공유”,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및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최종열제거원(안

전심사지침 9.2.5절에 의해 검토)은 발전소 정지에 요구되는 설비의 장기간 냉각을 위

한 용수계통의 입구 수원을 제공하며, 용수계통에 연계되는 계통들과 같이 가상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결과를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특정 기기에도 열제거원으로 제공된다. 

용수계통의 펌프능력이 가상사고후 연장된 운전기간 동안 제공될 수 있는지를 보장하

기 위하여 최종열제거원의 고수위와 저수위에서 용수계통 펌프의 성능특성을 비교한

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운전 악영향(즉, 수격현상), 환경 악영향, 비정상 운전조

건 및 소외전원상실시 냉각재상실사고와 같은 사고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능

적 성능에 관하여 용수계통 기기(펌프, 열교환기, 배관, 밸브)의 특성을 검토한다. 

용수계통은 일반적으로 정상 발전소운전 동안의 냉각기능은 물론 안전기능에 관련

된 요건을 가지므로 검토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계통능력의 평가

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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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관점에서 용수계통의 설계도 검토한다.

가. 계통으로부터 유⋅출입되는 방사능 누설량을 탐지하고 제어하는 능력과 사고

시 환경으로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능력을 포함한 계통누설에 대한 탐지, 

제어 및 격리 능력

나. 계통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장기간 부식 및 유기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다. 계통이 정확한 형태로 운전됨을 결정하고 확인하는 계측 및 제어 설비를 포함

한 계통 및 기기의 운전성 시험을 위한 설비(즉, 밸브위치, 압력 및 온도 지시) 

제공 여부

라. 설계에 고려된 비내진범주 I인 설비, 구조물 또는 기기 고장이 용수계통의 안

전관련 부분에 미치는 영향

 3.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사고 후 회복단계에서 요구되는 원자로 격납건물 범람에 

대한 용수계통의 능력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용수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

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내용을 검토한다. 

    가. 안전심사지침 3.9.6절에 따라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계획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나. 안전심사지침 5.4.7절에 따라 정상운전이나 사고조건 동안 요구되는 원자로냉

각재계통에 관련되는 필수기기를 확인한다.

    다. 안전심사지침 16.0절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에 대한 검토를 통합하여 수행한다.

    라. 안전심사지침 14.2절에 따라 제시된 가동전시험계획 및 시운전시험계획을 검

토한다.

마.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따라 화재방호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2. 기계재료분야 및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절 및 3.2.2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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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기기에 대한 내진 및 품질 등급분류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3.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4.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홍수방호

에 대해 검토한다.

 4.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안전심사지침 3.5.1.1절에 따라 소내 비산물 보호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나.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파단의 검토를 수행한다.

다. 안전심사지침 3.9.1절에서부터 3.9.3절에 따라 적용 가능한 코드 및 표준에 따

른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의 설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5. 구조부지분야 및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5.1.4절 및 3.5.2절에 대

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소외 비산물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

기의 검토를 수행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 3.3.1절, 3.3.2절, 3.5.3절, 3.7.1절에서 

3.7.4절까지, 3.8.4절 및 3.8.5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안전정지지진, 예상최대

홍수 및 토네이도 비산물과 같은 자연현상 영향에 견디도록 계통 및 지원계통을 

둘러싸고 있는 내진범주 I 구조물의 능력을 확립하는데 사용된 설계해석, 절차 및 

기준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6.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안전심사지침 6.3절에 따라 정상운전이나 사고조건 동안 요구되는 비상노심냉

각계통에 관련되는 필수기기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나. 안전심사지침 15장에 따라 사고시 냉각부하 기능요건과 최소 시간주기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7.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가동중검

사 요건이 계통기기에 만족됨을 확인한다.

 8. 계측제어분야 및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7.1절과 8.1절에 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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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주관부서로서 정상 및 비상 조건동안 안전관련 펌프, 밸브 및 기타 기기에 대한 

전력공급 능력, 용량 및 신뢰성에 관하여 계통 제어, 계측 및 전원을 평가한다. 특

히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가상사고인 경우 비안전관련 부분으로부터 용수계통

의 안전관련 부분을 격리하는데 사용된 신호와 용수계통에서의 저압력이나 안전관

련 펌프에서 저전류가 발생하는 비정상조건인 경우 상호 연결된 계열을 적절히 격

리하기 위한 신호를 검토한다.

 9.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안전심사지침 13.6절에 따라 취수구와 같은 용수계통에 관련된 보안 관련사항

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나. 안전심사지침 17.5절에 따라 품질보증에 대한 검토를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6호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안전관련 설비에 필수냉각을 제공하는 용수계통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기능 

수행능력의 상실 없이 지진의 영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안전관련 설비에 필수냉각을 제공하는 용수계통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발전소 정

상운전, 시험, 이상조건 또는 사고조건 동안 격납건물의 소내⋅외 비산물 영향, 중

⋅고 에너지 배관파단으로 초래되는 배관 휩, 분사 및 환경조건의 영향, 유동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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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하중(예를 들면, 수격현상)에 관련된 동적 영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 안전에 중요한 

공유 계통 및 기기의 능력이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 용수계통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로부터의 열부하를 최종열제거원으로 전달하여

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 안전관

련 기기 및 설비에 대한 가동중검사, 감시 및 보수와 안전관련 계통 및 기기의 운

전성능시험을 허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용수계통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기능 수행능력의 상실 

없이 자연현상의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연현상 방호에 대한 허용기준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의 규제방침 C.1(안전관련) 및 C.2(비안전관련)를 

만족시켜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에 기술된 환경 및 동적영향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심사지침 3.5.1.1, 

3,5.1.4, 3.5.2, 3.6.1과 Generic Letter(이하 “GL”) 96-06에 적합하여야 하고 추가

적으로 GL 96-06, Supplement 1에 적합하게 기술된 설계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의 요건을 만족시

키기 위해서는 한 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유로 인하여 다른 호기의 순차

적인 정지 및 냉각을 포함한 안전기능 수행능력을 감소시키지 않음을 입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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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 사이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를 금지한다. 용

수계통은 다른 호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비고장이나 기타 사건에 관계없이 이러

한 안전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이 각 호기에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질 필요

가 있다. 동 기준의 준수는 다수호기 부지에서 발생한 한 호기의 설비고장이나 기

타 사고의 수용 불가능한 효과가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호기에 전파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추가적으로 GL 89-13, GL 91-13에 적합하게 기술되어 제공된다면 허용

을 고려할 것이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에 따라, 용수

계통이 만족시켜야 하는 성능 및 설계요건은 정상운전 붕괴열제거, 사고 조건하에

서 안전관련 기기에 구조물, 계통 및 기기로부터의 열부하를 최종열제거원으로 전

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정상운전 붕괴열제거, 사고 조건하에서 안전관련 기기에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로부터의 열부하를 최종열제거원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나. 소외전원상실과 동시에 단일 능동기기의 고장을 가정하여 안전기능을 수행하

기 위한 기기 다중성

다. 계통의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기기, 부계통 또는 배관을 

격리할 수 있는 능력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의 요건

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성 관련 기기 및 설비에 대한 가동중검사, 감시 및 

보수와 안전 관련 계통 및 그 기기에 대한 운전성능시험이 허용되도록 용수계통이 

설계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다음의 절차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기술된 설계기준, 근거 및 예비설계가 II

절의 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건설허가신청서에 대한 검토시 사

용된다. 운영허가신청서에 대한 검토시에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기술된 초기 설

계기준 및 근거가 최종설계에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검토주관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는 I절에 기술된 검토분야에 대

한 검토결과를 제공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동 검토절차가 완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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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보장하도록 한다.

   다양한 용수계통 설계가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계통요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본 검토절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계통이 동등한 필수(안전설비)부분과 동등한 비

필수부분(정상운전시 사용)으로 되어 있는 완전 다중계통을 갖는 대표적인 계통을 가

정한다. 이러한 대표적인 배열로부터 변화가 있는 경우 검토자는 다음에 주어진 검토

절차를 조정하여야 하지만, 계통설계는 II절의 허용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요구된다.  또

한 검토자는 최종열제거원 냉각수(예를 들면, 해수)의 성질 및 조건과 관련하여 용수계

통과 연계된 다른 계통에 대한 안전심사지침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많은 일반현안과 발전소 고유 확률론적 안전성분석(PSA)에 대한 평가로부터 용수계

통의 상실이 노심손상사고 잠재성에 중요한 기여 인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체 경험과 발전소 고유 PSA에 대한 검토에는 용수계통 취약성에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NUREG-1461을 이용한다.

 1. 계통설명, 배관 및 계기도면(P&ID)이 정상운전에 사용되는 용수계통 설비와 정상 

발전소운전에 대한 계통의 최소열전달 및 최소유량 요건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가 검토된다. 계통성능요건은 기기의 허용 가능한 운전 

열화(예를 들면, 펌프 누설)를 기술하는 지와 이들을 초과하였을 경우 이러한 조건

을 탐지하고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기술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2.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FMEA)의 결과, 과거 승인된 계통과의 비교 또는 독립적인 

계산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검토자는 동 계통이 임의 능동기기의 상실을 견디고, 

열화된 조건에서의 최소 계통요건(냉각 부하 및 유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결

정한다. 계통 배관 및 계기도면, 배치도면 및 기기 설명과 특성이 다음과 같은 관

점에서 검토된다.

가. 용수계통의 필수부분이 정확하게 확인되고 계통의 비필수부분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어야 한다. 배관 및 계기도면은 각 부분 사이가 물리적으로 분명하게 구

분되고 요구되는 등급분류 변화가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된

다. 계통도면은 격리 달성을 위한 수단이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되고, 격리밸브에 대한 최소성능요건을 확인하도록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내용이 검토된다. 자동운전 격리밸브가 비필수 부분 및 기기를 필수부분

으로부터 구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면과 기술내용이 검토된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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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과도시 적절한 격리에 의해 적어도 하나의 안전관련 계열의 운전을 보장

하도록 특별히 다중의 상호연결 계열인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필수 및 비필수 부분을 구분하는 격리밸브를 포함한 용수계통의 필수부분은 

품질등급 C, 내진범주 I로 등급 분류된다. 앞에서 언급된 내진 및 안전등급분

류를 포함하고 있는 지와 배관 및 계기도면에서 배관의 품질등급분류가 변경

되는 지점이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계 및 성능 특성을 기술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기설명 및 계통설명을 검토한다.

다. 안전에 중요한 계통기기에 대한 적절한 가동중검사와 기능시험을 허용하기 위

한 설계 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이 시험 및 검사 계

획을 서술하고 동 계획에 의해서 요구되는 펌프 또는 격리밸브 주위에 시험에 

필요한 재순환 유로가 계통도면에 나타나 있다면 허용 가능하다.

 3. 지진, 토네이도, 태풍 및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인 경우 또는 배관파단이나 소외전

원상실의 경우에도 계통의 요구되는 안전기능이 유지됨을 결정하여야 한다. 검토

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학적 판단,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의 결과, 그

리고 다른 안전심사지침 절에서 수행된 검토결과를 이용한다.

가. 내진범주 I로 설계되지 않고 계통의 필수부분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계통

이나 타계통의 고장부분, 또는 용수계통의 필수부분에 근접되어 있는 비내진

범주 I 구조물의 고장부분이 용수계통 필수부분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

다. 구조물 및 계통의 내진설계 등급분류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 표 뿐만 

아니라 부지특성, 종합 배치도면을 기술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제2장을 참조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만족시킴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

성분석보고서의 기술내용은 허용가능하다.

나. 용수계통의 필수부분은 홍수, 태풍, 토네이도 및 소내⋅외 비산물의 영향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홍수방호 및 비산물방호 기준은 안전심사지침 제3장에

서 상세히 검토되고 평가된다. 검토자는 제시된 해석이 타당한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안전심사지침 절에서 제시된 절차를 이용한다. 토네이도 비산

물 및 홍수 방호를 위한 내진범주 I 구조물 내에 계통이 위치하거나 홍수 및 

비산물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개별 격실에 계통기기가 위치하는 경우 동 영

향에 대한 기술내용은 허용가능하다. 제안된 방호수준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계통, 구조물 및 펌프실의 위치와 설계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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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수계통 펌프는 저수위를 고려한 펌프 흡입위치에서 충분한 유효흡입수두를 

가져야 한다. 열제거원의 예상 최저수위 검토에 대한 안전심사지침 2.4절과 용

수펌프 임펠러의 높이를 나타내는 도면을 참고로 하여 신청자의 결론을 확인

하기 위한 독립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라. 계통 내부 및 외부로의 방사성 오염물질의 누설을 탐지하고 제어하기 위한 설

비가 계통 내에 마련되어야 한다. 계통의 배관 및 계기도면이 계통 배출측과 

누설이 의심되는 기기에 방사선감지기가 설치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기기들이 직렬로 연결된 하나의 자동밸브 및 하나의 수동밸브로 격리될 수 있

는 경우 허용가능하다.

마. 계통의 필수부분은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파단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어떠한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계통도 용수계통의 필수부분에 근접되

어 있지 않으며, 또는 고장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치도면을 검토한다. 이러한 보호수단은 안전성분석보고서 3.6절에 나타나 있

으며, 본 사항에 대한 검토절차는 관련 안전심사지침 절에 제시되어 있다.

바. 안전정지에 필요한 필수기기 및 부계통은 소외전원상실사고시 요구되는 기능

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용수계통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보조전원의 단일고장을 포함하여 단일 능동기기의 동시 고장을 가정한 최소계

통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계통설계는 허용가능하다. 소외전원상실의 영향을 

받는 용수계통의 기기 또는 부계통에 대하여 계통 유량 및 열전달 능력이 최

소요건을 만족하거나 초과함을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가 검토된

다. 계통이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킴을 보증하기 위하여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의 결과를 고려한다. 이는 계통의 기능 신뢰성에 대한 허용 가능한 검증방법

이다.

사. 결빙 및 기타 환경조건으로 야기되는 잠재적 고장 또는 오기능으로부터 필수 

용수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안전정지에 필요한 설비

를 고려하여 이러한 목적의 안전등급 가열원이 사용된다고 제시한 안전성분석

보고서의 기술내용은 허용가능하다.

 4. 단일능동기기의 동시고장을 가정한 설계기준사고 후 계통 필수부분이 기능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증하도록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내용, 배관 및 계기도면, 용수계

통 도면 및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이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요구되는 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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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을 평가

하며, 계통도면에서 이러한 기기의 유용성을 추적하고, 요구되는 시간간격 동안 각 

사고 상황에 대한 최소 계통유량 및 열전달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전

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각 경우에 있어서 최소 계통요건이 

만족되면 설계는 허용가능하다.

 5. 신청자가 개방 배관 계통 내에서 수격현상에 대한 잠재성을 다루며, 수격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배기 및 충수 수단, 운전절차를 보장하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부

주의한 수격현상 발생 후 계통이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는지도 검토한다. 수

격현상 방지 및 완화를 위한 지침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10.4.7-1 및 NUREG-0927

에 주어져 있다.

 6. 용수계통 오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신청자가 GL 89-13 및 GL 89-13 

Supplement 1에서 기술하는 다음과 같은 용수계통 설계 설비 및 검사활동을 반영

하였는지를 확인한다.

가. 생물체 오염의 결과로 인한 유동방해 문제점의 발생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감시 및 제어 기술에 대한 계획

나. 용수로 냉각되는 모든 안전관련 열교환기의 열전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초

기시험계획 및 주기적인 재시험계획

다. 부식, 침식, 보호코팅 손상, 침적토 에 의한 유로 봉쇄(Silting) 및 생물체 오염

으로 용수가 공급되는 안전관련 계통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

한 용수계통 배관 및 기기에 대한 일상검사 및 보수계획

 7. 용수계통의 교차연결(Cross-tie) 능력을 갖는 다수호기 부지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가. 한 호기가 사고인 경우 다른 호기의 순차적인 정지 및 냉각을 포함한 안전기

능을 수행하기 위한 용수계통의 능력에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가 심각

한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나. GL 89-13의 이행 결과로부터 세척 및 유동시험설비가 교차연결 배관에 적용

되어야 한다.

다. 호기당 두 대만의 용수계통펌프를 갖는 설계를 제안하는 신청자는 GL 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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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8 설계기준사고 조건 동안 격납건물 건전성과 용수계통 기기에 운전가능성에 관한 사

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GL 96-06 및 GL 96-06 Supplement 1에서 기술하

는 다음과 같은 용수계통 설계사항을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한다.

 가. 냉각재상실사고(LOCA), 주증기배관파열(MSLB) 동안 격납건물 공기냉각기 냉

각수계통은 수격현상의 영향을 견디기 위한 안전계통 설계와 운전가능 요건

을 확인한다. 

 나.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가상 열제거를 충족하기 위하여 격납건물 냉각수계통의 

능력을 확인한다. 

 다. 격납건물 배관에 격리된 기기냉각수의 열적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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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용수계통은 용수계통 펌프 흡입구로부터 냉각수 출구점까지의 모든 기기 및 배관

을 포함한다. 안전정지, 사고방지 또는 사고완화에 필요한 용수계통 부분은 내진범주 

I, 품질등급 C의 요건으로 설계된다. 발전소 안전정지에 필요한 안전관련 기기의 연속 

냉각요건에 관하여 용수계통에 대한 신청자의 제안된 설계기준, 설계근거 및 안전등급

분류의 검토에 근거하여 용수계통 설계가 허용가능하며,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

기준”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31조, 제

41조의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 사항에 근거를 둔다.

 1. 신청자는 지진영향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관한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허용은 

RG 1.29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한 규제방침 C.1과 비안전관련 부분에 대한 규제방

침 C.2를 만족시키는 것에 근거를 둔다.

 2. 신청자는 격납건물 소내⋅외 비산물의 영향, 배관 휩의 영향, 중에너지 및 고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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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배관파단으로 야기되는 분사 및 환경조건, 정상 발전소 운전시 그리고 이상 또

는 사고 조건하에서 요구되는 용수계통의 손상과 관련된 유동불안정(즉, 수격현상 

하중)과 같은 동적 효과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수격현상의 영향과 관련된 허용기준은 다음 사항에 근거

를 둔다.

가. 액체가 채워져 있으나 기포가 발생할 수 있는 사용되지 않는 배관(또는 계통)

의 고지점에 기기 및 배관을 배기시키기 위한 배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러한 배기는 주기적인 운전성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펌프 정지 후 또는 대기상태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기포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포가 발생될 수 있도록 계통이 설계되어 있는 경우 수격현상을 방지하면서 

펌프가 기동되도록 계통을 서서히 충수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하거나, 부주

의한 수격현상 발생에도 기능이 유지되도록 계통이 설계되어야 한다.

다. 수격현상 방지를 위한 충분한 대책(예를 들면, 펌프 기동으로 인한 급속한 충

수, 주기적인 충수 및 배기 점검, 갑작스러운 밸브동작의 배제, 또는 재정렬)이 

취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신청자에 의해 운전 및 보수 절차서들이 

검토된다.

 3. 신청자는 한 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호기의 순차적인 정지 및 냉각을 

포함한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용수계통의 능력이 공유로 인하여 현저하게 손

상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또한 신청자는 GL 

91-13에 제시된 지침을 만족시키고 있다.

 4. 신청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로부터 최종열제거원으로 열을 전달

시키는 용수계통을 마련함으로써 냉각수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신청자는 용수계통이 정상운전 및 소외전

원상실과 단일고장을 가정한 사고조건하에서 이러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열부

하를 전달할 수 있으며, 계통의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계통 일부가 격리될 

수 있는지 입증하고 있다.

 5. 신청자는 안전관련 기기 및 설비의 가동중검사와 운전기능시험을 허용하는 용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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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마련함으로써 냉각수계통 검사와 시험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6. 신청자는 계통 및 계통기기의 운전기능시험을 허용하는 용수계통 설계를 마련함으

로써 냉각수계통의 시험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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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2.2절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 시 안전정지를 위하여 

요구되며 사고결과의 완화 또는 사고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본 계통은 원자

로 계통기기, 원자로 정지설비, 환기설비, 비상노심냉각계통 등의 기기에 대한 폐회로 

보조 냉각 계통을 포함한다.

   본 계통에 대한 검토는 계통 기기, 밸브 및 배관과 타 계통과의 연결부 또는 연계

부를 포함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 설비, 환기설비 및 원자로 정지설비와 같은 안전관

련 기기에 대한 보조냉각수계통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한다.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이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

준”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

준” 내지 제16조 “설비의 공유”,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제24조 “전력공

급설비”, 제29조 “잔열제거설비”,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제41조 “시험․감시․
검사 및 보수”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검토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모든 계획된 운전조건 동안 안전관련 비상노심냉각계통 

기기와 원자로 보조기기에 적절한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한 보조냉각수계통의 능력

을 검토한다. 검토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열악한 역운전 및 환경(수격현상 등) 사건에 견디는 능력이 포함된 계통의 기

능요건, 정상운전 동안의 운전성능 요건, 가상사고 동안 및 이후의 운전 가용

성에 대한 요건

나. 계통에 부여된 다기능(필요한 경우)과 비상노심냉각 및 안전정지를 위한 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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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의 필요성

다. 의도된 기능 수행을 위한 계통 완충탱크의 능력

라. 모든 운전조건에서 적절한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는 계통 능력

마.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을 위한 기기냉각수 배관이 자동격리 되지 않도록 보증

하기 위한 제어와 제어실 운전원이 원격수동장치(III.4.마 참조)에 의해서 원자

로냉각재펌프 밀봉냉각배관을 격리하기 위한 설비

바. 노심 냉각, 붕괴열부하에 대한 계통용량 및 관련 설계 여유도

 2. 본 계통에 대한 다른 검토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비내진범주 I 기기의 고장으로 인한 계통의 내진범주 I 부분의 영향

나. 계통누설에 대한 탐지, 수집 및 제어를 위한 설비와 한 계통에서 다른 계통으

로의 방사능 누설을 탐지하고 환경으로의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

다. 계통의 가동중검사 및 가동중시험에 대한 요건

라. 원자로냉각재펌프의 밀봉 및 베어링에 적절한 냉각을 제공하는 계통능력

마. 누설을 다루기 위한 기기격리 또는 다중설비에 대한 오기능과 오작동을 포함

한 설계 기능달성에 필요한 계측 및 제어 특성

바.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 논리기법을 이용한 단순화된 신뢰도 분석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9.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계획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용수계통에 의해 냉각되는 안

전관련 열교환기의 열전달 능력을 감시하기 위한 시험계획은 안전심사지침 9.2.1절

에서 검토된다. 이러한 시험이 용수계통의 보수에 의해 복구할 수 없는 열전달능

력의 저하를 나타내는 경우 안전심사지침 9.2.2절에 따라 검토되는 원자로 보조냉

각수계통과 같은 폐회로 냉각수계통은 안전심사지침 9.2.1절에 따라 검토되는 용수

계통에 대한 검사 및 보수계획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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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계재료분야 및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절 및 3.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기기에 대한 내진 및 품질 등급분류의 적합성을 결정하고, 

안전심사지침 3.5.1.4절 및 3.5.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소외 비산물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검토를 수행한다.

 3.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3.1절, 3.3.2절, 3.5.3절, 3.7.1절에서 3.7.4

절까지, 3.8.4절 및 3.8.5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안전정지지진, 예상최대홍수 

및 토네이도와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디도록 계통 및 지원계통을 둘러싼 내진

범주 I 구조물의 능력을 확립하는데 사용된 설계해석, 절차 및 기준의 적합성을 결

정하고 안전심사지침 3.4.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홍수 방호에 대해 검토한

다.

 4.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소내 비산물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파단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수행한다.

다. 적용 가능한 코드 및 표준에 따른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의 설계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1절에서 3.9.3절까지를 수행한다.

 5. 계통성능분야 및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5.4.7절, 제6장, 9.5.1절 및 

제15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시 운전이 

요구되는 원자로냉각재계통과 비상노심냉각계통에 관련된 공학적안전설비 기기를 

확인하고, 안전관련 기기에 관한 냉각부하 기능요건과 최소시간주기를 확인한다. 

화재방호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따라 수행한다.

 6.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기기

가 가동중검사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운전조건에 대

한 제작재료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7.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7.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운전이 요

구되는 모든 필수계통의 제어 및 계측에 대한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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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정한다. 특히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의 저압력이나 

안전관련 펌프에 저전압을 발생하게 하는 비정상조건인 경우 상호 연결된 계열을 

적절히 격리하기 위한 신호와 가상사고인 경우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을 비안전관련 부분으로부터 격리하는데 사용된 신호를 검토한다.

 8.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8.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적절한 운

전이 요구되는 모든 필수 전기기기에 대한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절성을 

결정한다. 또한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교류전원 완전상실요건 관점에서 발전소

를 검토하여 교류전원 완전상실기간 중 원자로 보조냉각 능력과 냉각 용량 측면에

서 안전심사지침 9.2.2절의 검토에 협조한다.

 9.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제17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품질보증

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관련 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 수행능력의 상실 없이 

지진영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정상운전뿐만 아니라 이상 또는 

사고조건 시 격납건물 내⋅외 비산물의 영향, 중⋅고 에너지 배관파단으로 초래되

는 배관 휩, 분사 및 환경조건의 영향, 유동불안정과 부가적인 부하(수격현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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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동적영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안전에 중요한 

공유 계통 및 기기는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29조 “잔열제거설비”,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 원자

로 보조냉각수계통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로부터의 열부하를 제거

할 수 있어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안전관

련 기기 및 설비에 대한 가동중 시험 및 검사를 허용하기 위한 설계 설비가 마련

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성분석보고서 제2장 및 제3장의 관련 절을 포함한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에 기술된 냉각수계통의 설계 적합성은 원자력법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내지 

제16조 “설비의 공유”,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

29조 “잔열제거설비”,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

수” 요건과 관련 Regulatory Guide(이하 “RG")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계통 기능 및 

기기 선정에 대한 검토자의 판단과 독립적 계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종합적인 계통설

계가 다음과 같은 요건 및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냉각수계통의 설계는 허용가능

하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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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 수행능력의 상실 없이 

지진영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허용은 안전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의 규제방침 C.1의 지침을, 비안전관련 부분

에 대하여는 규제방침 C.2의 지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는 원자로 보조냉각수계

통과 관련설비가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상실 없이 정상운전 및 사

고조건하에서도 운전되도록 보장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정상운전뿐만 아니라 이상 또는 

사고조건 시 격납건물 내⋅외 비산물의 영향, 중⋅고 에너지 배관파단으로 초래되

는 배관 휩, 분사 및 환경조건의 영향, 유동불안정과 부가적인 부하(수격현상 등)에 

관련된 동적영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 및 관련기

기가 배관 휩, 비산물 및 분사 유체로 야기되는 동적효과와 냉각재상실사고를 포

함한 정상운전, 보수, 시험 및 가상사고와 관련된 환경조건에 노출되는 동안 요구

되는 안전기능을 계속 수행하도록 보장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안전에 중요한 

공유 계통 및 기기는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한 호기

가 사고일 때 공유로 인하여 다른 호기의 순차적인 정지 및 냉각을 포함한 안전기

능 수행능력이 중대한 손상을 입지 않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다른 호기에 공유되지 않아야 한다.  본 요건의 준수는 원

자로 보조냉각수계통 및 관련 기기가 다수호기에서 공유되더라도 요구되는 안전기

능을 계속 수행하도록 보장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29조 “잔열제거설비”,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로부터의 열부하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이 만족시켜야 하는 성능 및 

설계요건에 대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정상운전 및 사고조건 하에서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로부터 열제거원

으로의 열전달 능력



제9.2.2절                                                     개정 4 - 2014. 12- 7 -

 나. 단일 능동기기 고장과 소외전원상실을 동시에 가정하여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기 다중성

 다. 계통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기기, 계통 또는 배관을 격리할 

수 있는 능력

 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와 관련

한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냉각수 상실 대응능력과 실제 사고에서 계속적인 장

기간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운전을 허용하기 위하여 주제어실 운전원에 의한 원

자로냉각재펌프 밀봉냉각수의 원격수동격리 기능

 마. 냉각수계통에서의 단일고장은 연료손상이나 정상 냉각재 보충능력을 초과하는 

원자로냉각재 누설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단일고장은 운전원 실수, 밸브 오

동작 및 냉각수 펌프상실을 포함하지만 이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 냉각수계통 배관의 고장으로 야기되는 중에너지 누설균열이나 사고는 과도한 

연료손상 또는 정상냉각재 보충능력을 초과하는 원자로냉각재 누설을 초래하

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사고결과를 평가할 경우 단일능동고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중에너지 누설관련 사항은 부록 3.6.1-1의 지침에 따라 결정된다.

 사. 운전원이 발전소를 수동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원자

로냉각재펌프는 20분 동안 냉각수 완전상실에 견딜 수 있는지를 시험에 의해

서 입증하여야 하며, 20분간의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RG 1.153, “Criteria 

for Powe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Portions of Safety System”에서 인용

된 IEEE Std 603, “IEEE Standard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에 따른 계측기가 냉각수상실을 탐지하여 제어실

에 경보를 발생시키는데 유용한지를 시험에 의해서 입증하여야 한다.

 1) RG 1.153에서 인용된 IEEE Std 603에 따른 계측기는 원자로냉각재펌프의 

냉각수상실에 의하여 발전소를 자동보호하기 위한 보호계통에 대한 기준과 

동일하다. 이러한 경우 원자로냉각재펌프의 밀봉과 베어링에 공급되는 기기

냉각수는 비내진범주 I 및 품질등급 D로 설계되어야 한다.

 2) 각 원자로냉각재펌프에 공급되는 기기냉각수는 단일능동고장이나 부록 

3.6.1-1에서 정의된 중에너지 배관파단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범주 I, 품질등

급 C 및 KEPIC MN, 코드등급 3 요건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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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기기 및 설비에 대한 가동중 시험 및 검사를 허용하기 위한 설계 설비가 마련되

어야 한다. 이는 냉각수계통의 건전성과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열교환기 및 배관

과 같은 주요 기기의 적절한 주기 점검을 허용하도록 동 계통을 설계함으로써 정상

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 동안 안전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계통 건전

성 및 능력을 보장한다. 또한, 설계기준에 근접한 조건에서 다음 사항을 보장하도록 

냉각수계통의 안전관련 계통 또는 기기의 운전기능시험을 허용하기 위한 설계 설비

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 구조적 건전성 및 계통 누설 건전성

나. 능동계통 기기의 운전성 및 적절한 성능

다. 정상운전, 원자로 정지, 사고 조건시 요구되는 기능수행을 위한 종합 계통능력

III. 검토절차

   다음의 절차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 근거 및 예비 설계가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에 주어진 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건설허가 검

토 시 사용된다. 

   운영허가신청에 대한 검토 시에는 초기 설계기준 및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에 기술된 최종 설계에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안전심사지침 II

절의 허용기준과 본 검토절차를 사용한다.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 검토의 주요 목적중 하나는 안전에 관련된 동 계통의 기능

을 결정하는 것이다. 모두 안전관련 계통으로 설계되는 냉각수 계통이 있으며, 일부만

이 안전관련으로 설계되는 냉각수 계통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안전기능을 수행하지 않

으므로 비안전관련으로 등급 분류되는 냉각수 계통도 있을 수 있다. 원자로 보조냉각

수계통의 안전범주를 결정하기 위해서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 안전정지조건

을 달성하거나 사고방지 또는 사고완화 기능수행을 위한 냉각수 계통의 필요성을 평

가한다. 모든 설계에서 이들 계통에 의해 수행되는 안전기능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사용되는 방법은 개별 설계자에 종속되므로 발전소별로 다를 수 있다.

   검토주관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는 본 안전심사지침 I절에 기

술된 검토분야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공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동 

검토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보장하도록 한다.

   다양한 설계가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제시된 절차는 계통 전체가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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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계통으로 설계되는 대표적인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에 대한 것이다. 제시되는 독특

한 설계를 고려하여 검토절차의 변경이 있을지라도 계통은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허

용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검토자는 본 절로부터 실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을 선정하고 강조할 수 있다.

 1. 설계근거, 설계기준 및 계통설명을 포함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는 사

용된 설비와 정상 발전소 운전 시 계통의 최소열전달 및 최소유량 요건을 확인하

기 위하여 검토된다. 계통 배관 및 계기도면의 검토는 다음과 같은 계통 기기가 사

용되었음을 입증한다.

가. 원자로 안전정지 달성에 필요한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의 열제거

나. 살수, 환기 냉각기, 집수조 기기와 같은 격납건물 기기 또는 계통에 대한 필수

냉각 제공

다. 붕괴열제거 기기에 대한 냉각 제공

라. 사고결과를 완화하거나 방지하는데 필요한 비상노심냉각펌프 베어링 또는 기

타 비상노심냉각 설비에 대한 냉각 제공

 2. 계통 성능요건은 허용 가능한 기기 운전열화(펌프 누설 등)를 기술하는지와 열화 

과도 시 이들 조건을 감지한 후 조치할 수 있는 절차를 기술하는지를 결정하기 위

하여 검토된다.

 3.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FMEA) 결과를 이용하여 검토자는 사전 승인된 계통이나 독

립적인 계산에 근거하여 계통이 어떠한 능동기기 상실에도 견딜 수 있으며, 최소계

통요건(냉각부하 및 유량)이 이들 고장 조건에 대하여 만족되는지를 결정한다. 계통 

배관 및 계기도면, 배치도, 기기 설명 및 특성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된다.

가. 냉각수계통의 필수부분이 정확히 구분되고, 계통의 비안전관련 부분으로부터 

격리 가능하여야 한다. 배관 및 계기도면은 각 부분 사이의 물리적 구분이 분

명히 나타나야 하며, 요구되는 등급변화를 나타내어야 한다. 계통도면에 격리 

달성을 위한 수단이 나타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하며, 안전성분석보고서 기술

내용은 격리밸브에 대한 최소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도면 및 설명

서는 자동동작 격리밸브가 필수부분으로부터 비필수 부분 및 기기를 구분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특히 다중의 상호 연결된 계열인 경우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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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는 예상운전과도시 적절한 격리에 의해서 최소한 하나의 안전관련 계열

의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비내진 부분으로부터 내진범주 I 부분을 구분하는 격리밸브를 포함한 냉각수계

통의 필수부분은 품질등급 C 및 내진범주 I이어야 한다. 계통 설계근거 및 설

계기준, 그리고 기기 등급분류표는 계통의 필수부분인 열교환기, 펌프, 밸브 및 

배관이 적절한 기준에 따라 내진범주 I 요건으로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검토된다. 본 안전심사지침 I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진설계에 대한 검

토는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에 의해서 수행되며, 내진 및 품질등급분류에 대한 

검토는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에 의해서 수행된다.

다. 본 계통은 필요한 경우 보충수가 공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일 동안 계통

의 예상 누설을 제어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완충탱크를 가지거나 내진설계

된 보충수원이 완충탱크 용량과 동일한 시간간격(시간은 저수위 경보에서 시작

됨) 이내에서 유용성을 보장하도록 폐회로 계통인 냉각수 계통이 검토된다. 완

충탱크 및 연결배관은 보충수가 헤더분리 계통 내에서 어느 한쪽 헤더로 공급

될 수 있는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다중의 완충탱크(각 헤더에 하나) 

또는 분리된 완충탱크의 설계는 헤더가 파단 되는 경우 완충탱크의 전체 용량

상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허용 가능하다.

라. 본 계통은 적절한 운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적합한 설계여유도를 가짐으로써 정

상 운전중 열부하 및 사고조건시 비상노심냉각 열부하를 제거하도록 설계된다. 

계통유량, 열량준위(Heat level), 최대 온도 및 열제거 능력이 과거에 허용된 유

사설계와 비교・분석된다. 계통의 성능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분

석을 수행할 수 있다.

마. 안전에 중요한 계통기기에 대한 적절한 가동중검사와 기능시험을 허용하는 설

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자료는 시험 및 검사 계획을 서술하

여야 하며, 계통도면에는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격리밸브 또는 시험을 위한 

재순환 유로가 펌프 주위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

바. 계통의 필수부분은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파단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

야 한다. 어떠한 고에너지 또는 중에너지 배관계통도 냉각수계통의 필수부분에 

근접하지 않거나 고장영향으로부터 보호되는지를 보증하도록 계통설명 및 배

치도가 검토된다. 이러한 방호수단은 안전성분석보고서 3.6절에 수록되어 있으

며, 이에 대한 검토절차는 관련 절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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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필수 기기 및 부계통(즉, 안전정지에 필요한)은 소외전원 및 계기용 공기계통 

상실인 경우에도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냉각수

계통의 필수부분은 보조전원의 단일고장을 포함하는 단일능동기기의 동시 고

장을 가정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소계통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계통

설계는 허용가능하다. 소외전원 또는 계기용 공기계통의 상실에 의해 악영향을 

받는 냉각수계통의 각 기기 및 부계통에 대하여 계통유량 및 열전달 능력이 

최소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가 검토된다. 계통

이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원상실의 결과로 인한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냉각수상실의 

영향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와 본 안전심사지침 III.4.마 항에 따라 검토된다.

 4. 계통설계 정보 및 도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포함되는지를 보장하기 위해 분석된다.

가. 기기 또는 계통 누설을 탐지하기 위해 누설탐지계통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 기

준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계통의 인접지역에서 적합한 용량과 적

절한 경보를 갖는 집수조나 배수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계통 기기 및 헤더는 계통기능을 보장하고 계통누설을 제어하며 계통보수를 

허용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격리능력이 제공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한 계통에서 다른 계통으로 방사능 누설 또는 화학적 오염을 탐지하는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설계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방사능 감시기 및 전도도 감시기

는 누설을 탐지하기 위하여 계통기기 출구배관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대체수단으로는 요구되는 방향으로 누설이 제어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통을 

고압에서 운전함으로써 누설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라. 본 계통은 냉각수가 정상운전조건, 예상운전과도시 및 가상사고후에도 원자로

냉각재펌프 밀봉 및 베어링에 대한 냉각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필요한 경우 

운전원이 발전소에 대한 수동보호를 개시하는데 20분이 유용하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냉각수 상실을 탐지하는 제어실내 경보와 함께 KEPIC ENB1100에 따른 

계측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 교류전원 완전상실시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건전성을 위한 설계 설비가 마련

되어야 한다. 허용 가능한 설비는 교류전원 완전상실(SBO)에 대비한 대체교류

전원(AAC)으로부터 전력이 공급되어지는 다양한 밀봉주입/냉각계통을 포함하

며, 이들은 대체교류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밀봉주입/냉각계통 및 관련 지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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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주입/냉각을 위한 계통이 교

류전원 완전상실기간을 만족시키도록 요구되는 경우에 계통은 적절한 위치로

부터 계통을 작동시키고 제어하는 능력에 관한 RG 1.155, “Station Blackout”

의 규제방침 C.3.3.4를 준수하여야 한다. 독립적인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냉각

을 제공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서 신청자는 제시된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설

계를 입증하는 정확한 시험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밀봉주입 및 냉각 상실이 연

장된 후에도 밀봉건전성이 유지됨을 증명하여야 한다.

바. 원격수동장치만으로 원자로냉각재펌프에 연결된 기기냉각수 공급 및 회수 배

관을 격리하기 위한 설계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냉각재상실사고시 계통배관

이 방사성물질의 격납건물 외부로의 방출경로가 되는 경우에 원격수동장치로 

배관을 언제 적절히 격리할 것인지와 배관을 얼마나 빨리 격리할 것인지를 결

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어실 운전원이 가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5. 검토자는 지진, 태풍, 홍수와 같은 환경 조건인 경우에도 요구되는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통이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

여 공학적 판단 및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계통을 평가한다.

가. 내진범주 I로 설계되지 않으며 계통의 필수부분에 근접 위치한 계통 또는 다른 

계통의 일부 고장, 또는 냉각수 계통의 필수부분을 둘러싸고 지지하거나 근접

해 있는 비내진범주 I 구조물의 고장이 계통의 필수기능을 손상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비내진범주 기기 또는 배관을 확인하고, 고장인 경우 적합한 기준이 격

리능력을 제공하도록 마련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구조물과 계통에 대한 안전성

분석보고서의 내진설계 등급분류표 뿐만 아니라 부지특성을 기술하는 안전성

분석보고서 제2장, 배열 및 배치도가 검토에 필요하다.

나. 냉각수계통의 필수부분은 홍수, 태풍, 소내⋅외 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홍수방호 및 비산물방호 기준은 안전성분석보고서 제3장 검토와 관련된 안전

심사지침의 관련 절에서 상세히 논의되고 평가된다. 검토자는 제시된 분석이 

유용한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절에서 확인된 절차를 이용한다. 계통이 토

네이도 비산물 및 홍수에 대하여 방호되는 내진범주 I 구조물 내에 위치하거나 

홍수와 비산물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개별 칸막이나 격실에 위치한다는 기술

내용은 허용 가능하다. 제공된 방호수준이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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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및 펌프실(칸막이)의 위치와 설계가 검토된다.

 6. 설계기준사고와 동시에 단일 능동기기고장을 가정하여 계통 필수부분이 기능을 발

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술내용, 배관 및 계기도면, 냉각수계통 도면, 안전

성 분석보고서에서의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이 검토된다. 검토자는 요구되는 기능수

행을 위한 기기능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를 평가하

며, 계통 도면상에서 이들 기기의 유용성을 규명하고, 계통의 최소요구 유량 및 열

전달 요건이 요구되는 시간동안 각 사고조건에서 만족되는지를 확인한다.

 7. 신청자가 보조냉각수계통 내에서의 수격현상 잠재성을 반영하고, 수격현상을 방지

하기 위한 배기, 충수 능력 및 운전절차와 같은 방지 또는 대처 수단이 제공되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성분석보고서가 검토된다. 수격현상 방지 및 완화를 위한 

지침은 NUREG-0927, “Evaluation of Water Hammer Occurrences in Nuclear 

Power Plants”에 나타나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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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은 펌프, 열교환기, 밸브 및 배관, 완충탱크, 보충배관, 타계

통과의 연결부 또는 연계부를 포함한다. 안전정지, 사고예방 또는 사고완화에 필요한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의 부분은 내진범주 I 및 품질등급 C 요건으로 설계된다. 모든 

발전소 운전조건에서 안전관련 노심냉각계통 기기 및 원자로보조설비에 적절한 냉각

을 제공하기 위한 요건에 관해서는 신청자가 제안한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의 설계기

준, 설계근거 및 안전등급분류에 대한 검토에 근거하여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의 설계

가 원자력법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내지 제16조 “설비의 공유”, 제22조 “원

자로냉각계통 등”,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29조 “잔열제거설비”, 제31조 “최

종 열제거설비”,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요건을 만족하여 허용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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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자는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이 지진영향에 견딜 수 있는지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요건을 만족하

고 있다. 이에 대한 허용은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에서 안전관

련 부분은 규제방침 C.1과 비안전관련 부분은 규제방침 C.2를 만족하는데 근거를 

둔다.

 2. 신청자는 정상발전소운전, 예상운전과도 또는 사고조건시 격납건물 내⋅외 비산물

의 영향, 중⋅고에너지 배관파단으로 야기되는 배관 휩, 분사 및 환경조건의 영향, 

유동불안정으로 인한 동적 영향, 그리고 보조냉각수계통의 요구기능의 손상에 관

한 부가적인 하중(즉, 수격현상)에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수격현상 영

향에 관련한 허용은 다음에 근거를 둔다.

가. 통상적으로 정지되어 있고 기포가 발생될 수 있는 액체로 채워진 계통내의 최

고점에 기기 및 배관을 배기시키기 위한 배기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기는 주기적인 운전 및 시험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계통설계가 펌프정지 후 또는 대기상태 동안 기포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는 수격현상을 피하기 위해 펌프로 서서히 충수하는 방법이 제공되거나 부주

의한 수격현상 발생 후에도 기능이 유지되도록 계통이 설계되어야 한다.

다. 운전 및 보수 절차는 기포로 채워진 배관조건으로 인한 수격현상을 피하기 위

하여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었는지를 보장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3. 신청자는 공유로 인해 한 호기에서의 사고인 경우 나머지 호기의 순차적 정지 및 

냉각을 포함하여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의 안전기능 수행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되

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와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4. 신청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로부터 최종열제거원으로 열을 전달

하기 위한 계통을 설치함으로써 냉각수에 관련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신청자는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이 정상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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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외전원상실과 동시에 발생하는 단일고장을 가정한 사고조건에서 이들 구조물, 

계통 및 기기로부터의 조합된 열부하를 전달할 수 있으며 계통 안전기능이 손상되

지 않도록 계통의 일부가 격리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신청

자는 다음사항을 입증하였다.

가. 본 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요건과 본 안전심사지침의 III.4.마 항의 지침에 따라 원자로냉각재펌프의 

밀봉손상 없이 전원상실을 견딜 수 있다.

나.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냉각 배관은 사고시 계속적인 장기간 운전을 허용하기 

위하여 자동 격리되지 않는다.

다. 주제어실 운전원은 원격수동장치로 언제 배관을 적절히 격리할 것인지와 얼마

나 빨리 배관을 격리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와 근거를 가

진다.

 5. 신청자는 안전관련 기기 및 설비의 가동중검사를 허용하는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

의 설계특징을 마련함으로써 냉각수계통의 검사에 관련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는 계통 및 계통기기에 대한 운전기능시험을 허용하는 원자로 보조냉각수계

통 설계특징을 마련함으로써 냉각수계통의 시험에 관련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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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2.4절 식수 및 위생수 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건설허가단계의 검토시에 검토자는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대해 아래 사항

을 검토한다. 운영허가단계의 검토시에 검토자는 건설허가 단계에서 허용된 설계 내용

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설계 확인을 위해 검토자는 본 지침 II항에 제시된 허용기준

에 위배되는지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1. 식수 및 위생수 계통에 대한 계통설명이 검토되어야 하고, 배관 및 계기 도면은 

운영허가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2. 방사성물질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계통과 연결되지 않도식수 및 위생수 계통 계

통 설계 기준을 검토한다.

 3. 다수호기 시설의 공유에 의한 사고 및 안전성 저하를 포함하여 방사능 오염 가능

성에 대한 신청자의 평가를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에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

사에 관한규정”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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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선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

설 등” : 식수및 위생수계통 오염으로부터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액체 유출물의 

방출을 제어할 수 있는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선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식수 및 위생수계통 오염으로부터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액체 유출물의 방출

을 제어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허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계통과 동 계통 사이에는 연결 부위가 없어야 한다.

    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식수계통은 공기 차단(Air gap)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다. 다수호기 시설의 공유에 의한 사고 및 안전성 저하를 포함하여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본 계통이 허용 제한치를 초과한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

음을 보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특정한 경우에 대하여 적절히 본 안전심사지침으로부터 자료를 선택하여 신

청자 제출 자료를 중점 검토한다. 

 1.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동 계통의 교차연결(Cross connection) 부위

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 기준을 검토한다.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계통과 교차하여 



제9.2.4절                                                     개정 4 – 2014.12- 3 -

연결된 부분이 없는지 운영허가 단계에서 배관 및 계기 도면을 확인한다.

 2. 다수호기 시설의 공유에 의한 사고 및 안전성 저하를 포함하여 방사능 오염 가능

성에 대한 신청자의 평가를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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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1. 본 계통은 상수 혹은 기타 수원공급 연결부로부터 오물처리 설비나 다른 발전소 

계통으로 방출되는 지점까지의 모든 기기 및 배관을 포함한다.

 2. 동 계통에 대한 신청자의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검토자는 

방사성 물질로 인하여 계통의 부주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용가능한 설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따라서 본 계통의 설계가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요건을 만족하므로 허용 가능하다. 

 3. 다수호기 시설의 공유에 의한 사고 및 안전성 저하를 포함하여 방사능 오염 가능

성에 대한 평가는 검토자에 의해 수행되고 그 결과는 허용 가능하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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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2.5절 최종 열제거원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최종열제거원은 정상적인 원자로 정지 또는 냉각재상실사고를 포함한 사고에 의한 

원자로 정지 이후에 원자로의 잔열과 필수냉각계통의 열부하 제거를 위한 냉각수원이

다.  최종열제거원의 설계는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 “설비의 공유”,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및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의 요건을 만족하여

야 한다.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최종열제거원을 구성하는 수원을 검토한다. 여기에

는 원자로의 정상, 사고 혹은 정지 조건에 대하여 냉각수공급원(즉, 대양, 호수, 자연 

또는 인공적인 저수조, 강 또는 냉각탑)의 형태와 크기, 적절한 온도로 요구되는 냉각

수를 공급하기 위한 열제거 능력이 포함된다. 이 검토에서는 최종열제거원이 설계코드

요건에 만족되는지를 확인한다.

상세한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냉각수의 공급형태

2. 발전소 전체의 필수 열부하 제거 능력

3. 원자로정지후 지속되는 시간동안 요구되는 화학 및 정화처리와 함께 적절한 온

도로 요구되는 냉각수를 공급하는 최종열제거원의 능력에 대한 환경의 영향

4. 수원의 가용성에 대한 지진, 토네이도, 비산물, 홍수, 태풍의 영향 및 결빙을 포

함한 환경의 악조건이 최종열제거원의 안전기능을 저해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

5. 다수호기 원전에서 냉각수원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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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수계통에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하여 수원의 고수위 및 저수위 설계요건

7. 원자로계통의 열부하, 잠열, 펌프 일과 발전소 보조계통의 개별 및 전체 열부하

에 대한 최종열제거원 설계를 평가하기 위한 열 입력자료

8.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14.3절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관련한 검사, 시험, 분석 및 허용기준을 검토

검토연계분야

   최종열제거원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2.4.1절부터 2.4.14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

로서 최종열제거원의 수위, 기상학적 및 자연 현상에 대한 기준(결빙 효과)과 냉각

재 재고량의 과도 분석을 확인한다. 

 2.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 및 3.2.2절에 따라 수행된 구조물, 계

통 및 기기에 대한 지진의 허용성 및 품질등급을 검토한다.

3.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3.1, 3.3.2, 3.4.2, 3.5.3, 3.7.1∼3.7.4, 3.8.4 

및 3.8.5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안전정지지진, 예상최대홍수 및 토네이도 비

산물과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디도록 계통 및 지원계통을 둘러싼 내진범주 I 

구조물의 능력을 확립하는데 사용된 설계해석, 절차 및 기준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4.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4.1절에 따라 홍수방호에 대해 검토한다.

5.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에 따라 내부 비산물을 검토한다.

6.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5.2절에 따라 외부 비산물을 검토한다.

7.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 

파단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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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1.1절에 따라 가동중 검사 요건이 계통 

기기에 만족되고 운전조건에서 시공재질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9.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3절에 따라 원자로냉각재계통과 비상노심

계통으로부터 최종열제거원으로 전달되는 열부하를 확인한다.

10.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7.1절과 부록 7-A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

서 적절한 운전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계측 및 제어계통의 설계, 설치, 검사, 시

험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11.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8.3.1절에 따라 적절한 운전을 위해 요구

되는 모든 전력계통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다.

12.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9.2.1절에 따라 용수계통 및 패각류에 의

한 유로 차단과 진흙, 침적토, 부식 생성물에 의한 오염 발생을 감지하고 제어하

기 위한 감시 및 제어 계획을 검토한다. 

13. 화재방호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따라 수행한다.

14. 운영기술지침서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6절에 따라 검토한다.

15.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따라 품질보증계획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6호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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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계통 및 계통을 둘러싸는 구조물은 지진, 토네이도,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안전관련 부분과 비안전관련 부분 각각에 대하여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의 규제방침 C.1과 C.2를 만족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 요구되는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에 중요한 공유 계통 및 기기는 관련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 다음의 요

건을 만족해야한다.

가. 정상운전 및 사고상태하에서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열부하를 열제

거원으로 전달시킬 수 있는 능력

나. 소외전원 상실과 동시에 발생하는 단일 능동기기 고장을 가정하여 안전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기의 적절한 다중성 보유

다. 안전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기기, 계통 또는 배관을 격리시킬 수 

있는 능력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 안전관

련 기기 및 설비에 대한 가동중검사, 감시 및 보수와 안전관련 계통 및 기기의 운

전성능시험을 허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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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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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연현상의 영향을 이겨내기 위하여 최종열제거열을 둘러싼 구조물과 최종열거원 

자체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RG 1.27의 규제방침 C1 및 C.2를 참조한다.

 2.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안전에 중요한 공유 계통 및 기기는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개의 발전소에

서 사고동안 여러 발전소에 최종열제거원 사용이 영향을 받지 않는 발전소에 계획

된 정지 및 냉각을 안전하기 위해  안전기능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용수계통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기기 및 계통으로부터 열을 최종열제거원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의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최종

열제거원의 안전관련 기기 및 설비에 대한 가동중검사, 감시 및 보수와 안전관련 

계통 및 기기의 운전성능시험을 허용하도록 설계규정이 만족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다음에 기술된 절차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설계기준 및 예비설계가 본 

안전심사지침 II항의 허용기준에 만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건설허가 심사시에 활

용된다. 운영허가 심사시에 본 절차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최종설계에 초

기 설계기준이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활용된다.

검토자의 요청에 따라 지원부서는 본 안전심사지침 I항에 기술된 검토분야에 대한 검

토결과를 제공한다. 검토자는 이 검토절차를 완료하는데 요구되는 자료를 입수하여 사

용한다.

최종열제거원에 대한 충분한 수원 공급의 가용성은 원전의 기본요건이다. 이 요건을 

만족시키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즉, 대양, 호수, 자연 또는 인공적인 저수조, 

강, 냉각연못, 냉각탑 또는 이들의 조합을 들 수 있다. 최종열제거원의 설계는 각 발전

소의 지리적인 특수성에 따라 독특하게 나타난다. 본 안전심사지침의 목적상 최종열제

거원의 필수적인 특성을 확인하는데 활용되는 전형적인 절차를 제공한다. 검토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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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일반적인 절차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이들을 보완한다.

 1. 제출된 최종열제거원의 전반적인 배치와 형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

서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결빙을 포함한 자연적인 악영향과 소외전원 상실이 발생

했을때 계통의 기능이 요구된 대로 유지되도록 최종열제거원이 설계되었는지를 확

인한다.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통을 평가한다.

가. 최종열제거원에 사용된 열입력은 보수적이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계산한 열부

하를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최종열제거원의 열부하에는 방사성물질의 붕괴열, 

잠열, 펌프일, 최종열제거원을 보조하거나 이에 의존하는 발전소 보조 계통의 

운전에 의한 열부하가 포함된다.

나. 유사한 설계의 발전소 운전자료가 제공된다면 잠열, 펌프일, 발전소 보조계통

에 대한 열입력치를 확인한다.

 2.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총 필수열부하와 용수계통의 유량요건이 최종열제거원의 열제거 능력과 일치

한다.

나. 최종열제거원이 결빙을 포함한 최악의 환경상태하에서 냉각재상실사고를 포함

하여 가능한 최대열부하를 제거할 능력을 가지며, 또한 허용가능한 보충수 공

급능력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최소 30일 동안 발전소를 냉각시키는 대책이 수

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 능력은 독립적인 검증계산으로 확인된다.

다. 수로, 구조물, 인공적인 댐, 최종열제거원과 연결된 배관망이 다른 부지관련사건과 

동시에 발생하는 설계기준 자연현상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현

상 혹은 사건으로부터 생기는 인공구조물의 단일고장이 충분한 냉각수 공급을 막

거나 또는 열제거원의 수온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라. 최종열제거원과 관련된 댐, 경사, 운하 혹은 다른 유량 제어 구조물에 대한 설계는 

가동중 검사와 시험에 대한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마. 최종열제거원의 설계에는 Generic Letter 89-13에서 권고된 것처럼 패각류에 

의한 유로의 차단 문제 및 진흙, 침적토 혹은 부식 생성물에 기인한 오염 발생

을 감지하고 제어하기 위한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3. 최종열제거원으로 냉각탑을 사용하는 발전소에 대하여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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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한다. 

가.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결과는 기계계통(팬, 펌프, 제어기기)이 보조전력원의 고

장을 포함한 단일능동고장에 견딜 수 있고, 안전정지에 요구되는 유량과 온도

로 냉각수를 공급하는 능력을 방해하지 않음을 보여야 한다. 

나. 분지의 수면 변화를 고려하여 충분한 유효흡입수두(NPSH)가 모든 필수펌프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다. 냉각탑은 결빙을 포함한 최악의 환경 상태 조합하에서 설계 냉각수 온도를 제

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분지의 공급수는 허용 가능한 보충수 공급능력을 

확보할 수 없는 한 추가 보충수의 공급 없이 요구된 온도로 30일간 장기냉각

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 대형의 자연적인 또는 인공적인 수원을 무제한적으로 이용하는 원자로 부지는 위의 

1 및 2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검토되며 검토자는 추가로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예정부지 및 발전소 배치 기본도면(건설허가 단계) 

및 최종부지 및 발전소 배치 상세도면(운영허가 단계)의 검토를 통해 취수구와 

배수 관로(개수로 또는 폐수로 형)의 설계가 온배수 재순환 또는 수온 성층화

를 방지하도록 적절히 분리되어 있다.

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인공댐, 제방 또는 기타 구조물 설계기준은 설계기

준 자연현상 또는 역사적으로 관측된 강도의 자연현상 조합에 견딜 수 있는 

요건을 포함한다. 설계기준 자연현상(특히 안전정지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

계되지 않은 댐, 제방, 기타 구조물이 손상되는 경우에 최소 30일동안 냉각수 

공급을 보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이 냉각수원에 남아 있어야 하고 용수계통 

입구에서 요구되는 설계 수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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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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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열제거원 검토에는 냉각공급의 크기와 형태(즉, 대양, 호수, 자연 또는 인공저

수조, 연못, 냉각탑), 최종열제거원으로의 보충수공급이 포함된 신청자가 제출한 최

종열제거원에 대한 설계기준 안전등급의 적합성과 정상 및 사고시 안전정지를 위

한 냉각수 수송능력이 입증됨을 확인한다. 최종열제거원과 그 보조계통은 내진범

주 I, 품질등급 C 요건을 만족한다. 검토자는 최종열제거원의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 “설비

의 공유”,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및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의 

요건을 만족하고 허용되는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신청자는 지진, 토네이도, 토네이도 비산물,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 현상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능력에 관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

인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한다. 그리고 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RG 

1.29의 규제방침 C.1, 비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RG 1.29의 규제방침 C.2 요건을 

만족함으로써 허용가능하다. 

 2. 신청자는 구조물, 계통, 기기의 공유에 대해 능동 또는 수동 고장시 공유가 다른 

호기의 안전정지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증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의 요건을 만족한다.

 3. 신청자는 최종 열제거원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

조 “최종 열제거설비”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4. 신청자는 최종열제거원 계통의 주기검사를 위한 접근성을 보증함으로써 안전관련 

기기 및 설비의 가동중 검사 및 시험, 감시, 보수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의 요건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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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2.6절 응축수 저장시설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응축수 저장시설은 주복수기 집수정(Condenser Hot Well), 저방사능 액체폐기물 재

처리 응축수, 보충수 처리 계통들에 의해 발생된 물의 저장조로 사용된다. 또한 응축

수 저장시설은 여러 보조 계통의 보충수원 또는 물 공급을 위해 사용된다. 응축수 저

장시설은 검토대상 발전소의 특성에 따라 안전관련 여부가 결정된다.

   검토주관부서인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 “설비의 공유”, 제24조 “전력공급설

비”,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및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의 요건에 부합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응축수 

저장탱크에서 기타 계통과의 연결부 또는 경계부까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여러 보조계통으로의 물 공급과 기타 계통으로부터의 물 회수에 관한 응축수 저장

시설의 능력을 검토한다.

 2.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응축수 저장시설을 검토한다.

가. 비상노심냉각계통 또는 안전관련 계통에 연결된 응축수 저장시설 기기의 고장

이 비상노심냉각계통 또는 안전관련 계통의 안전기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 응축수 저장시설의 안전관련 부분은 추운 날씨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자연현

상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 그러한 현상이 계통의 안전기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 응축수 저장시설의 안전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기기의 다중성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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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통기기는 기기품질등급 및 내진설계등급의 설계기준요건을 만족한다.

마. 계통의 누설 또는 저장탱크의 손상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완화시키는 대책이 

제공된다.

바. 저장탱크 넘침의 안전조작, 고-저수위의 점검에 필요한 계측방법, 격리방법에 

대한 대책이 제공된다.

사. 필요한 경우 비안전성인 정상 물 공급으로부터 내진범주 I급 수원으로 자동 전

환하는 수단이 제공된다.

 3. 교류전원 완전상실(SBO) 사고 대응에 응축수 저장시설을 이용하도록 설계된 발전소에 

대하여 응축수 저장시설이 안전심사지침 제8장에 기술된 교류전원 완전상실 요건

을 만족하도록 용량과 능력을 구비했는지를 확인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응축수 저장시설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

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9.6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응축수 저장시

설의 가동중 펌프 및 밸브 시험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또한 응축수 저장시설

과 연계된 운영기술지침서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16.0절에 따라 검토한다. 화재방호

는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따라 검토한다. 

 2.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3.1절, 3.3.2절, 3.5.3절, 3.7.1절에서 3.7.4

절까지, 3.8.4절 및 3.8.5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안전정지지진, 예상최대홍수 

및 토네이도 비산물과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디도록 계통 및 지원계통을 둘러

싼 내진범주 I 구조물의 능력을 확립하는데 사용된 설계해석, 절차 및 기준의 적합

성을 결정하고 안전심사지침 3.4.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홍수방호에 대해 검

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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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내 비산물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소외 비산물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2절에 따라 수행한다.

다.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파단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수행한다.

라. 적용 가능한 코드 및 표준에 따른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의 설계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1절에서 3.9.3절에 따라 수행한다.

 

 4.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1.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응축

수 저장설비의 방사능농도를 검토한다.

 5.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3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최소 응축

수 저장 용량을 평가하고 정상운전과 사고기간 중 설비에 요구되는 기능의 안전성

부분을 확인한다. 

 6. 기계재료분야 및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기기의 내진등급, 품질등급이 허용됨을 결정한다.

 7.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1.1절과 6.6절에 검토주관부서로서 건설

시 재료가 운전조건에서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고, 계통기기들이 가동중검사 요건

을 만족함을 확인한다.

 8.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8.3.1절, 8.3.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적절한 운전이 요구되는 모든 전기계통(감지, 제어 및 전원)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또한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교류전원 완전상실 요

건 관점에서 발전소를 검토하여 교류전원 완전상실 기간중 응축수 저장시설의 능

력과 용량 측면에서 안전심사지침 9.2.6절의 검토에 협조한다.

 9.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제7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적합한 운

전에 요구되는 모든 계측제어계통(감지, 제어 및 전원)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

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10.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2.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종사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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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사선 피폭량이 가능한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설계가 보증됨을 검토한다.

11.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제17장에 상당하는 별도의 품질보증계획서

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품질보증계획의 검토를 수행한다.

12. 응축수 저장설비는 발전소 정지중 정상 붕괴열 제거 상실사고시 노심냉각수로 공

급될 수 있는 선택적 사안인 것과 같이 발전소 정지 위험의 체계적 평가가 포함될 

수 있으며, 중대사고분야 담당부서는 계획된 안전심사지침 제19장에 대한 검토주

관부서로서 발전소 정지위험평가를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규정”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이 상실되지 않고 지진과 기타 자연현

상에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안전기능 수행을 

위한 공유 계통 및 기기의 능력에 관련된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교류전원 완전

상실을 견디거나 회복할 수 있는 발전소 능력을 지원하는 설계와 관련된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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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가. 정상 및 사고상태에서 외부전원 상실과 동시에 발생하는 단일 능동기기의 

고장을 가정하여 안전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기의 다중성

 나. 계통의 안전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필요시 기기, 부계통 또는 배관을 격

리 할 수 있는 능력

 다. 안전관련 냉각계통에 충분한 보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응축수 저장시설은 액체 방사성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탱크와 계통에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를 만족하여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안전

관련 기기 및 장치의 가동중시험 및 가동중검사가 가능하도록 마련된 설계규정과 

관련된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응축수 저장시설의 설계 허용은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 “설비의 공

유”,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Regulatory Guide(이하 

“RG")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

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

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

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로 계통에서 응축수 저장시설이 안전정지 또는 사고완화를 위한 물공급의 최

적 수단일 경우 응축수 저장시설은 종합적인 시설설계가 다음 기준에 따르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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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

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이 상실되지 않고 지진

과 기타 자연현상에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즉 지진의 영향을 이겨낼 수 

있는 계통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만일 계통의 어느 부분이 안전관련이면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규제방침 C.1을 만족해야 하며 비안전관

련 기능에 관련되면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규제방침 C.2를 

만족하는 것에 근거하여 허용된다. 이는 사고를 완화, 예방하기 위한 냉각수원

으로서 응축수 저장시설이 사용되도록 설계된 발전소에 있어서 응축수 저장설

비 부분 또는 원자로를 정지, 안전정지상태로 유지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계통

과 중첩된 부분은 자연현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의 요건의 

만족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소외피폭을 예방하고 사고시 적절한 원자로의 냉

각이 가능할 것이다.

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 안전기능 

수행을 위한 공유 계통 및 기기의 능력에 관련된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응축

수 저장시설이 사고에 대응하도록 발전소를 지원하는 계통으로 설계된 발전소

에서는 노심으로부터 붕괴열을 제거하기 위한 물 공급원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동 요건의 만족은 다수호기 부지에서 어느 한 호기에 발생한 사고 또는 기기

손상의 영향이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호기로 전파되지 않음을 보장한다.

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 교류전원 

완전상실을 견디거나 회복할 수 있는 발전소 능력을 지원하는 설계와 관련된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허용기준은 RG 1.155, “Station Blackout”의 규제지침

에 근거한다. 동 요건은 교류전원 완전상실에 대응하는 발전소 지원계통에 포

함되도록 설계된 응축수 저장시설에 적용된다. 이러한 발전소에서 응축수 저장

시설은 붕괴열을 제거하기 위한 급수원을 제공하며, 응축수 저장시설의 용량 

및 능력은 교류전원 완전상실시 발전소에서 요구되는 붕괴열제거 요건을 만족

시켜야 한다. RG 1.155, “Station Blackout”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를 만족하기 위한 상세지침을 제공한다. 

응축수 저장시설에 규칙 제24조를 적용하는 것은 교류전원 완전상실시 적절한 

노심냉각을 보증하기 위해 붕괴열 제거원의 요구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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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보장한다.

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다음 사

항을 만족해야 한다.

 1) 정상 및 사고상태에서 외부전원 상실과 동시에 발생하는 단일 능동기기의 

고장을 가정하여 안전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기의 다중성

 2) 계통의 안전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필요시 기기, 부계통 또는 배관을 격리 

할 수 있는 능력

 3) 안전관련 냉각계통에 충분한 보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

마.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안전관련 기기 및 장치의 가동중시험 및 가동중검사가 가능하도록 마련된 설

계규정과 관련된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이는 응축수 저장시설이 노심의 냉각

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발전소에서 응축수 저장시설은 안전관련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

미한다. 계통의 열화 또는 손상징후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방안으로서 동 요

건의 만족은 응축수 저장시설이 안전관련 기기를 냉각하거나 붕괴열을 제거하

는 신뢰할 만한 기능이 있음을 보장한다. 또한, 구조물의 건전성, 계통의 누설

방지, 능동기기의 운전성 및 성능, 정상운전, 원자로정지 및 사고 상태에서 전

체계통의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과 관련된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이

는 응축수 저장시설이 노심냉각수원을 제공하도록 발전소설계에 포함될 수 있

으며, 이 시험은 전반적인 계통의 운전성, 계통 내 능동기기의 성능과 운전성

을 포함한다.  동 요건에 따라 응축수 저장시설이 성능 또는 계통압력경계의 

저하를 감지하기 위한 시험을 허용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붕괴열 제거와 안전관

련 기기에 냉각을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기능을 보장한다.

 2. 응축수 저장시설은 액체 방사성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탱크와 계통에 관련된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를 만족하여야 한다. 허용기준은 RG 1.143, “Design Guidance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stalled In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에 근거한다. 이는 2차 냉각재계통과 연결된 응축수 저장시

설이 잠재적으로 방사성물질을 함유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동 요건의 만족은 

운전원이나 공공에 방사선 피폭이 가능한 한 적음을 보장한다. RG 1.143, “Design 



제9.2.6절                                                     개정 4 - 2014. 12- 8 -

Guidance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stalled In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를 수행하는 상세지

침을 제공한다. 이 규제지침을 따르는 것은 응축수 저장시설의 설계가 제어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임을 보장한다. 

III. 검토절차

   다음의 절차는 건설허가심사 동안에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과 

예비설계가 Ⅱ항의 허용기준에 만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운영허가 심

사동안에는 본 절차는 초기의 설계기준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종설계에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활용된다. 운영허가 심사에는 신청자가 준비한 운

영기술지침서의 내용과 의도가 계통의 최소성능 시험 및 감시에 대한 요건과 일치하

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검토주관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는 I항에 기술된 검토분야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공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동 검토절차가 완료

되었음을 보장하도록 한다.

응축수 저장시설은 발전소에 따라 안전관련 또는 비안전관련 시설로 설계된다. 이 시

설이 수행하는 안전기능은 원자로의 안전정지를 위해 필요한 때 적절한 양의 물을 공

급하는 것이다. 복수기 집수정과 기타 보조계통으로의 보충수 공급과 같은 응축수 저

장시설의 기능 고장이 동 계통들의 안전관련 기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한다.

   다음 사항은 안전관련인 경우 대표적인 응축수 저장시설에 대한 검토절차이다. 응

축수 저장시설의 설계가 특이한 경우 검토자는 다음의 검토절차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계통설계는 Ⅱ항의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는 시설에 대한 설명, 계통도면이 다음과 같이 정상 및 비정상 

운전, 사고상태에서 사용되는 응축수 저장시설의 기기를 기술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가. 보조급수계통 및 기타 안전관련계통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유량 요건과 

시설의 기능요건이 기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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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기의 운전열화(예를 들면 펌프의 누설) 한계가 기술되며, 기능열화 상태를 

감지하고 올바르게 하기 위한 절차가 기술된다.  검토자는 고장형태 및 영향분

석, 독립적인 계산을 통하여 시설이 능동기기의 손상에 대응할 수 있고 안전관

련계통의 최소유량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2. 시설의 계통도면, 배치도면, 기기의 설명과 특성이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가. 응축수 저장시설의 안전관련 부분이 올바르게 식별되고 비안전관련 부분으로

부터 격리가 가능하다.  계통 각 부분의 물리적인 구분을 명확히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통도면을 검토한다. 계통도면이 격리방법을 나타내고 있는

지를 검토한다. 격리밸브에 대한 최소 성능요건을 식별하기 위하여 시설의 설

명을 검토한다.

나. 비내진부분으로부터 내진범주 I 부분을 구분하는 격리밸브를 포함하여 응축수  

저장시설의 안전관련 부분은 품질등급 C, 내진범주 I이다.

다. 안전에 중요한 계통기기의 가동중검사 및 기능시험을 위한 설계규정이 포함된

다. 안전성분석보고서가 시험 및 검사계획을 서술하고 있고 계통도면에서 이 

계획에 의해 요구되는 격리밸브 또는 펌프 주위의 시험 재순환루프가 나타나 

있으면 허용된다.

 3. 검토자는 토네이도, 태풍, 홍수 등 자연적인 현상 및 외부전원상실, 또는 교류전원 

완전상실사고시에 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계통이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학적 판단, 고장 형태 및 영향분석의 결

과로서 시설을 평가한다.

가. 시설의 일부분, 또는 내진범주 I 이 아니며 시설의 안전관련 부분에 근접한 기

타계통, 또는 응축수 저장시설의 안전관련부분을 지지하고 둘러싸거나 주변에 

위치한 비내진범주 I 인 구조물의 손상이 안전관련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다. 

부지특성, 일반배열 및 배치도면을 기술한 안전성분석보고서 2장과 구조물 및 

시설의 내진설계 등급표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상기 조건의 만족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면 허용 가능하다.

나. 응축수 저장시설의 안전관련부분은 홍수, 한냉조건, 태풍, 토네이도, 소내외 비

산물로부터 보호된다. 홍수방호와 비산물방호기준은 안전심사지침 3장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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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게 검토 및 평가된다. 시설 및 구조물의 위치 및 설계는 방호의 정도가 

적절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시설이 태풍, 비산물 및 홍수로부터 방

호되는 내진범주 I 구조물에 위치해 있거나 시설의 기기가 결빙, 홍수 및 비산

물의 영향을 이겨내는 개개의 구조물에 위치한다고 기술되면 허용 가능하다.

다. 응축수 저장시설은 응축수 저장탱크의 저수위를 고려하여 안전관련 펌프입구

에서 충분한 유효흡입수두를 제공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응축수 저장탱크

의 최소 수위와 펌프의 수력학적 평가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펌프의 유효흡

입수두에 대한 신청자의 결론을 확인하는 독립적인 계산이 필요할 것이다.

라. 응축수 저장탱크에는 수위가 안전관련계통을 위해 최소의 응축수 보유량을 지

시하는 저수위 설정치에 도달할 때 탱크의 수위감지와 경보를 위한 계측기가 

설치된다.

마. 응축수 저장탱크 넘침 배관은 방사성폐기물계통에 연결된다. 옥외저장탱크에는 

탱크의 넘침 또는 손상 시 범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방이나 집수조가 있다. 비 

안전관련저장시설에 대하여는 내진범주 I의 제방 또는 집수조의 필요성이 검토

된다. RG 1.143, “Design Guidance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stalled In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고수위상태는 제어실과 현장에 경보를 발생

시킨다.

바. 시설의 안전관련 부분은 고에너지 배관 및 중에너지 배관 파단 또는 균열의 

영향으로부터 방호된다. 고-중에너지 배관이 응축수 저장시설의 안전관련부분

에 인접하지 않는지 또는 고장의 영향에서 방호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

치도면을 검토한다. 그러한 방호를 제공하는 방법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3.6절

에 주어지며 이러한 정보를 검토하는 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서 주

어진다.

사. 응축수 저장시설의 안전관련기기 및 부계통(안전정지에 필요한 계통)의 기능은 

외부전원상실에 의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응축수 저장시설의 설계는 이러한 

관점에서 만일 최소 계통요건이 소내전원 요건과 일치한다면 허용될 수 있다.

아. 응축수 저장탱크는 필요할 경우 정상 비안전관련 수원에서 내진범주 I 수원으

로 자동적으로 전환되도록 설계된다.

자. 만일 안전정지 또는 사고완화를 위해 비안전관련 응축수 저장원에서 안전관련 

수원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면 자동 전환장치가 안전관련 계통 또는 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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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모든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차. 응축수 저장시설의 용량과 동 시설에서 이송되는 유량특성은 안전심사지침 제

8장에서 검토된 것과 같이 교류전원 완전상실에서 회복되고 견디는 것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충분하여야 한다. RG 1.155, “Station Blackout”의 규제방침 

C.3.2, C.3.3.2 및 C.3.5는 붕괴열제거를 위한 응축수 저장시설에 적용한다.

 4. 응축수 저장시설의 안전관련 부분이 단일 능동기기 고장을 고려하여 설계기준사고

발생시 요구되는 기능을 할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 계

통도면,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기기의 기능수행 능력을 결정

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을 평가하고 계통도면에서 이들 기기의 가용

성을 추적한다. 또한 검토자는 요구되는 시간 동안에 각 사고상황에 대해 계통의 

유량요건이 만족되는 지를 확인한다. 각각의 경우에 최소 계통유량요건이 만족되

면 설계는 허용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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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응축수 저장시설에는 다른 계통과의 연결 또는 경계의 관점에서 시설과 관련된 모

든 기기 및 배관이 포함된다. 이 검토는 응축수 저장시설에 대한 신청자의 설계기준의 

적합성이나 정상, 비정상, 사고상황 동안 안전관련계통에 충분한 물공급요건의 적합성

을 결정하였다.

   안전정지 또는 사고결과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응축수 저장시설의 부분은 내진범주 

I 및 품질등급 C로 분류된다. 검토자는 응축수 저장시설의 설계가 허용가능하고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6조 “설비의 공유”, 제24조 “전력공

급설비”,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및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결정은 

다음 사항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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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자는 지진의 영향을 이겨낼 수 있는 안전관련 부분의 관점에서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만족하고 있다. 만일 어떤 부분이 안전관련부

분이면 허용기준은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의 규제방침 C.1이며, 

비안전관련 부분이면 허용기준은 RG 1.29의 규제방침 C.2이다. 동 계통 일부의 고

장 또는 오기능이 안전정지, 사고방지 및 사고완화를 위해 필요한 안전관련 계통 

혹은 기기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 이를 안전관련으로 고려한다.

 2. 신청자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관점에서 그러한 공유가 능동 또는 수동 고

장시 어느 한 발전소의 안전정지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제시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3. 신청자는 냉각수계통의 관점에서 충분한 다중성과 능력이 있어 외부전원 상실과 

함께 단일고장이 운전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음과 또한 안전관련 냉각계통에 

충분한 보충수 공급능력과 계통의 성능저하가 없이 기기, 부계통, 배관을 격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와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는 교류전원 완전상실동안 응축수 저장시설의 용량과 능력에 있어 교류전원 

완전상실 동안 요구유량과 용량을 제공할 수 있음을 제시하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를 만족한다. 응축수 저장시설의 

허용기준은 RG 1.155, “Station Blackout”의 규제방침 C.3.2, C.3.3.2 및 C.3.5의 

지침을 만족하는 것에 근거한다.

 4. 신청자는 액체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격납건물 외곽에 설치된 탱크에 대해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요건을 만족한다. 허용기준은 RG 1.143, “Design Guidance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stalled In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의 규제방침 C.1.2를 만족되는 것에 근거한다.

 5. 신청자는 안전관련 기기의 가동중 검사의 관점에서 주기적인 검사를 위한 응축수  

저장계통의 접근성을 제시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는 주기적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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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시험 및 기능시험의 관점에서 구조적 건전성, 운전가능성, 능동기기의 성능, 계

통전체의 운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상기동, 정지절차 수행 중 또는 정상운

전 중 사고를 완화시키거나 안전정지를 위한 계통의 성능 저하 없이 최대의 용량

에서 계통을 운전하기 위한 능력을 제시함으로써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요건을 만족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7. Regulatory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8. Regulatory Guide 1.59, “Design Basis Floods for Nuclear Power Plants”

 9. Regulatory Guide 1.76, “Design Basis Tornado for Nuclear Power Plants”

10. Regulatory Guide 1.102, “Flood Protection for Nuclear Power Plants”

11. Regulatory Guide 1.117, “Tornado Design Classification”

12. Regulatory Guide 1.143, “Design Guidance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stalled In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13. Regulatory Guide 1.155, “Station Blackout”

14. 10 CFR 50.63 “Loss of all Alternating Current Power”

15. 10 CFR 100 “Reactor Site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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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3.1절 압축공기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압축공기계통 중 계기용 공기계통은 안전성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 및 

기기 운전에 요구되는 압축공기를 제공하는 안전기능을 갖고 있으며, 압축공기가 사용

되는 계통이나 기기들은 다양한 종류의 부하와 이에 상응하는 압축공기를 필요로 하

므로 압축공기가 공급되는 계통 및 기기들간의 상호 영향에 의해서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압축공기계통을 심사하는 목적

은 압축공기계통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계기용 공기계통이 적정한 공기품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상운전이나 과도, 고장 또는 비상조건 등에서 압축공기 공급계통의 부주

의한 작동, 배관의 파단, 직류전원의 상실, 기기의 오작동과 같은 가상사건으로 공기압

력이 완전 또는 급격하게 상실되거나, 이로 인한 분배계통의 일부나 전체에 걸쳐 부분

적 또는 점진적 공기압력의 상실, 그리고 기기 오작동이나 고장으로 인한 압력 상승시

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서 동 계통의 운전성이 확보되고, 계통설계시 고려된 고유 

안전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함이다.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소내용기기와 안전관련 및 비안전관련 기기에 압축된 공

기를 공급하는 압축공기계통을 검토한다. 압축공기계통은 안전관련 및 비안전관련 기

기와 계통에 제어용 공기를 공급하는 계측 및 제어용 공기계통(이하 “계기용 공기계

통 ”이라 함)과 비안전관련 작업용기기(예 : 기압장치, 세정장치 등)의 운전을 위해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발전소 작업용 공기계통(이하 “작업용 공기계통”이라 함)과 같

이 2개 계통이나 보조계통으로 구성된다.  이 두 계통이 상호연결되어 있다면, 검토영

역은 계기용 공기계통을 포함해서 2개 계통사이의 모든 연결부분의 먼 최외곽 격리밸

브까지가 되고, 작업용 공기계통에서 계기용 공기계통으로 공급되어지는 압축공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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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품질에 대한 평가사항도 포함한다. 만일 두 계통이 서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검토

영역은 계기용 공기계통으로 제한된다.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외적요인에 대한 설계기준), 제16조(설비의 공유)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

시 제2012-17호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12-17호 (안

전관련 펌프 및 밸브 가동중시험에 관한 규정)와 일반설계기준 1, 2, 5 요건의 적합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에서 기술된 압축공기계통 분야를 검토한다. 계통성능분야 담당

부서는 10 CFR 50.63(교류전원 상실사고) 요건을 만족시킴을 확인하기 위하여 압축공

기계통의 다음 사항을 검토하며 다른 분야 검토자의 의견을 종합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이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계

통의 비안전관련 부분으로 부터 격리가 가능한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기용 공기계통

을 검토한다.

 2.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비안전관련 부분 또는 비내진범주 I인 장치나 기기의 고

장영향이 계기용 공기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기용 공기계통을 검토한다.

 3.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계기용 공기계통에 의해 공급되는 안전관련 또는 비안전

관련 공기구동장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통을 검토하며, 또한 안전관련 기능수행

을 위한 각 장치에 공기 공급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통을 검토한다.

 4.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기기의 고장 또는 압축공기원의 상실로 인하여 안전관련 

계통, 부계통 또는 장치가 안전관련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음을 확

인하기 위하여 계통을 검토한다.

 5.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계기용 압축공기계통의 설계를 다음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가. 기기의 오동작시 계통의 일부 또는 기기를 격리시키는 능력

나. 계통이 정확한 형태(예 : 밸브위치지시, 압력)로 운전 중임을 결정하고 확인하

기 위한 계측제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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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악화된 환경조건, 교류전원 완전상실을 포함한 비정상적인 운전조건, 또는 소

외전원상실과 동시에 발생하는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나 주증기배관 파단과 

같은 사고조건에서 계통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러한 사고조건에서 

고려되는 기간은 사고조건의 개시시점부터 계기용 공기계통의 안전기능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을 때까지의 시간임).

라. 깨끗하고 건조하며 유분이 함유되지 않은 계기용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계통

(계기용 공기계통에 대한 후비공급능력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연결계통을 포함) 능

력

마. 계기용 공기계통의 기기에 공급되는 공기의 품질을 주기적으로 시험하기 위한 

설비

바. 계기용 공기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한 주기적인 압력, 누설 및 기능시험을 

위한 설비

사. 기기가 보수 또는 수리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계기용 공기계통의 기능수행을 

위한 적절한 재고량 및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설비

아. 계기용 공기계통의 방사성물질 오염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적용가능한 경

우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계통으로부터 계기용 공기계통으로의 누설탐지와 환

경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자. 공기축압기나 질소축압기, 또는 1차 및 2차 계통의 동력구동 방출밸브에 사용

되는 질소계통으로부터의 공기 품질과 과압방지

차. 동력구동 방출밸브를 위하여 사용되는 축압기에 대한 주기적인 압력 및 누설 

시험을 위한 설비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압축공기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6절에 따라 수행한다. 동력구동방출밸브에 사용되는 공기축압기 

또는 질소축압기의 용량에 대한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5.2.2절에 따라 수행

한다. 교류전원 완전상실(SBO)시에 대한 압축공기계통의 용량과 능력에 대한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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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3.1절에 따라 수행한다. 화재방호계통과 가동전 시험계

획 및 시운전 시험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과 안전심사지

침 14.2절에 따라 수행한다. 운영기술지침서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장에 따라 수행한다.

 2. 기계재료분야 및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계통기기에 대한 내진 및 품질 등급분류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

침 3.2.1절 및 3.2.2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내진범주 I 기기의 내진검증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0절에 따라 수행한다.

다. 안전심사지침 3.3.1절, 3.3.2절, 3.5.3절, 3.7.1절에서 3.7.4절까지, 3.8.4절 및 3.8.5

절에 따라 안전정지지진(SSE), 가능최대홍수(PMF), 토네이도 비산물 등과 같은 

자연현상 효과를 견디기 위하여 계통을 지지하는 내진범주 I인 구조물의 능력

을 확립하는데 사용된 설계해석, 절차 및 기준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라. 안전심사지침 3.4.1절에 따라 홍수방호에 대해 검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소내 비산물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 및 3.5.1.2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소외 비산물에 대한 구조물, 계통, 기기의 방호는 안전심사지침 3.5.2절에 따라 

수행한다.

다.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파단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수행한다.

라. 적용 가능한 코드 및 표준에 따른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의 설계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1절에서 3.9.3절에 따라 수행한다.

마. 환경검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따라 수행한다.

 4.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가동중검

사요건이 계통 기기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조건에 대한 건

설재료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5. 계측제어분야 및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각각 안전심사지침 7.7절 및 8.1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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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모든 필수 전기기기, 계통제어 및 계측기에 대한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6.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8.4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교류전원 

완전상실(SBO)에 대한 고려사항의 적합성 검토를 안전심사지침 8.4절에 따라 수행

한다.

 7.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상당하는 별도의 품질보증계획서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품질보증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압축공기계통 설계는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7호 등에 규정된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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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회고시 제2012-17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고시), 제

2012-23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 가동중시험에 관한 규정) :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 계통 및 기기는 수행되어야 하는 안전기능의 중요성에 부합되는 품질기준에 따

라 설계, 제작, 설치되어 시험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인에 대한 설계기준) : 안전에 

중요한 압축공기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 수행능력 상실없이 지진

을 포함한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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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일반설계기준 5를 만족하여야 한다.

4. 10 CFR 50.63(교류전원 완전상실) : 교류전원 완전상실로부터 회복까지의 특정 기간

동안 견딜 수 있는 발전소 능력에 대하여서는 10CFR50.63(교류전원 완전상실) 요건

을 만족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

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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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

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

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안전기능의 중요성에 부합되는 품질기준에 따라 설

계, 제작, 설치되어 시험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서는 원

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7호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12-23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 가동중시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을 합

리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으로서 최소한의 계기용 공기품질이 ANSI/ISA-S7.3-R1981 

(Quality Standard for instrument air)에 명시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허용 가

능하다.

 2. 안전에 중요한 압축공기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 수행능력 상실없

이 지진을 포함한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인에 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

한 압축공기계통의 내진설계등급 분류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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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안전정지지진에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가압경수로형 원전의 시설특성과 

허용된 확인방법으로 부지안전정지지진이 발생하여도 수행능력이 지속되도록 설계

되어야 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내진분류 등급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RG 

1.29의 규제입장 C.1에서는 계기용 공기계통은 지진발생 동안에 계속적으로 기능

을 유지하여 안전관련 기기의 작동과 제어를 위해 필요한 압축공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구조물, 계통, 기기의 기초나 지지물을 포함하여 안전정지에 

요구되는 계통은 내진분류 1등급으로 분류되고 부지안전정지지진에도 견디고 기능

이 지속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RG 1.29의 규제입장 C.2에서는 

동 RG의 규제입장 C.1과 지속적인 기능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어떤 내진분류 I 발

전소설비의 기능이 허용할 수 없는 안전수준으로 감소되거나 주제어실 거주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손상을 일으키는 구조물, 계통, 기기들은 부지안전정

지지진에서도 그러한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합리적으로 만족하

는 수준으로서 내진등급분류와 관련하여 RG 1.29의 규제입장 C.1 및 C. 2를 만족

하면 허용 가능하다.

3.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에 관하여서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수호기 부지에서 압

축공기계통(계기용 공기계통)은 정상운전, 과도 및 사고기간 동안 안전기능을 수행

하는 기기의 작동과 제어에 필요한 압축공기를 공급하므로 이 계통을 공유함으로

서 어느 호기에서 발생한 계통기기의 고장이나 사고에 관계없이 각 호기를 위한 

안전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과 기기의 능력을 위해롭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따라서 다수호기의 부지에서 압축공기계통이 어느 호기의 사고나 고장으로 인

해 각 호기의 순차적 정지와 냉각을 포함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에 손상을 

끼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 설비의 공유에 관하여 동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허

용 가능하다. 

4.  10 CFR 50.63(교류전원 완전상실) : 교류전원 완전상실로부터 회복까지의 특정 기

간동안 견딜 수 있는 발전소 능력에 대하여서는 10CFR50.63(교류전원 완전상실)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0CFR 50.63(교류전원 완전상실)에서는 허가된 가압경수

로형 원자력발전소 각 호기별로 교류전원 완전상실로부터 회복까지의 특정 기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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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견딜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 압축공기계통은 교류전원 완전상실에 따른 노

심냉각과 붕괴열 제거, 격납건물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기를 작동시키거

나 제어하는데 압축공기를 공급할 것이므로 RG 1.155에서는 10CFR50.63(교류전원 

완전 상실)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허용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RG 

1.155의 규제입장 3.2.2는 교류전원 완전 상실에 대처할 수 있는 발전소의 능력을 

결정할 때 압축공기의 용량을 포함하여 교류전원 완전상실에 따른 노심냉각과 붕

괴열 제거에 필요한 모든 계통과 기기의 능력이 결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RG 1.155의 규제입장 3.3.3는 압축공기의 용량이 교류전원 완전 상실에 충분히 대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후비 압축공기 공급원의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준다. 

RG 1.155의 규제입장 3.5는 10CFR50 Appendix B(품질보증 요건)이 반영되지 못한 

비안전성관련 기기에 대해 10CFR50.63요건을 따르기 위한 제원과 품질보증 지침

을 제공한다. 교류전원 완전 상실로부터 견디어내고 대응하며 회복하는 능력에 대

한 10CFR50.63과 RG 1.155의 규제입장들은 소외 및 소내 비상교류전원계통의 동

시 상실시에 허용될 수 없는 소외사고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방호능력을 제공

한다. 따라서 교류전원 완전상실로부터 회복하고 특정한 기간동안에 발전소가 이

를 견디도록 압축공기계통 설계와 발전소의 능력이 10CFR50.63(교류전원 완전상

실)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하다. 

III. 검토절차

   다음에 기술하는 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하며, 허용기준과 차이점

에 대하여서 검토자는 신청자의 의도된 대체방법의 평가내용이 해당 규제요건의 II항

(허용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아래의 절차는 건설허가심사중에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 및 근거와 

예비설계가 본 안전심사지침 II항 허용기준에 나타난 권고사항이나 요건을 만족하는지

를 결정한다. 운영허가심사인 경우 본 절차는 초기 설계기준 및 근거가 최종안전성분

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종설계에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운영허가와 설계인증 심사절차에서는 신청자가 기술한 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이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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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최소성능 및 감시에 대한 요건과 일치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발전소별로 다양한 압축공기계통의 설계가 제공되기 때문에 계통요건도 변동이 된

다. 본 안전심사지침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압축공기계통은 두 개의 독립계통인 발전소 

작업용 공기계통과 계기용 공기계통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는 계통설명에 있는 정보로 부터 작업용 공기계통이 계기용 공기

의 후비공급원으로서 계기용 공기계통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두 계통이 상

호 연결되어 있다면 검토범위는 계기용 공기계통에서부터 두 계통 사이의 모든 상호

연결부에 있는 최외곽 격리밸브까지 연장된다. 직렬 연결된 두 개의 자동동작 격리밸

브가 계기용 공기계통으로부터 작업용 공기계통을 분리시키고, 이 격리밸브들이 등급 

C, 내진범주 I등급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면과 계통 설명서가 검토된다. 작업용 공

기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공기의 품질이 ANSI/ISA-S7.3-R1981의 공기 품질요건을 만족

시키는지를 검토한다. 계통이 연결되지 않다면 검토는 계기용 공기계통으로 제한된다.

 1.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통설명, 계통도면, 배치도면, 기기설명 및 특성

을 검토한다.

가. 계기용 공기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이 비안전관련 부분과 확실히 구별되고 격리 

가능하다. 각 부분 사이의 물리적 구분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도면을 검토한다. 또한 계통도면은 격리를 하기 위한 수단을 보여주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되며, 계통설명은 격리밸브의 최소성능요건을 확인하

기 위하여 검토된다. 대표적인 계통의 경우에 있어서 직렬연결된 두 개의 자동

동작 격리밸브가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으로부터 비 안전관련 부분을 분리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면과 설명이 검토된다.

나. 안전관련 부분과 비안전관련 부분을 분리하는 격리밸브를 포함하여 계기용 공

기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품질등급 C, 내진범주 I등급으로 분류된다. 계통성능

분야 담당부서는 이러한 등급분류가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계통도면에 설계등급

의 변동부분이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통 및 기기 설명을 검토한

다. 내진설계에 대한 검토와 내진 및 품질등급은 본 안전심사지침 I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검토연계분야에서 검토를 수행한다.

다. 위에서 기술된 발전소 서비스공기계통 뿐만 아니라 계기용 공기계통에 보충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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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 압축공기를 제공하도록 설계되는 공기축압기나 질소축압기, 그리고 질소

계통을 포함하는 상호연결계통을 확인한다.

라. 공기축압기나 질소축압기가 압축공기 공급 또는 후비 공기공급원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계통 및 기기(예를 들면, 안전방출밸브, 솔레노이드 구동자 등)에 대

한 잠재된 과압의 영향이 검토된다.

 2. ANSI/ISA-S7.3-R1981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기용 공기계통에 

연결되었거나 공기축압기 또는 질소축압기, 질소가스계통과 같은 후비 계통들, 또

는 후비 계기용 공기계통으로 설계된 다른 공기계통들을 포함한 계기용 공기계통

이 검토된다.

가. 외부설치물(계기용 공기계통의 일부가 외부대기에 노출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배관압력에서의 노점은 발전소부지에서 기록된 최저 주위온도보다 적어도 10℃

(18℉) 낮아야 한다. 내부설치물(전체 계기용 공기계통이 건물내부에 설치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배관압력에서의 노점은 계기용 공기계통이 연중 노출되는 최

저온도 보다 적어도 10℃(18℉) 낮아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부설치물에 대

한 배관압력에서의 노점이 2℃(약 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계기용 공기흐름에서의 입자 최대크기는 3μm이어야 한다.

다. 비응축성 기체를 제외한 최대 오일 또는 탄화수소 총함유량은 가능한 한 중량

비(w/w) 또는 체적비(v/v)가 0에 가까워야 하며 정상운전조건에서는 어떠한 경

우에도 1ppm의 중량비 또는 체적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계기용 공기에는 계기용 공기흐름에 혼입될 수 있는 부식성 오염물질, 유해가

스,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이 없어야 한다. 

마. 계기용 공기가 높은 질의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칙적인 주기

점검을 하여야 한다.

비오일 윤활(건조)압축기와 입⋅출구 필터를 갖는 자동분자망 공기건조기로 구성되

는 계기용 공기계통은 허용 가능하다.

 3. 검토자는 계통의 비안전관련 부분의 고장, 또는 내진범주 I 기준에 따라 설계되지 

않으면서 계기용 공기계통의 안전관련 부분 근방에 위치해 있는 기타계통의 고장, 

또는 계기용 공기계통을 둘러싸고 지지하며 계기용 공기계통에 근접해 있는 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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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주 I인 구조물의 고장이 계기용 공기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의 운전을 저해하지 

않음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통의 고장형태 및 결과로 초래되는 영향을 평가한다. 

상기조건이 만족되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내용은 허용 가능하다.

 4. 검토자는 적절한 계기용 공기계통의 공기 공급원이 다음의 사고에 대처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계기용 공기계통을 평가한다.

가. 소외전원상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소성능요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비상전원을 포함

하여 단일능동기기의 동시 고장을 가정한 계통설계는 허용 가능하다. 계통이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내용,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의 결과가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계통기능 신뢰성에 대

한 허용가능한 검증방법이다. 또한 검토자는 소외전원상실로 인한 공기공급의

상실로 영향을 받는 기기가 고장시 안전위치에 있는지를 결정한다.

나. 교류전원 완전상실

    교류전원 완전상실은 RG 1.155의 지침과 안전심사지침 8.4절을 이용하여 검토

된다. 계기용 공기계통의 능력과 용량이 교류전원 완전상실을 특정기간 동안 

견디거나 대처하며 교류전원 완전상실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발전소 능력이 충

분한 경우에 계통은 허용 가능하다. 계기용 공기계통의 능력과 용량이 불충분

한 경우에 대한 추가 지침인 RG 1.155, 규제입장 3.3.3과 3.5를 따라야 한다.

 5. 검토자는 압축공기계통의 연속적이고 신뢰성있는 기능수행을 보장하도록 적절한 

보수, 주기시험 및 점검 계획이 마련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설계기준사고, 

소외전원상실 또는 교류전원 완전상실시 의도된 기능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구

조적 건전성, 밀봉능력, 능동기기의 운전성 및 성능, 그리고 계통 능력을 보장하도

록 계기용 공기계통에 대한 적절한 주기적인 압력, 누설, 공기 질 및 기능 시험을 

허용하는 설비가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도 확인한다.

 6. 압축공기계통의 계기용 공기계통 부분이 단일능동고장을 동시에 가정한 설계기준

사고 후에도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자

료, 계통도면,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요구되는 기기의 기능

수행능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자료를 평가하며, 계통도



제9.3.1절                                                    개정 4 – 2014.12 - 12 -

면에 있는 이들 기기의 가용성을 확인하고, 최소 압축공기유량이 요구되는 기간동

안 기능저하된 각 상황에 대해 만족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

함되었는지를 점검한다.  또한 검토자는 설계기준사고, 소외전원상실, 또는 교류전

원 완전상실시 다음 사항을 확인함으로써 공기구동 기기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음

을 확인한다.

가. 공기축압기 또는 질소축압기를 포함한 계기용 공기계통의 기능설계가 그것의 

의도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공기구동 기기의 고장위치는 공기압력의 점진적인 상실뿐만 아니라 급격한 상

실시에도 요구되는 기능을 보장하도록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다. 공기구동 기기가 요구된 기간동안에 의도된 기능이 유지됨을 보장하기 위한 주

기시험의 누설제한치가 확립되어야 한다.

각 경우에 대해서 최소 계통요건이 만족되면 설계는 허용 가능하다.

 7. 검토자는 다수호기에 공유되는 압축공기계통에서 한 호기에서의 사고가 다른 호기

의 순차적 정지 및 냉각을 포함한 해당 호기의 안전기능 수행능력에 해를 끼치지 

않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안전에 중요한 계기용 공기계통의 계통 및 기기가 원자

력발전소 호기 사이에 공유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8. 검토자는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계통(예를 들면, 누설로 인한 오염, 다른 방사성물

질을 함유한 계통에서의 밸브 오류나 잘못된 운전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압축공

기계통이 오염되는지를 결정한다. 계통이 오염되는 경우에는 검토자는 계통누설을 

탐지, 수집 및 제어하기 위한 설비, 한 계통에서 다른 계통으로 방사성물질의 누설

을 탐지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환경으로의 방출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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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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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기용 공기계통에는 모든 기기, 배관, 다른 기기와의 연결부 또는 경계부가 포함된

다. 계기용 공기계통은 안전관련 기기에 연속적으로 공기를 공급하며 내진범주 I, 품질

등급 C로 분류된다. 검토에 대한 허용은 계기용 공기계통에 대한 신청자의 설계 및 설

계기준이 관련 법령, 일반설계기준, 규제지침서, 검토자의 기술적 입장 및 산업기술기

준에 기술된 규정을 만족시키는데 근거를 둔다. 

검토자는 압축공기계통의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

등급 및 규격), 제13조(외적요인에 대한 설계기준), 제16조(설비의 공유) 및 원자력안전

위원회고시 제2012-17호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고시), 제

2012-23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 가동중시험에 관한 규정)와 일반설계기준 1, 2, 5 

요건 및 10 CFR 50.63(교류전원 상실사고) 요건을 만족하면 허용 가능한 것으로 결론

을 맺는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 사항에 근거를 둔다.

 1. 신청자는 계기용 공기계통과 계기용 공기계통을 보충하는 압축공기원에 대한 최소 

계기용 공기 질 기준에 관련된 ANSI/ISA-S7.3-R1981을 만족함으로써 품질기준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요건을 만

족하고 있다.

 2. 신청자는 내진설계에 대하여 RG 1.29의 규제입장 C.1 또는 C.2를 만족함으로써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인에 대한 설계기준) 요건을 만

족하고 있다.

 3. 신청자는 한 계통의 고장이 다른 호기의 계통안전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과 같

이 요구되는 안전기능 수행을 위한 안전에 관련된 공유 계통 및 기기의 능력은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4. 신청자는 압축공기계통에 관한 RG 1.155의 지침을 따름으로써 교류전원 완전상실

에 대하여서는 10CFR 50.63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신청자가 제출한 압축공기계통의 설계에 대한 검토결과가 본 절의 II. 허용기준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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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압축공기계통의 설계에 요구되는 관련 요건들이 적합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

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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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7호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고

시)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3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 가동중시험에 관한 규정)

 6. 10 CFR 50.63, "Loss of All Alternating Current Power."

 7.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1, "Quality Standards and Records." 

 8.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2, "Design Bases for Protection Against 

Natural Phenomena."

 9.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5, "Sharing of Structures,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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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CFR 50, Appendix B, "Quality Assurance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and 

Fuel Reprocessing Plants."

11. Regulatory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12. Regulatory Guide 1.155, "Station Blackout."

13. NUREG-1275, Volume 2, "Operating Experience Feedback Report - Air Systems Problems"

14. NRC Letter to All Holders of Operating Licenses or Construction Permits for Nuclear 

Power Reactors, "Instrument Air Supply System Problems Affecting Safety-Related 

equipment (Generic Letter No. 88-14)," August 8, 1988.

15. ANSI/ISA-S7.3-1975, Reaffirmed 1981, "Quality Standard for Instrument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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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3.2절 공정 및 사고후 시료채취계통 

 검토주관 : 계통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건설허가단계에서는 공정 시료채취계통 및 사고후 시료채취계통의 설계목적과 설

계기준을 검토하며, 운영허가단계에서는 건설허가단계에서 승인된 설계를 준수하

는지 검토하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신청자 운영기술지침서가 적절한지를 평가한

다. 검토내용에는 시료채취되는 공정류(stream)와 시료채취를 통하여 결정되는 인

자(예를 들면, 총 베타-감마 농도, 붕산농도)의 확인이 포함된다.

 2. 운영허가단계에서는 공정 시료채취계통 및 사고후 시료채취계통에 대한 계통설명

을 검토한다. 검토에는 (1) 배관 및 계기도면, (2) 대표 시료채취방안, (3) 시료채취

점 및 시료채취지역의 위치, (4) 시료채취관의 정화를 위한 설비가 포함된다.

 3. 건설허가단계에서는 배관 및 설비의 내진설계, 품질등급분류 및 선정된 등급분류

기준의 근거를 검토한다. 운영허가단계에서는 설계 및 예상되는 온도와 압력 그리

고, 계통 기기의 제작재료를 검토한다.

 4. 건설허가단계에서는 계통 격리설비를 검토하며, 원자로냉각재상실을 제한함으로써 

방사능 방출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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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고조건 하에서 화학 및 방사화학적 분석을 위한 신속한 시료채취능력을 결정하

기 위하여 사고후 시료채취계통의 설계, 원자로냉각재와 격납건물 대기에서의 사

고후 시료채취에 대한 행정계획 및 운전절차를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공정 및 사고후 시료채취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

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1.3절에 따라 사고후 시료채취동안 

환기계통이 운전될 수 있는지 검토하며, 안전심사지침 11.5절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공정계통에 대한 시료채취 및 감시계통을 검토한다.

 2.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2.3절, 12.4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사고후 시료채취동안 작업종사자의 방사선피폭 잠재성을 검토한다.

 3. 계측제어분야 및 기계설비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대한 검토주관

부서로서 사고시 접근불가능한 밸브가 사고조건 동안 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환경검증되었는 지를 검토한다.

 4. 기계설비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고에너지 

유체계통에서의 가상배관파단과 관련된 소외 또는 소내 비산물, 배관 휩 및 분사

충돌력의 영향과 중에너지 유체계통에서의 누설균열의 영향에 관한 설계를 검토한다.

 5.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2.4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공정 시

료채취계통과 사고후 시료채취계통에 설치되어 있는 원격구동 격납건물 격리밸브

가 격납건물 격리신호 또는 안전주입신호에 의해 닫히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한

다.

 6.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7.3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격납건물 

격리신호 또는 안전주입신호 해제 없이 원자로냉각재, 격납건물 집수조, 격납건물 



제9.3.2절                                                     개정 3 - 2014. 12- 3 -

대기의 사고후 시료채취를 위해 사용되는 격납건물 격리밸브를 개방할 수 있는 능

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6.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8.3.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소외전원 

동시상실을 가정하여 격납건물 격리를 요구하는 사고가 감지된 후에 사고후 시료

채취계통에 있는 모든 원격구동 밸브에 전원이 공급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공정 및 사고후 시료채취계통에 대한 허용기준은 다음의 관련요건을 만족시키는지

에 근거를 둔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 원자로시설은 생성되는 방사성물질을 적절한 형태 및 조건으로 처리하여 부

지내에 저장하고 환경방출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건의 구분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체 및 액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발생되는 기체 및 액체방사성 유출물을 안전하

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리시

설내에 방사성물질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있을 것

      나.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수증 및 공기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

회가 정하는 배출관리 기준의 제한값 이하가 되도록 원자로시설로부터 발생

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다. 기체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는 방사선 장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환기

능력 및 정화능력을 가져야 하며, 누설 및 역류가 어려운 구조로서 흡기구

로 오염물질이 흡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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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원자로시설에서 발생되는 액체 또는 기체 방사성폐기물은 배기구 또는 배수

구외의 곳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고체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은 처분에 적합한 형태로 고형화 또는 안정화하거나 

처분안전성이 입증된 용기에 넣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3.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은 방사성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과 구분하

여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바닥면은 방사성폐기물이 배수구나 배수정으로 흐르

도록 경사를 갖는 구조로서 방사성물질이 시설 밖으로 누설되거나 누설이 확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둑을 설치할 것

    4.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

물을 발전소내에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을 것

 2. 10 CFR 20.1101(b)(방사선방호 목적) :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성취 가능한 한 

낮게(ALARA) 유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공정 및 사고후 

시료채취계통에서의 ALARA 요건의 목적은 합리적으로 성취 가능한 정도로 방사

선 피폭이 제한치 이하로 유지되도록 계통의 계획, 설계 및 운전에서 신청자가 합

리적으로 모든 노력을 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발전소 배치 및 설계특징은 

발전소 공정 및 사고후 시료채취계통을 운전, 작업 또는 검사하는 종사자에게 피

폭 잠재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공정 및 사고후 시료채취계통에 관한 방사선방호 

목표를 이행하는 안전성 이익은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합리적으로 성취가능하게 

피폭을 감소시킴으로써 선량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방사선방호 목적인 경우)되

는 위험을 감소시킨다.

 3. 일반설계기준 1 : 공정 시료채취계통 및 사고후 시료채취계통의 안전에 중요한 구

조물, 계통 및 기기가 수행되어질 안전기능의 중요성에 적합한 품질기준으로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

 4. 일반설계기준 2 : 공정 시료채취계통 및 사고후 시료채취계통의 안전에 중요한 구

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 수행능력 상실없이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딜 수 있

어야 한다. 공정 및 사고후 시료채취계통은 내진범주 I로 설계된 원자로냉각재 압

력경계인 계통에 연결된다. 내진범주 I과 비내진범주 I 설비 사이를 연결하는 공정 

및 사고후 시료채취계통이나 기기의 이러한 부분은 내진범주 I 요건으로 설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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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는 설계기준지진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와 같은 내진범주 I 계통의 

건전성을 확실히 함으로써 발전소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5. 일반설계기준 13 : 핵분열 과정, 노심 건전성 및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악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감시되어야 한다. 이는 안전에 중요한 안전계통 및 기

타 계통이 의도된 안전기능 즉, 반응도제어, 핵연료피복재 건전성유지, 원자로냉각

재계통의 건전성 유지, 격납건물의 건전성 유지를 수행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6. 일반설계기준 14 :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자로냉

각재 압력경계가 급속히 손상되거나 대형 파단을 일어킬 수 있는 비정상 누설가능

성을 극히 낮도록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 공정 및 사고후 시료채취

계통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가상사고 조건동안 1차 및 2차 수질화학 자료

를 제공한다. 염소, 수소 및 산소 농도와 같은 주요 화학인자가 설정제한치 이내이

며 불순물이 적절히 제어됨을 확인하는 것은 많은 부식손상기구들을 완화시킬 것

이며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장한다. 부식화학손상의 

잠재성을 최소화하는 것은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가 부식화학손상으로부터의 열화

로 인한 손상 확률을 감소시킴으로써 발전소 안전성을 증가시킨다.

 7. 일반설계기준 26 : 반응도 변화를 신뢰성있게 제어하여야 한다. 가압경수형 원자로

에서 시료채취계통은 원자로냉각재, 붕산저장탱크 및 재장전수 저장탱크로부터 시

료채취함으로써 반응도 변화의 제어에 필요한 붕산농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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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일반설계기준 41 : 원자로 격납건물로부터 방출될 수 있는 핵분열 생성물, 수소, 

산소 및 기타 물질을 제어하기 위한 계통이 가상사고후 환경으로 방출되는 핵분열 

생성물의 농도와 질을 감소시키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가상사고후 환경으로 

방출될 수 있는 핵분열 생성물의 농도와 질을 감소시키는 공학적 안전설비의 안전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료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을 보장한다. 

 9. 일반설계기준 60 : 공정 시료채취계통 및 사고후 시료채취계통은 방사성물질이 환

경으로 방출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의 적용은 공중

과 발전소 운영요원의 건강과 안전성을 방호하는데 적합한 수준으로 공정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이 설계, 제작, 설치, 운전됨을 보장한다.

10. 일반설계기준 63 : 과잉 방사선준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조건을 탐지하기 위하여 

연료저장 및 방사성폐기물계통을 감시하기 위한 계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개

인 피폭이 합리적으로 성취 가능한 한 낮게 유지되도록 사용후연료 저장조 및 기

체방사성폐기물 저장탱크의 방사선 준위를 감시하기 위한 시료채취 방법이 유용함

을 보장한다.

11. 일반설계기준 64 :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가상사고시 격납건물 대기, 냉각재

상실사고후 사용되는 기기가 포함된 공간, 유출물 배출경로 및 발전소 주위 방사

능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 유용하여야 한다. 공정 및 사고후 시료채취계통 설계

는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가상사고시 방출될 수 있는 방사능을 감시하기 위

한 수단을 제공한다. 이는 발전소 종사자 및 일반 공중의 건강과 안전성을 방호하

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발전소 운전원이 조치를 개시하는데 필요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도록 보장한다.

12. NUREG-0737, TMI 조치계획항목 II.B.3 : 특정 방사선피폭의 초과없이 사고후 원자

로냉각재계통과 격납건물로부터의 시료를 신속하게 채취하고 분석하기 위한 능력

이 있어야 한다. 10 CFR 50.34(f)(2)(viii)에서는 10 CFR 50.34(f)를 따르는 신청자에

게 동등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분석되고 정량화되어야 하는 자료들은 노심손

상, 격납건물 대기의 수소, 용존기체, 염화물 및 붕산농도의 척도가 되는 시료를 

포함한다. 이는 신속하게 사고를 진단하고 운전원 제어를 향상시키며 공중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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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시료정보가 얻어지고 분석되도록 보장한다.

13. NUREG-0737, TMI 조치계획항목 III.D.1.1 : 사고후 방사성물질을 함유하거나 함유

할 수 있는 공정 시료채취계통과 사고후 시료채취계통의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부분으로부터 누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누설제어계획에 대한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10 CFR 50.34(f)(2)(xxvi)에서는 10 CFR 50.34(f)를 따르는 신청자에게 동등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작업자와 공중을 불필요하게 높은 피폭으로부터 방

호하고, 사고시 계통의 제어와 이용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수준까지 계통으로부터 

누설을 최소화하도록 계획이 이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통들로부터 누설을 최소

화함으로써 작업자와 공중에 대한 피폭 잠재성을 최소화하며, 사고조건하에서 과

잉 누설이 계통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안전성을 향상

시킨다.

   Reg.Guide 1.21, 1.26, 1.29, 1.56, 1.97 및 8.8의 특정 기준 및 지침은 10 CFR 

20.1101(b), 일반설계기준 1, 2, 13, 14, 26, 41, 60, 63 및 64, 그리고 NUREG-0737의 

TMI 조치계획항목 II.B.3를 포함한 10 CFR 50.34(f)(2)(viii)에 대한 관련요건을 만족시키

는데 사용되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정 시료채취계통은 정상시 최소한 아래에 제시된 시료채취점으로부터 시료채취 

설비를 포함하여 모든 정상 공정계통 및 주요 기기로부터 시료채취할 수 있는 능

력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Reg.Guide 1.21의 규제방침 C.2 및 Reg.Guide 1.56

의 규제방침 C.1, C.4.a의 지침은 다음의 관련 일반설계기준 요건을 만족시키는데 

사용된다.

         시료채취점                             관련 일반설계기준

 원자로냉각재(예를 들면, 유출계통 등) 13, 14, 26, 64

 연료재장전수(붕산수) 저장탱크 13, 26

 비상노심냉각계통 노심범람탱크 13

 붕산혼합탱크 13, 26

 붕소주입탱크 13

 화학약품 첨가탱크 13, 14,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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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연료 저장조 63

 2차 냉각재(예를 들면, 응축수 온수정) 13, 14

 가압기 탱크 64

 증기발생기 취출수(적용 가능한 경우) 14, 64

 2차 냉각재 복수처리 폐기물 64

 격납건물 내부 집수조 64

 격납건물 대기 64

 기체폐기물 저장탱크 63, 64

   사고후 시료채취계통에 포함될 수 있으나 원격시료채취가 요구되지 않는 시료채취

점은 안전심사지침 11.5절에 기술되어 있다.

 2. 요구되는 분석항목 및 분석주기는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3.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공정 시료채취계통의 기능설계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침을 사용한다.

가. 액체 공정류(steam) 및 탱크로부터 대표시료채취를 보장하기 위한 설비가 마련

되어야 한다. 탱크인 경우에는 하부 또는 침전 잠재성이 있는 부위로부터 시

료채취를 피하고 탱크의 전체 체적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설비가 마련

되어야 한다. 공정류 시료인 경우에는 시료채취점이 난류유동지역에 위치하여

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Reg.Guide 1.21, 규제방침 C.4의 지침

이 사용된다.

나. ANSI N 13.1에 따른 기체 공정류 및 탱크로부터의 대표시료채취를 보장하기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Reg.Guide 1.21, 규

제방침 C.6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다. 시료채취배관의 정화와 시료채취배관내에서의 부착잠복(Plateout)을 감소시키

기 위한 설비(예를 들면, 배관 예열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기준을 만족시

키기 위해 Reg.Guide 1.21, 규제방침 C.7을 따라야 한다.

라. 방사선피폭을 합리적으로 성취 가능한 한 낮게 유지시키도록 요구하는 10 

CFR 20.1101(b) 요건에 따라 시료채취계통, 원래 계통 또는 적절한 폐기물처리

계통으로 시료채취 유체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정화 및 배수를 위한 설비가 마



제9.3.2절                                                     개정 3 - 2014. 12- 9 -

련되어야 한다. 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Reg.Guide 8.8, 규제방침 2.d.(2), 

2.f.(3) 및 2.f.(8)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마. 일반설계기준 60의 요건에 따라 격리밸브는 환경으로 방사능물질 방출을 제어

하기 위하여 고장시 닫힘위치에 있어야 한다.

바. 방사선피폭을 합리적으로 성취 가능한 한 낮게 유지시키도록 요구하는 10 

CFR 20.1101(b)와 일반설계기준 60의 요건에 따라 환경으로의 방사능물질 방

출을 제어하기 위하여 시료채취 배관파단시 원자로냉각재 상실을 제한하기 위

한 수동 유량제한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Reg.Guide 

8.8에 있는 규제방침 2.i.(6)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시료채취배관에 있는 수동 

유량제한기는 시료채취배관으로부터 잠재적인 누설을 제한하는 환경검증된 다

중의 원격구동 격리밸브로 대체할 수 있다. 격납건물 자동 격리밸브는 격납건

물 격리신호 또는 안전주입신호 발생시 닫혀야 한다.

 4. 일반설계기준 1 및 2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정 시료채취계통과 사고후 시

료채취계통의 시료채취배관, 기기 및 계측기의 내진설계와 품질등급분류는 Reg.Guide 

1.26의 규제방침 C.1, C.2, C.3, Reg.Guide 1.29의 규제방침 C.1, C.2, C.3, C.4 및 

Reg.Guide 1.97의 지침에 따라 각 시료채취배관 및 기기에 연결된 계통의 등급분

류(예를 들면, 품질등급 A 및 내진범주 I 계통에 연결되는 시료채취배관은 품질등

급 A 및 내진범주 I로 설계되어야 함)에 부합되어야 한다. 두 번째 격리밸브 후단

(Downstream)의 기기 및 배관은 Reg.Guide 1.26, 규제방침 C.3의 지침에 따라 품질

등급 D 및 비내진범주 I 요건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5. 사고후 시료채취계통 및 운전절차는 NUREG-0737의 II.B.3항과 Reg.Guide 1.97의 

지침을 만족시켜야 하며, 다음의 추가 확인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일반설계기준 13 및 14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화학분석 수행결과 원자

로냉각재 내의 염소농도가 운영기술지침서의 제한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

나는 경우에는 용존산소농도가 운영기술지침서의 제한치 이내임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원자로냉각재의 잔류수소가 10 cm3/kg(표준 온도 및 압력에

서)을 초과함을 확인하는 것이 20일간 용존산소에 대한 직접 분석 대신에 허

용 가능하다.

나. 일반설계기준 60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온라인 기체 색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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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atography)이 원자로냉각재의 분석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고압 운반

기체가 원자로냉각재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설비(예를 들면, 압

력 방출 및 제거)가 유용하여야 한다.

다. 일반설계기준 60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시료채취배관에 있는 수동 유량

제한기가 시료채취배관으로부터의 잠재적인 누설을 제한하는 완전히 검증된 

다중의 원격구동 격리밸브로 대체될 수 있다. 자동 격납건물 격리밸브는 격납

건물 격리신호 또는 안전주입신호 발생시 닫혀야 한다. 모든 원격구동 밸브들

은 격리신호의 해제 없이도 사고 후에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전원공급 및 제어

능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고시 접근이 불가능한 밸브는 사고조건 하에서도 

운전성을 보장하도록 환경검증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특별한 경우에 본 안전심사지침의 내용을 선정하여 강조할 수 있다.

 1. 공정 시료채취계통의 검토에 있어서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요구되는 공정시료채

취점들이 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공정시료채취점의 목록과 상기 허용기준 II.1항에서 확인된 시료채취점들을 비교한

다.

 2.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공정유체의 대표시료를 얻기 위한 계통능력 및 시료채취점

의 위치를 Reg.Guide 1.21의 규제방침 C.6에 따른 유체대표시료를 얻기 위한 지침

과 ANSI N13.1에 따른 기체대표시료를 얻기 위한 원칙과 비교한다.

 3. 기계설비분야 및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공정 및 사고후 시료채취계통의 내진설

계 및 품질등급분류를 시료채취계통이 연결되는 유체계통의 등급분류와 비교한다.

 4.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공정시료채취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하여 운영기술

지침서의 내용 및 의도가 관련 요건에 일치하는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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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시료채취관의 파단에 따른 원자로냉각재 손실잠재성을 제

한하기 위한 설비가 마련되는지를 확인하고, 시료채취관의 파단으로 초래되는 원

자로냉각재계통의 유체손실에 대한 평가내용을 방사선비상대책분야 담당부서에 제

공한다.

 6.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NUUEG-0737, II.B.3항 및 Reg.Guide 1.97의 지침과 상기 허

용기준 II.5항의 추가내용을 준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고후 시료채취계통 

및 운전절차를 검토한다.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희석, 혼합 및 시료수집 단계에서 

과도한 분석오차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계통 기

능시험 주기가 계통의 운전가능성을 보장하는데 적절한지와 운전원이 본 계통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훈련되고 숙달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노

심손상 정도까지의 관련 핵종농도들에 대한 절차를 검토한다. 방사선분야 담당부

서는 사고후 화학조건(고준위 핵분열 생성물-요오드, 요오드 화학물, 부롬화합물, 

세슘, 루비듐에 의한 고 비방사능 시료 및 분석 방해 가능성) 하에서의 화학분석절

차 및 온라인 계측기의 정확도 및 민감도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다.

 7.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사고조건 하에서 원자로냉각재 시료, 격납건물 대기시료, 

발전소 기체유출물 내의 방사성 요오드화물과 불순물을 채취하여 분석하는 능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고후 시료채취계통의 행정계획이 확립되어 이행되는지와 

유지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행정계획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교육

나. 시료채취 및 분석을 위한 절차

다. 시료채취 및 분석 장비의 보수를 위한 설비

운영기술지침서의 행정관리에 있는 계획을 인용하는 것과 발전소 운전절차서에 상

세한 계획 설명을 포함하는 것은 허용 가능하다.

 8.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사고후 방사성물질을 함유하거나 함유할 수 있는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공정 및 사고후 시료채취계통 부분이 누설제어계획에 포함되었는지

를 확인한다. 누설제어계획은 계통으로부터의 누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누설시험 및 측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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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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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공정 및 사고후 시료채취계통은 유체계통의 시료채취점으로부터 분석실, 시료채취

실 또는 지역 시료채취점까지의 관련 배관, 밸브, 열교환기 및 기타 기기들을 포함한

다. 검토는 발전소 운전과 관련된 모든 주요 액체 공정류에서의 시료채취를 위해 제안

된 설비와 신청자가 제시한 본 계통의 설계를 포함한다. 검토는 공정 및 사고후 시료

채취계통에 관한 설명자료와 배관 및 계기도면에 표시된 시료채취점의 위치를 포함한

다. 검토시 허용기준은 공정 및 사고후 시료채취계통에 대한 신청자의 설계가 적용가

능한 규정, 지침 및 산업표준에 부합하는지에 근거한다.

   공정 시료채취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10 CFR 

20.1101(b) 및 일반설계기준 1, 2, 13, 14, 26, 41, 60, 63 및 64의 관련요건을 만족시키

며 사고후 시료채취계통은 일반설계기준 1, 2, 13, 14 및 60과 10 CFR 50.34(f)(2)(viii), 

NUREG-0737의 II.B.3, 10 CFR 50.34(f)(2)(xxvi), NUREG-0737의 III.D.1.1의 관련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공정 및 사고후 시료채취계통의 설계는 허용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다. 본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검토결과에 근거를 둔다.

 1. 제시된 공정 시료채취계통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결정한다.

가. 원자로냉각재, 비상노심냉각계통 노심범람탱크, 연료재장전수 저장탱크, 붕산혼

합탱크 및 붕소농도 조절용 붕소주입탱크를 시료채취함으로써 정상운전, 예상

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시 핵분열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감시하기 

위한 일반설계기준 13의 요건

나.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차 냉각재의 화학불순물 및 원

자로냉각재를 시료채취함으로써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변수를 감시하고, 비정상 누설, 급진전 손상 및 전면 파단의 가능성을 낮추도

록 보장하기 위한 일반설계기준 13 및 14의 요건

다. 원자로냉각재, 연료재장전수 저장탱크 및 붕소농도를 위한 붕산혼합탱크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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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채취함으로써 반응도 변화율을 제어하기 위한 일반설계기준 26의 요건

라. 재료 적합성 요건 및 가상사고후 격납건물 살수와 재순환 용액의 기본적인 요

오드 제거요건을 만족시키도록 적절한 화학약품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화

학약품 첨가탱크를 시료채취함으로써 원자로 노심 및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감시하고, 가상사고후 환경으로 방출

되는 핵분열 생성물의 농도와 질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반설계기준 13, 14 및 

41의 요건

마. 방사능 측정을 위하여 원자로냉각재, 가압기, 증기발생기 취출수, 2차 냉각재 

복수처리 폐기물, 격납건물 집수조, 격납건물 대기 및 기체 방사성폐기물 저장

탱크를 시료채취함으로써 예상운전과도상태를 포함한 정상운전 및 가상사고로

부터 방출될 수 있는 방사능을 감시하기 위한 일반설계기준 64의 요건

바. 원래 계통 또는 적절한 폐기물처리계통으로 시료채취 유체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정화 및 배수하고, 시료채취배관에서 닫힘위치로 고장나는 다중 격리밸브나 수

동 유량제한기 중에 하나를 설치함으로써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성취 가능

한 한 낮게(ALARA) 유지하게 하는 10 CFR 20.1101(b)의 요건 및 환경으로 방

사성물질 방출을 제어하기 위한 일반설계기준 60의 요건

사. 방사능 측정을 위하여 사용후연료 저장조 및 기체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 저장탱

크를 시료채취함으로써 연료저장 및 방사성폐기물계통에서의 과잉 방사선 준위

를 야기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감지하기 위한 일반설계기준 63의 요건

 2. 각 시료채취배관 및 기기에 연결되는 계통의 등급분류에 적합하도록 공정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의 시료채취배관 및 기기를 Reg.Guide 1.26의 규제방침 C.1, C.2 

및 C.3, Reg.Guide 1.29의 규제방침 C.1, C.2, C.3 및 C.4, Reg.Guide 1.97의 지침에 

따라 설계함으로써 제시된 공정 및 사고후 시료채취계통은 일반설계기준 1의 품질

보증요건과 일반설계기준 2의 내진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결정한다. 

 3. 제시된 사고후 시료채취계통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결정한다.

가. Reg.Guide 1.97의 지침에 따라 가상 사고후 노심 손상정도의 척도가 될 수 있

는 핵종과 액체 중의 용존기체, 염소 및 붕소 농도를 위하여 원자로냉각재 및 

격납건물로부터 신속하게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기 위한 시료채취계획을 마련

하게 하는 10 CFR 50.34(f)(2)(viii)과 NUREG-0737, II.B.3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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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염소농도가 운영기술지침서 제한치를 초과할 때 원자로냉각재 중의 산소농도를 

운영기술지침서 제한치 이내로 유지시킴으로써 또는 원자로냉각재의 용존 과잉

수소 농도를 유지시킴으로써 사고조건시 원자로 노심 및 원자로냉각재 압력경

계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의 감시 그리고 비정상 누설, 급진

전 손상 및 전면 파단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일반설계기준 13 및 14의 요건

다. 원자로냉각재의 기체 색층분석에 사용되는 고압 운반기체가 원자로냉각재로 유

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시료채취관으로부터 누설 잠재성을 제한하기 

위한 시료채취배관의 수동 유량제한기나 완전 검증된 원격구동 격리밸브를 설

치함으로써 환경으로의 방사능물질 방출을 제어하기 위한 일반설계기준 60의 

요건

라. 주기적인 누설시험과 측정을 포함한 누설제어계획에 계통의 적용가능한 부분을 

포함시킴으로써 계통누설을 최소화하기 위한 10 CFR 50.34(f)(2)(xxvi)과 

NUREG-0737, III.D.1.1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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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3.3절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

 검토주관 : 계통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은 폐기유체, 밸브 및 펌프의 밀봉누설, 탱크의 배수가 공정 

또는 처분을 위한 적절한 위치로 보내지도록 설계된다. 계통평가분야 담당부서는 격납

건물 외부로의 액체유출물의 수집 및 처분을 포함한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을 검토한

다. 여기에는 기기 또는 바닥배수로부터 집수조까지의 배관 및 펌프가 포함되며 유출

물을 배수탱크로 보낸 다음 방사성폐기물계통으로 보내는데 필요한 기기도 포함된다.

   계통평가분야 담당부서는 폐기 유체유출물이 관리되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되도

록 모든 폐기 유체유출물의 수집 및 처분능력을 검토한다. 계통평가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계통이 집수조, 배수탱크, 집수조 펌프의 용량을 포함하여 예상 누설량을 다룰 수 

있다.

 2. 안전관련 기기를 포함하는 발전소 지역에 최대홍수수위로 초래될 수 있는 물의 역

류를 방지할 수 있다.

 3. 오염된 유체가 비오염 배수계통으로 부주의하게 전달될 잠재성이 없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

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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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통평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9.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계획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2. 기계재료분야 및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 기기의 내진 및 품질등급 분류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3.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4.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홍수방호

에 대해 검토한다.

 4. 구조부지분야 및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3.1절, 3.3.2절, 3.5.3절, 

3.7.1절에서 3.7.4절까지, 3.8.4절 및 3.8.5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안전정지지진

(SSE), 가능최대홍수(PMF)와 같은 자연현상 효과를 견디기 위하여 계통을 지지하는 

내진범주 I인 구조물의 능력을 확립하는데 사용된 설계해석, 절차 및 기준의 적합

성을 결정한다. 

 5.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소내 비산물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 및 3.5.1.2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소외 비산물에 대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방호는 안전심사지침 3.5.2절에 따

라 수행한다.

다.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파단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수행한다.

라. 화재방호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따라 수행한다. 화재방호검토

는 다음과 같은 배수계통 설계특성을 고려한다.

1) 설치된 화재진압계통(기체 및 물)의 작동

2) 소방수

3) 안전관련 지역으로 가연성 액체의 역류방지

 6.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1.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방사성폐

기물 처분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계통이 기기 및 바닥배수

계통으로부터의 유출물을 수집, 시료채취, 분석 및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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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2.4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격납건물 

방벽을 관통하는 배수계통 부분이 사고를 포함한 모든 운전조건 동안 격납건물 건

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격리특성을 갖도록 설계되는지를 확인한다.

 8.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2.3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본 계통이 

종사자 방사선방호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9.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8.3.1절 및 8.3.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

서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한 전원공급이 안전기능에 적합한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다.

10.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가동중검

사요건이 계통 기기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조건에 대한 건

설재료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11.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상당하는 별도의 품질보증계획서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품질보증계획을 검토한다.

12. 정지조건시 범람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로서 정지위험도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에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을 포함할 수 있다. 중대사고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

사지침 19.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정지위험도 평가를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의 설계 적절성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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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에 근거하여 허용 가능하다.

 1. 일반설계기준 2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 수행능력의 상

실없이 지진, 토네이도, 태풍 및 홍수와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안전관련 기능에 관련된 부분인 경우에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의 규제방침 C.1의 지침을 만족하며, 비안전관련 기능에 관련된 부분인 경우에

는 규제방침 C.2의 지침을 만족하는지에 근거하여 허용가능하다. 계통평가분야 담

당부서는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의 부분들이 안전관련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사용한다.

가. 계통이 배수계통 집수조를 이용하는 안전계통에서 누설을 탐지할 수 있고 그

러한 누설탐지에 대한 유일한 수단인 경우 계통은 이러한 관점에서 안전관련

으로 고려된다.

나. 계통이 능동기기의 오기능, 막힘 또는 가능최대홍수로 초래될 수 있는 배수역

류로 인하여 안전관련 지역의 침수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계통은 이러한 지

역에서 안전관련으로 고려된다.

다. 오염유체가 비오염 배수계통으로의 부주의한 전달이 발생하도록 계통이 연결

된 경우 계통은 이러한 지역에서 안전관련으로 고려된다.

라. 계통 일부에서 고장 또는 오기능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즉, 

안전정지, 사고방지, 사고완화에 필요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계통은 

이러한 지역에서 안전관련으로 고려된다.

만일 상기 안전관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이 일반

설계기준 2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

 2. 일반설계기준 4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정상운전, 보수, 시험 및 

가상사고(배관파단, 탱크파열)에 관련된 환경조건(범람)의 영향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이러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즉, 

안전정지, 사고방지 또는 사고완화에 필요한)에 악영향을 주는 범람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계통은 허용 가능하다. 이는 안전관련 기기의 기능이 발전소 내에서 예기

치 않은 물의 축적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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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반설계기준 60 : 예상운전과도를 포함한 액체유출물 내의 방사성물질 방출을 적

절히 제어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배수계통은 통상 2개의 부계통 즉, 방사성 

및 비방사성 부분으로 구성되며, 방사성폐기물이 부주의하게 비방사성 부분으로 

전달됨으로써 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을 방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 기준을 적용한

다. 처분을 위한 오염유체가 비오염 배수계통으로 부주의하게 전달되는 것을 방지

하도록 설계된 계통은 허용 가능하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상기 규제요건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

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

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

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다음의 절차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설정된 설계기준, 근거 및 예비설계가 II항의 

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건설허가신청서에 대한 검토시 사용된다. 

운영허가신청서에 대한 검토시에는 초기 설계기준 및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종설계에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절차가 사용된다.

검토주관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는 I항에 기술된 검토분야에 대

한 검토결과를 제공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동 검토절차가 완료되

었음을 보장하도록 한다.

   검토자는 본 안전심사지침으로부터 실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강조할 수 있다.

 1.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의 설명부분, 배치도, 배관 및 계기도면이 유출물 이동에 필

요한 펌프와 밸브를 포함한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의 배치 및 설비, 최소배수탱크

용량과 계통유량 요건, 안전관련 기기를 포함하는 지역 또는 비오염 배수계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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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결부, 안전관련 계통의 누설탐지를 위한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의 사용을 나

타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가 검토된다. 검토자는 상기 II항의 

기준을 사용하여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의 어떤 부분이 안전기능을 가지는지 또는 

안전관련 계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의 안

전관련 부분은 II항의 기준에 근거를 두고 검토된다.

 2.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 성능요건은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하여 운전 열화를 일으키는 기기(예를 들면, 배수 차단물, 집수조 펌프의 누설 

또는 고장)를 기술하고 이러한 조건이 초과하는 경우 이를 탐지하고 수정하는 절

차를 기술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검토자는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이 

능동기기의 상실을 견디고 최소계통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계통의 

배관 및 계측도면, 배치도, 기기설명 및 특성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된다.

가.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이 정확히 확인되고 계통의 성능요건에 

의해 요구되는 정도로 계통의 비안전관련 부분으로부터 격리된다.

나.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품질등급 C 또는 그 이상, 내진범주 

I로 등급분류된다. 계통평가분야 담당부서는 계통 및 기기 설명에 내진 및 안

전등급분류가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배관 및 계측도면에 배관 품질등급분류의 

변화점이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계통 및 기기 

설명을 검토한다. 본 안전심사지침 I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조부지분야 담당

부서는 내진설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내진 및 

품질 등급분류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3. 검토자는 지진과 같은 역환경 현상 또는 배관파단의 경우에 요구되는 계통 안전기

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학적인 판

단,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다른 안전심사지침 절에 따른 검토결과를 이용하여 계

통을 평가한다.

가. 계통의 비안전관련 부분, 또는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내

진범주 I로 설계되지 않은 기타 계통,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의 안전관련 부분

을 둘러싸고 지지하거나 근접하여 위치한 비내진범주 I인 구조물의 고장은 기

기 및 바닥배수계통 안전관련 부분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는다. 안전성분석보고

서 2장(부지특성)과 종합배열 및 배치도를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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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족된다면 허용 가능하다.

나. 안전관련 기기를 둘러싸는 지역으로 배수 또는 범람된 물이 배수계통에서 역류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제공되는 경우 허용 가능하다.

다. 방사성폐기물 유체를 방사성폐기물 지역으로 보내고 제어하기 위한 설비가 계

통에 마련된다. 만일 처분을 위하여 오염유체가 비오염 배수계통으로 부주의하

게 전달되는 잠재성이 배제되었음을 계통 배관 및 계측도면과 설계기준이 보

여주는 경우 허용 가능하다.

라.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고⋅중에너지 배관파단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된다. 어

떠한 고⋅중에너지 배관계통도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근접

하지 않거나 고장영향으로부터의 방호가 제공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치도가 

검토된다. 이러한 방호를 제공하는 수단은 안전성분석보고서 3.6절에 주어지며 

이러한 자료에 대한 검토절차는 관련 안전심사지침에 주어져 있다.

 4. 단일능동기기의 동시 고장을 가정하여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이 설계기준사고 후에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의 기술

내용, 배관 및 계기도면,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 도면,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이 검

토된다. 검토자는 기기의 요구되는 기능확인을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분석을 평가하고, 계통도면 상에서 이러한 기기의 유용성을 추적하며, 또한 계통의 

최소유량요건이 요구되는 시간 간격동안 각 사고상황에 대해 만족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한다. 각 경우에 대하여 최소계통

요건이 만족되면 허용 가능하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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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1.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에는 기기 또는 바닥배수로부터 집수조까지의 모든 배관, 집

수조 펌프 및 유출물이 배수탱크를 거쳐 방사성폐기물계통으로 보내지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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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망이 포함되었다. 다음의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바와 같이 기기 및 바닥배수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내진범주 I, 품질등급 C로 분류되었다.

가. 배수계통 집수조를 이용하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서의 누설

을 계통이 탐지할 수 있으며, 그러한 누설탐지에 대한 유일한 수단인 경우 계

통은 이러한 관점에서 안전관련으로 고려된다.

나. 계통 능동기기의 오기능, 막힘 또는 가능최대홍수로 초래될 수 있는 배수역류

로 인하여 안전관련 지역의 범람을 일으키는 경우 계통은 이러한 지역에서 안

전관련으로 고려된다.

다. 오염유체가 비오염 배수계통으로 부주의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계통이 연결된 

경우 계통은 이러한 지역에서 안전관련으로 고려된다.

라. 계통 일부의 고장 또는 오기능이 안전에 중요한(즉, 안전정지, 사고방지 또는 

사고완화에 필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계

통은 이러한 지역에서 안전관련으로 고려된다.

검토에서 허용근거는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한 신청자의 설계 

및 설계기준이 일반설계기준, 적용 가능한 RG, 규제방침 및 산업표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관련 규제요건에 적합하다.

 2. 검토자는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의 설계가 내진설계, 환경조건, 방사성물질의 방출

제어에 관련한 일반설계기준 2, 4 및 60의 요건에 일치하여 허용 가능하다고 결론

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사항에 근거를 둔다.

가. 신청자는 내진설계에 관한 일반설계기준 2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만족하고 있다.

1) RG 1.29의 규제방침 C.1 또는 C.2를 만족하거나,

2) 검토자가 검토하여 허용 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RG 1.29의 규제방침 C.1 또

는 C.2에 대한 대체방안을 제공하여 만족하고 있다.

나. 신청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범

람을 방지함으로써 환경조건에 관한 일반설계기준 4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다. 신청자는 오염유체가 비오염 배수계통의 부분으로 부주의하게 전달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방사성물질의 방출제어에 관한 일반설계기준 60의 요건을 만족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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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3.4절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가압경수로형 원전의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CVCS)과 붕산회수계통(BRS)은 (1) 원

자로냉각재계통에 요구되는 냉각재의 양과 수질을 유지하는 기능, (2) 원자로냉각재펌

프의 밀봉수와 가압기 보조살수용 보충수를 공급하는 기능, (3) 원자로냉각재의 중성자 

흡수재인 붕소의 농도를 조절하는 기능, (4) 일차 수질화학 제어기능 및 냉각재의 방사

능 준위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본 계통은 정상운전 시 탈염수 보충을 

위해 냉각재를 재순환시키며, 가상사고 시 비상노심냉각계통에 고압안전주입수를 제공

할 수도 있다. 동 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13조, 16조, 

21조, 22조, 28조, 30조, 32조, 33조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추가적으로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교류전원완전상실(SBO)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로냉각재 재고

량의 제어 및 원자로냉각재 펌프에 밀봉수를 주입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성능이 10 CFR 50.63 (a)(2), "Loss of All Alternating Current 

Power"와 일치하는 가를 검토한다.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일차계통의 유출 배관부터 보충수를 공급하는 충전배관에 

이르는 계통들과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밀봉수 공급계통을 검토한다. 탈염수 보충계통

이나 방사성 폐기물계통의 경계부분도 포함하여 동 계통을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사

항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1. 동 계통 기기의 안전관련 기능에 대한 운전특성과 비정상 환경사건의 영향, 비정

상 운전요건, 냉각재상실사고(LOCA)와 같은 사고에 기인한 사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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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동작, 능동기기의 단일사고 또는 냉각원의 상실사고가 동 계통의 안전관련 기능

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판단

 3. 품질등급이나 내진설계 요건들을 만족하고, 지진 사고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되지 

않은 장치나 기기들의 고장이 동 계통의 안전관련 기능에 미치는 영향

 4. 동 계통의 설비 중 붕소용액을 포함하는 배관이나 기기에서 붕소가 석출되지 않도

록 하며, 폭발성 화학물이나 독극물로부터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설계의 적절성

 5. 동 계통이 올바른 상태에서 운전되는지 판단하고 검증하는 계측 및 제어설비와 운

전 중 시험사항

 6. 일차계통수를 포함하는 탱크에 진공상태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통설비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

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9.6절에 따라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계획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며,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9.2.2절에 따라 

냉각재펌프 밀봉 건전성에 대한 냉각수 계통의 손상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2. 구조부지분야 및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4.1절과 9.3.3

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내부 및 외부 홍수조건에 대처하기 위한 동 계통의 

성능을 검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소내 비산물에 대한 검토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5.1.1절 및 3.5.1.2절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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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외 비산물에 대한 구조물, 계통, 기기의 방호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5.2

절에 따라 수행한다.

다.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파단의 검토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수행한다.

라. 적용 가능한 코드 및 표준에 따른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의 설계에 대한 검토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9.1절에서 3.9.3절에 따라 수행한다.

마. 화재방호에 대한 검토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따라 수행한다.

바.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연계되어 있는 동 계통의 저압부분이 실제적인 범위까지 

원자로냉각재계통 전체압력에 견디도록 설계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동 계

통을 검토한다. 동 계통이 원자로냉각재계통 전체압력에 견딜 수 있는 최종파

단강도로 설계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검토자는 적절한 보상수단이 취해졌

는지를 검토한다.

 4. 구조부지분야 및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

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자연현상이나 외부 생성 비산물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안전관련 계통의 능

력에 대한 검토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5.1.4절과 3.5.2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안전정지지진(SSE), 가능최대홍수(PMF), 토네이도 비산물과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디기 위해 동 계통을 보호하거나 지지하는 내진범주 I 구조물의 능

력을 설정하는데 사용된 설계기준과 절차 및 분석의 허용성에 대한 검토는 경

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3.1절, 3.3.2절, 3.4.2절, 3.5.3절, 3.7.1절, 3.7.2절, 3.7.3

절, 3.8.4절 및 3.8.5절에 따라 수행한다.

다. 계통의 기기들에 대한 내진범주 및 품질등급 분류의 허용성에 대한 검토는 경

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에 따라 수행한다.

라. 내진범주 I인 계기 및 전기장비의 내진검증에 대한 검토는 경수로형 안전심사

지침 3.10절에 따라 수행한다.

 5.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일반설계기준 26, 27의 복합 반응도조절계통의 다중성과 성능요건을 만족시키

기 위한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의 붕산수 주입에 대한 검토는 경수로형 안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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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침 4.3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허용연료 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것과 정지여유도가 상실되기 전에 희석을 

종료하기 위한 적절한 시간이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원자로냉각재의 

붕산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동 계통의 오동작에 대한 검토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15.4.6절에 따라 수행한다.

다. 비상노심냉각계통 기능의 평가 시 가상 냉각재상실사고 발생 이후 허용연료 

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동 계통 유량과 주입압력

에 대한 검토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6.3절, 15.6.1절, 15.6.5절에 따라 수행

한다.

라. 일차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동 계통의 격리설비 설계에 대한 검토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6.2.4절에 따라 수행한다.

 6.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

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동 계통의 액체, 고체 및 기체폐기물 처리사항에 대한 검토는 경수로형 안전

심사지침 11.2절에서 11.5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동 계통의 공정 및 방출물 방사성 감시설비에 대한 검토는 경수로형 안전심사

지침 11.5절에 따라 수행한다.

    다.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12.1절과 12.3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방사선 피폭

을 되도록 적게 유지하는 관점과 방사선 방호 설비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동 

계통을 검토한다.

 7.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계측제어분야 및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기계 및 전기적 안전관련 장비의 

환경검증에 대한 검토를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동 계통의 안전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설계, 설치, 검사와 모든 계기, 

감지기, 제어기의 시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7.1절, 

7.6절 및 부록 7-1에 따라 수행한다.

8.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8.3.1절과 8.3.2절에 대한 검토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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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로서 동 계통의 안전관련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전기계통의 설

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한다. 추가적으로 10 CFR 50.63, 

"Loss of All Alternating Current Power"에 의해 요구되는 교류전원완전상실로부터 

견디고, 대처 및 회복하는 발전소의 총체적인 성능을 검토한다.

9.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17장에 상당하는 별도의 품질보증

계획서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과 붕산회수계통의 설

계 허용성은 다음과 같은 일반설계기준, 규정 및 Regulatory Guide(이하 “RG")에 근

거를 둔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동 계통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각각의 안전기능에 적합한 품질기준에 따

라 설계, 설치, 조립 및 시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동 계통은 RG 1.26, "Quality 

Group Classifications and Standards for Water-, Steam-, and 

Radioactive-Waste-Containing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의 요건을 만

족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동 계통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지진과 같은 비정상적인 자연재

해의 영향으로부터 그들의 안전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 동 계통은 안전관련 부분인 경우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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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침 C.1를 만족하고, 비안전 관련 부분인 경우 C.2를 만족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 동 계통의 안전

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공유로 인하여 안전기능의 수행을 저해하지 않

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공유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관련 공유계통과 기기는 기

기손상이나 타 호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와 상관없이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

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원자

로냉각재 압력경계 재질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동 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

통의 불순물 제거 및 화학적 순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통하여 원자로냉각재의 수질

화학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를 만족시켜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동 계통은 

예상운전과도(AOO)시 허용연료 손상한계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연료 및 피복

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붕산수 주입을 통하여 충분한 부반응도를 제공하는 안

전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동 계통은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운영기술지침서를 만족시키

기 위해 소외전원상실을 동반한 단일능동고장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일부분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서의 누설이나 소형파단인 

경우 원자로냉각재계통에 보충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

설”,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동 계통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는 

기체 또는 액체형태의 폐기물이 적절히 통제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폐회로 계통으

로 배수 및 배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10 CFR 50.34(f)(2)(xxvi), "Additional TMI-Related Requirements" 및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의 TMI 조치계획 항목 III.D.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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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방사성물질을 함유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동 계통

으로부터 누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어계획 및 누설감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10 CFR 50.63(a)(2), "Loss of All Alternating Current Power" : 교류전원완전상실시 

지정된 기간동안 노심냉각을 보증하고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

다. 동 계통이 10 CFR 50.63, "Loss of All Alternating Current Power" 요건에 따

라 발전소 교류전원완전상실 대처능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 계통의 설계

는 RG 1.155, "Station Blackout"에 따라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이나 붕산회수계통 설계에 대한 검토에 이용되는 특정 기준

은 다음과 같다.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

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

해야 한다.

 1.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감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수지의 온도 제한값을 초과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탈염기 온도감시기

나. 압력차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여과 탈염기 차압감시기

 2.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탈염기 유입온도가 수지의 온도 제한값을 초과하는 사고 

시 동 계통의 유량을 탈염기로 유로를 자동으로 전환하거나 격리시키는 설비를 갖

추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건설허가 검토 시에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 설계근거 및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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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가 Ⅱ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지 검토한다. 운영허가 검토 시에는 초기

설계기준 및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종설계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한다. 또한 신청자에 의해 준비된 운영기술지침서의 계통시험, 최소성능 및 감시

요건 내용을 검토한다. 검토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검토연계부서는 I항에 기술된 검

토분야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본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에서는 동 계통의 설계가 각 원전 공급자마다 상이하므로 

전형적인 계통을 가정한다. 동 계통은 탈염기를 통하여 처리되기 전에 원자로냉각재계

통으로부터 유출유량을 냉각시키고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주입되기 전에 충전유량을 다

시 가열시키는 재생열교환기, 탈염기, 부유되거나 용해된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여과기, 

원자로냉각재계통에 보충수를 주입시키는 고압충전펌프, 계통의 밀림용량이나 보충수

를 저장하는 체적제어탱크,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중성자 흡수재를 제공하는 붕소 보충/

저장계통, 붕소를 회수하거나 탈염수를 제공하는 증발기 또는 탱크, 화학 및 체적제어

계통에 붕소를 공급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탈염기의 운전온도를 변화시켜 반응도를 조

절하거나 폐수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붕소 열재생계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 계통

과 상이한 계통에 대해서 검토자는 다음에 주어진 검토절차를 조정할 수 있지만 계통

설계는 II항에 주어진 허용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1. 계통 설명서나 배관 및 계기도면(P&IDs)이 정상운전 시 사용되는 화학 및 체적제

어계통 장비를 보여주고, 정상운전 시 계통의 열전달이나 최소유량 요구조건을 확

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또한 예상되는 기기의 운전열화(펌프 

누설, 열 교환기 오염, 수지성능 감소)의 한계치와 이를 초과하는 것을 감지하고 

시정할 수 있는 절차가 기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 계통의 성능 요건을 검토

한다. 검토자는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FMEA)의 결과, 기 승인된 계통과의 비교, 독

자적인 계산 등을 이용하여 동 계통이 발전소 정지나 사고완화를 위한 계통의 최

소요건을 충족하는지, 어떤 능동기기의 상실에도 견딜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다음

을 확인하기 위해 동 계통의 배관 및 계통도면, 장비 설치 도면, 기기설명서나 특

성을 검토한다.

가. 동 계통의 필수부분들이 동 계통의 비필수부분들과 탈염수 보충계통이나 방사성폐

기물계통과 같은 연계된 계통들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배관 및 

계기도면에 격리되는 부분의 물리적인 구분과 설계등급의 변화가 명백하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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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었는지 검토한다. 또한 그들을 격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계통도를 

검토하며, 격리밸브의 최소성능 요건을 기술한 계통설명서를 검토한다.

나. 비필수부분과 필수부분을 분리하는 격리밸브들을 포함하여 동 계통의 필수 부

분들이 RG 1.26, "Quality Group Classifications and Standards for Water-, 

Steam-, and Radioactive-Waste-Containing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과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에 따라 품질등급 A, B, C와 내

진범주 I에 속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계통설명이 상기한 

내진이나 안전등급에 대해 설명되어 있고 배관 및 계기도면에서 배관 품질등

급의 변화가 표시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다. 동 계통의 고장, 동 계통의 필수부분에 접해 있는 내진범주 I로 설계가 되어 있

지 않은 다른 계통의 고장 또는 동 계통의 필수부분에 접해있거나 또는 동 계

통을 수용 또는 지지하는 비내진범주 I 구조물의 고장이 동 계통 필수부분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의 

규제방침 C.2를 만족해야 한다. 부지특징, 일반배열 및 배치도면이 설명되어 

있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절과 구조나 계통에 대한 내진범주 분류표가 제시된 절

을 참조해야 한다.

라. 검토연계부서에 의해 수행된 계산결과를 이용하여 검토주관부서는 다음 분야

에 대해 반응도 제어를 위한 계통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1) 두 개중 하나의 붕산 공급원과 두 개중 하나의 유로를 통하여 원자로냉각

재계통으로 붕산수를 주입하며, 동 계통은 붕산주입에 대한 운영기술지침

서를 만족해야 한다. 본 검토 시 배관 및 계기도면과 계통설명을 이용한다.

2) 가장 큰 반응도 값을 가진 제어봉 집합체가 완전히 인출되었다고 가정하고 

동 계통에 저장된 붕산의 양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상온정지에 필요한 붕

산의 양보다 많아야 하고 노심 수명동안 지논(Xenon) 붕괴를 보상할 때 필

요한 양보다 많아야 한다.

마. 수질화학 제어를 위한 동 계통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을 검토한다. 즉, 일차냉각재 방사능, 용해된 고체의 총 양과 수소

이온 농도(pH)의 허용범위, 산소와 할로겐 화합물의 최대허용농도 및 동 원자

로냉각재계통의 수질화학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 만족여부를 검토한다. 검토

자는 일차측 수질화학 제어 및 사양이 예상되는 운전조건하에서 원자로냉각재

에 노출되는 재료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검토자는 제안된 수질화학 제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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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 EPRI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PWR Primary Water Chemistry 

Guidelines"의 최신버전에 기술된 내용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바. 수지의 고온방지를 위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탈염기 우회밸브나 격리밸

브를 작동하게 하는 온도감시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계통설명서나 도면을 사용

하여 검토한다.  또한 탈염기에 차압감시기가 이용 가능한지 검토한다.

사.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에서 결정된 장비나 제어오차로 인한 일차냉각재 붕소농

도의 최고 변화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붕산 열재생 보조계통을 검토한다.

아. 붕소첨가나 일차냉각재 희석에 대한 운전절차 및 제어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자. 붕산을 포함할 수 있는 모든 기기와 배관들이 붕산의 석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열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가열된 공간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배관 및 계기

도면을 사용하여 검토한다.

차. 사고 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동 계통의 부분에 

대한 누설 제어 프로그램이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의 III.D.1.1항에 따라 설정되었는지 검토한다.

카. 일차계통수를 함유할 수 있는 동 계통의 저압 또는 수용탱크는 탱크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저압조건에 대한 방호를 위해 취해진 수단의 적절성을 검토한

다. 계통의 탱크에 저압조건 방지관점에서 검토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1) 충진가스를 사용하는 탱크는 액체가 제거되는 최대속도를 유

지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충진가스를 빠르게 수용할 수 있고, (2) 진공방출밸브

는 점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3) 결빙조건에 있는 탱크는 탱크와 진공방출

계통을 위해 적절한 결빙방지장비가 있어야 한다.

타. 검토자는 동 계통의 안전관련 펌프를 보호하기 위해 동 계통의 최소유량의 설

계에 관한 다음의 지침을 신청자가 고려하는 지에 대해 검증한다.

1) 한 대 또는 한 대 이상의 펌프들이 사수두(Dead-heading)를 초래할 수 있는 

최소유량 운전 시 펌프간 계통의 배열이 상호작용을 배제하는지 검토한다. 

또한 동 계통의 펌프를 위해 제공되는 최소냉각유량이 모든 조건에서 적절

한 지를 확인한다. 모든 조건에서 최소유량은 펌프의 손상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2) 펌프시험 시 최소유량 회수배관만 가용한 경우에 유량계는 최소유량 회수

관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 계기는 펌프 시험시 유량측정에 필요하며 펌프

의 수력학적 성능저하를 감시하기 위해 측정된 유량과 펌프 차압을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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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 검토자는 지진, 토네이도, 태풍 및 홍수와 같은 역환경사고 및 소외전원상실이나 

배관파단과 같은 사고시 동 계통의 안전기능이 요구되는 만큼 유지되는지 검토한

다.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공학적 판단,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다

른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의 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이용한다.

가. 상온정지에서 기동, 전출력 운전 및 발전소 냉각운전을 포함하는 모든 정상운

전 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재고량을 가압기 수위 허용범위내로 유지할 수 있

도록 동 계통의 펌프용량이 충분한지 계통 설명이나 도면을 검토한다.  또한 

동 계통은 소형배관 파단사고 시 원자로냉각재 보충수를 공급하고 소외전원상

실사고와 동시에 일어나는 단일능동고장 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일부분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한다. 원자로냉각재 보충수는 두 개의 다중성으로 

적절히 설계된 유로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배관 및 계기도면

을 검토한다.

나. 필수기기나 안전 정지에 필요한 부속계통은 소외전원상실 시에 요구되는 기능

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계통에 전원을 공급하는 보조 전력계통이나 그 계

통에서 단일능동기기 고장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동 계통의 

설계는 계통의 최소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소외전원상실시 영향을 받는 동 

계통의 기기나 부속계통에 대하여 붕산 첨가와 냉각재 충전 용량이 최소요구

량을 만족시키거나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

다. 동 계통이 이런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과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결과를 고려한다. 

 3. 동 계통의 필수부분들이 단일능동고장 시 설계기준사고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상술정보, 배관 및 계기도면, 배치도

면,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등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요구되는 기기의 기능을 확인

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분석결과를 평가하고, 계통도면에 표기된 

기기들의 이용성을 규명한다. 또한 각 사고 상황에 따라 계통의 최소유량 및 열전

달 요건이 요구되는 시간간격에 대해 충족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

고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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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붕산회수계통은 안전정지 또는 예상사고의 방지 및 완화에 필요한 계통은 아니다. 

계통의 탱크가 비내진범주 I인 경우 방사성폐기물분야 및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탱크 파단에 의한 누설이 안전 제한값을 따르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붕산회수계통

을 검토한다.

 5. 검토자는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성능이 교류전원완전상실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발전소의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RG 1.155, "Station 

Blackout"의 규제방침 C.3.2, C.3.3.4 및 C.3.5에 따라 동 계통이 설계되었는지를 검

토한다.

교류전원완전상실 시 연장된 기간에 원자로냉각재 펌프 밀봉의 건전성을 입증하는 

적절한 시험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발전소/신청자에 대해 검토자는 교류전원완전상

실시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밀봉냉각을 제공하는 적절한 수단이 존재하는 지를 검증

한다. 동 계통과 독립적이고 실제적인 범위까지 지원하는 관련 계통인 다중 밀봉주

입계통은 허용 가능하다. 다중 밀봉주입계통이 신청자에 의해 제안된 경우 검토자

는 동 계통이 교류전원완전상실의 대체교류전원으로부터 작동되는 가를 확인한다. 

일체형원자로의 원자로냉각재펌프(Canned-motor pumps)처럼 밀봉이 필요 없는 발

전소에 대해서는 이 검토 단계를 생략한다. 

 6.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전과 같이, 비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 시 가압기에 원자

로냉각재가 과충전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증기발생기세관파단 사고 시 증기발생기 

1차 측에 지속적으로 원자로냉각재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격납건물격리 안전

기능을 갖는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충전격리밸브가 있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동 밸

브에 대한 적절한 운전제한조건이 운영기술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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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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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계통은 붕소재생계통을 포함하며 일차계통의 유출배관부터 일차계통과 원자로

냉각재 펌프 밀봉수계통에 보충수를 공급하는 충전배관에 이르기까지 계통의 기기나 

배관을 포함한다. 사용자가 제안한 설계기준, 설계근거, 동 계통에 대한 안전등급 및 

정상, 비정상, 사고 시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계통성능에 대한 요건을 검토

한 결과, 동 계통과 보조계통의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

조, 제13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와 10 CFR 

50.34(f)(2)(xxvi), "Additional TMI-Related Requirements", 10 CFR 50.63 (a)(2), "Loss of 

All Alternating Current Power"의 요건을 만족시키므로 허용가능하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사항을 만족시킴에 근거를 둔다.

 1. 수행하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따른 기기의 품질등급 분류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와 RG 1.26, "Quality Group Classifications and 

Standards for Water-, Steam-, and Radioactive-Waste -Containing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의 요건

 2. 내진범주 I의 요건에 따른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의 설계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과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의 요건

 3. 공유로 인하여 어느 한 발전소의 사고상황이 타 발전소의 순차적인 정지 및 냉각

기능 수행능력을 저해하는 경우 안전에 중요한 기기들은 각 발전소간에 공유를 금

지하는 것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4. 원자로냉각재의 순도를 유지시킴으로써 부식을 저감시키기 위한 재료의 적합성,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대형 파단, 급속 전파 손상 및 비정상 누출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5. 예상운전과도 시 원자로냉각재계통에 붕산수를 주입하여 부반응도를 제공하는 동 

계통의 신뢰성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

어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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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서의 누설 및 소형파단 사고시 원자로냉각재에 보충수를 

공급하고 소외전원상실사고와 동반한 단일능동고장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일부분

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어야 하는 동 계통의 설계에 관한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제30조 “비

상노심냉각장치”

 7. 동 계통의 기기로부터 폐회로 계통을 통한 배기나 배수에 의한 방사능 제한에 관

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

시설”,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8. 사고시 방사성물질을 함유하고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동 계통의 설계시 제어계획 

및 누설감지설비에 관한 10 CFR 50.34(f)(20)(xxvi), "Additional TMI-Related 

Requirements" 및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의 III.D.1.1의 요건

 9. 교류전원완전상실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발전소의 능력을 지원하는 동 계통의 성능

을 입증하는 것에 관한 10 CFR 50.63(a)(2), "Loss of All Alternating Current 

Power" 및 RG 1.155, "Station Blackout"의 규제방침 C.3.2, C.3.3.4 및 C.3.5의 요

건.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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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and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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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active Material to the Environment."

11.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61, "Fuel Storage and handling 

and Radioactivity Control."

12. Regulatory Guide 1.26, "Quality Group Classifications and Standards for Water-, 

Steam-, and Radioactive-Waste-Containing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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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4.1절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 동안 제어실 종

사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제어된 환경을 제공하며, 제어실 기기들의 운전성을 보장

한다. 제어실지역 환기계통의 일부분은 소내정전사고(SBO)로부터 견딜수 있어야 하고 

복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 계통에 대해서는 공기 흡입측에서 부터 기체 정화 및 처리계통 혹은 발전소 배

기계통으로 연결된 방출지점까지의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25조 및 제32조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검토 

범위에는 공기흡입구, 덕트, 공기조화설비, 여과기, 송풍기, 격리댐퍼 그리고 배기팬 등

이 포함되며 또한 주제어실, 배전 및 축전지실, 출입통제구역, 제어건물(control 

building) 공기조화 기기실 및 전산실도 포함된다.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계통의 안전성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동 계통에 대해 검토한다. 이 결정에 근

거하여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후 후속 조치동

안의 악화된 환경으로부터 제어실 및 다른 안전관련 지역의 거주성 유지를 위해 

제어실 환기계통의 기능적 성능 요건들을 검토한다. 또한 소외전원상실을 동반한 

방사선, 연소 및 유독성 생성물의 영향에 대한 검토도 포함된다. 본 절에 대한 검

토는 안전심사지침 6.4절 ‘제어실 거주성’에 대한 검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검토주관부서는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해 다음 사항이 보장됨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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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단일 능동고장으로 인해 계통의 기능 및 성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나. 비내진범주 기기 혹은 부품들의 고장으로 인해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이 영향

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제어실 종사자 및 기기를 위해 대기온도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는 능력

  3. 제어실 내부에 있는 오염된 공기의 검출, 여과 및 신속하고 안전한 방출능력

  4. 화재, 고장 또는 오작동시 계통의 부분 격리능력, 격리 필요 감지능력 및 작동능력

  5. 환기계통이 예상된 최악의 성능저하상태에서 환기계통에 의해 공조되는 지역의 

필수 기기의 기능 수행능력

  6. 정상운전시에는 대기상태에 있다가 사고조건 동안에 동작이 요구되는 기기를 작

동하고 필요한 격리를 수행하는 능력

  7.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이 담당하는 지역에서 예상되는 환경조건과 소내정전사고시 

환기계통의 작동이 필요한 경우의 작동 여부

검토연계분야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계통내 기기들의 내진 및 품질등급 분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계통과 관련 지원계통을 감싸고 있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이 안전정지지진, 가능최

대홍수 및 토네이도 비산물과 같은 자연현상의 효과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해서 사용된 설계 해석, 절차 및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

침 3.3.1절, 3.3.2절, 3.5.3절, 3.7.1절～3.7.4절, 3.8.4절과 3.8.5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3. 홍수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4.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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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내 비산물에 대한 보호 대책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의 검토주관

부서가 수행한다. 

 5. 소외 비산물에 대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보호대책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

침 3.5.2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6.  고 에너지배관 및 중에너지배관의 파단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

지침 3.6.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7.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이 해당 코드와 기준에 따라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안

전심사지침 3.9.1절에서 3.9.3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8.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6

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9. I등급 계측장비 및 전기기기의 내진검증사항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0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0. 기계 및 전기 기기의 환경 검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의 검토주관부

서가 수행한다.

11. 발전소 내에서 사고시 흡입구 및 배기구 근처에서 공기중 오염물질의 농도와 주제

어실 거주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통 능력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4절의 검

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2. 발전소 주변으로 방출하기에 앞서 공기중의 방사능물질을 제거하는 제어실 환기계

통 여과기의 효율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5.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3. 계통기기에 대한 가동중 검사 요건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6절의 검토주관

부서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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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적절한 운전에 필요한 모든 필수 계측 장비 및 전기기기(감지, 제어, 전력)의 설계, 

환경 등급,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절성, 그리고 소내정전사고 요건에 대한 검토

는 안전심사지침 7.3절과 8.3.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5. 화재방호 요건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6. 방사선 방호기준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2.3～12.4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17. 운영기술지침서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장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8.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①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

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외부 인

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

다.

②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현상과 



제9.4.1절                                                     개정 4 - 2014. 12- 5 -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배치 및 건물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①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

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①2 이상의 원자로시설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

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에 중요한 설비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공유할 수 있다.

1. 각 원자로시설에서 해당 공유설비에 대하여 요구하는 모든 안전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다른 원자로시설들의 

순차적인 정지·냉각 및 잔열제거가 이루어지는 경우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는 소내정전사고

와 관련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①원자로시설에는 원자로제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원자로제어실에는 제어계통설비를 조작하는 장치, 비상노심 냉각장치 등 비상시에 

원자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를 조작하는 장치, 원자로 및 1차 냉각계통을 

구성하는 주요기기의 동작상태를 표시하는 장치, 주요계측장치의 계측결과를 표시하

고 기록하는 장치, 그 밖에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주요장치를 집중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③원자로제어실 및 이와 연결되는 통로 등에는 사고기간 동안 받는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사고조건하에서 운전원이 출입하거나 거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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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방사선 및 유독가스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운전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사선방

호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

원자로시설은 생성되는 방사성물질을 적절한 형태 및 조건으로 처리하여 부지내에 저

장하고 환경방출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체 및 액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발생되는 기체 및 액체방사성 유출물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

우에도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내에 방사

성물질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있을 것.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제어실지역 환기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계통의 설계가 다음 기준에 따른다면 타

당하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와 관련하여 계통이 지진 영향으로 부터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허용기준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의 안전관련 분야에 대한 규제방침 C.1과 비안

전관련 부분에 대한 규제방침 C.2에 따름을 근거로 한다.

     이 계통의 내진 수용 능력과 연관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에 따르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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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잃지 않고 설계기준지진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의 기능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소외전원상실을 동반

하는 가상 사고동안과 사고 후에 제어실 종사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제어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요건은 설계기준지진의 경우에 제어실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RG 1.29는 제어실 거주를 위한 방호 요건

을 만족시키는 지침을 제공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은 제어실 지역의 거주성

이 유지되고 제어실 내의 기기들이 설계대로 작동되어 기능 상실 가능성을 최소

화하도록 하는 데 있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와 관련하여 정상운전, 보수, 시험 및 가상 사고와 관련된 환경조건에 적합하

고 그 효과를 수용하도록 설계되며 동적 효과에 적절히 방호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 계통에 의해서 공조되는 지역 내에 위치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

기에 제공되는 환경조건 조성의 적합성도 포함하여 평가하게 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정상운전, 보수, 시험 및 냉각재상실사고를 포함하는 가상 사고

와 관련된 환경 상태에 적응할 수 있고 이들의 영향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 계통 및 기기가 기기고장이나 발전소 외부에서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산물, 배관 휩 및 분사 유체를 포함하는 동적 영향으로부터 적절히 보호

될 것을 요구한다.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의 기능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와 소외전원상실을 포함

하는 가상 사고동안과 사고 후에 제어실에 적절하고 제어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다. 사고상태하에서 이 기능이 수행되기 위해,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의 일부는 

사고에 따른 환경영향을 수용하고 가상 사고와 관련된 동적영향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은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이 관여하는 제어실 지역내의 안전에 중요한 계통

과 기기 및 안전 관련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이 특별한 조건과 사건에 관련되어 

작동될 수 있도록 기대되는 환경 조건과 동적 영향을 수용하도록 설계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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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을 만족함은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이 안전기능수행을 위한 적절한 환경조건을 제공하고 유지함으로써 안

전에 중요한 계통과 기기의 역할을 확실히 지원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와 관련하여 안

전에 중요한 공유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공유로 인하여 한 발전

소에서의 사고가 다른 발전소까지 차례로 정지시키고 냉각시키게 되는 경우를 

포함해서 본래의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음을 보인다

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발전소간에 공유될 수 있다.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

조는 다수호기 중 한 발전소에서의 사고가 다른 발전소로 전파되지 않도록 이 

계통의 기기들이 기본적으로 독립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각 발전소의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이 사고 조건에 따른 하중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시에, 

사고가 나지 않은 발전소의 제어실에 있는 기기의 운전 환경은 특정 한계 이내

로 유지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은 다수호기 발전소 지역

에서 한 발전소에서의 사고나 고장이 다른 호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와 관련하여 소내정전사고에 대처

할 수 있는 능력과 충분한 용량을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 계통을 갖추어야 

한다. 소내정전사고에 대처하거나 허용되는 대체교류전원(AAC)이 있는 경우 이 

사고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하는 해석이 필요하다. 이 해석은 사고 동안에 

기기 또는 계통의 잠재적인 기능 상실(즉,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을 포함한 공기조

화계통의 기능 상실 또는 기능 약화), 사고와 관련된 예측할 수 있는 환경 조건, 

이 환경 조건하에서 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기의 운전성 및 신뢰성, 사고

와 사고후 회복 기간 동안에 작업자의 출입이 요구되는 발전소 지역의 거주성 등

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준 만족여부는 RG 1.155의 C.3.2.4에 기술된 적용 기준을 

만족함에 근거를 둔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소내정전사고(즉, 원자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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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시에 소외전원과 소내 비상교류전원 상실)로부터 발전소가 복구되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 최소 허용기간에 걸친 소내정전사고 해석이 

필요하며 대체 전원과 발전소 정지계통이 작동될 때까지 사고를 견딜 수 있거나 

해당 회복기간을 포함한 이 기간 동안에 사고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RG1.155

는 소내정전사고 요건과 관련된 지침을 제시한다.

     제어실지역 환기계통이 소내정전사고 동안 적절한 환경조건을 유지하는 기능이 

없어도 노심 냉각,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보수 및 사고를 견디거나 극복하기 위한 

다른 기능을 위해 필요한 제어실 지역내의 기기는 사고와 관련된 예상 환경조건

하에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내정전사고 해석은 사고 동안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의 기능 상실이나 기능 저하와 같은)에 기기나 계통의 예

상 고장, 사고와 관련된 예상 환경조건, 이 예상된 환경조건하에서 사고에 견디

는 데 필요한 기기의 작동성과 신뢰성 및 사고동안과 복구기간동안에 운전원의 

출입이 요구되는 발전소 지역에의 주거성이 적절히 기술되어야 한다.

     이 사고와 사고복구에 필요한 기기의 기능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해석에

서 확인된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의 해당 부분은 이와 같은 지지 기능을 수행하

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요건은 소내정전사고 동안과 복

구기간동안에 예상할 수 있는 환경 조건하에서도 필요한 운전원 조치가 취해지

고 제어실 지역의 필요한 장비가 동작할 수 있어서 노심이 냉각되고 격납건물 

건전성이 적절히 유지될 것을 요구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와 관련하여 

사고 조건에서 제어실의 출입 및 상주를 위한 충분한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

다. 허용기준은 RG 1.78의 C.3, C.7 및 C.14와 관련하여 발전소 대기로 유독성 화

학물질의 누출에 대한 감지 및 계측, 이와 같은 누출로부터 제어실을 격리하기 

위한 계통능력,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는 계통능력에 대한 지침에 따름을 근거로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정상운전중에 발전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냉각재상실사고를 포함한 사고조건하에서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

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어실이 작동 상태로 유지될 것을 요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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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

조는 사고조건 하에서도 제어실에 출입과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방사능 

및 화학 물질 방출로부터 적절히 방호될 것을 요구한다. RG 1.78과 1.95는 이 제

어실 주거를 위한 방호 요건에 관한 지침을 제시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요건은 사고조건하에서 제어실

에 출입과 거주가 가능한지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

시설“와 관련하여 환경으로 개스성 방사성물질 배출시 적절히 제어 방출할 수 

있는 계통능력이 있어야 한다. 허용기준은 RG 1.52 및 RG 1.140의 각각에 대한 

C.1 및 C.2에 해당하는 경수로형 발전소의 사고후 정화계통 및 정상 정화계통의 

공기여과기 및 흡착 설비를 위한 설계, 시험 및 보수 관련 지침을 따름을 근거로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발전소 설계시 예상운전과도를 

포함하여 정상운전시에 기체 부유물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의 방출을 제어하는 

대책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RG 1.140과 1.52는 경수로형 원전에서의 정상 배

기계통 및 사고후 공학적안전설비 대기정화계통내의 공기 여과와 흡착 장치에 

대한 설계, 실험 및 보수 기준을 제공한다. 대기정화계통은 대기 중으로 방출되

는 기체 부유물내의 방사성 물질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

의 설계에 포함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요건은 기체 

부유물내의 방사성 물질의 방출이 정상운전과 예상운전과도에서 10 CFR 20에 제

시된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계통설명과 배관 및 계장도(P&ID)가 정상 및 비상 운전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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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계통내의 기기 및 해당 지역의 대기 온도 제한치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검

토한다. 계통의 성능 요건 관련 절에는 허용되는 기기의 운전 저하 조건(냉각기능

상실, 댐퍼누설 등)을 기술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와 같은 조건을 감지하고 대처하

기 위해 취해지는 절차가 기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의 

결과를 사용하여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이 어떤 능동 기기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기능 수행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AG-1a-92 Addenda를 포함하여 ASME Code AG-1, "원자력 시설내 공기 및 기체 

취급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 계통의 배관 및 계장도, 기기 배치도면, 기기 설명서 및 특성을 검토하여 다음을 

결정한다:

    가. 계통의 필수 부분은 비필수 부분과 명확히 구별되고 격리될 수 있어야 한다. 

배관 및 계장도에서 필수/비필수 부분 사이에 물리적인 분리선이 명확히 표시

되고 설계 등급분류 변화가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계통도에서 격리를 위

한 수단이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계통설명에서 격리댐퍼에 대한 

최소 성능요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도면과 설명서에서 일련의 

2개의 자동구동 격리댐퍼가 필수 부분으로부터 비필수 부분 및 기기를 분리시

킴을 확인한다.

    나. 필수부분으로부터 비필수 부분을 분리하기 위한 격리댐퍼를 포함하여 계통의 

필수 부분은 내진범주 I로서 분류되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계 및 성

능 특성을 기술한 기기 및 계통 설명에서 내진범주 I 기기가 포함되었음을 확

인한다. 그리고, 배관 및 계장도에서 설계 등급분류에 대한 변환 지점을 표시

하였는가 확인한다.

    다. 설계조항에는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의 가동중검사 및 기능시험이 적절

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시험 및 검사 프로그램을 기술하

고, 계통설계도에는 동 프로그램에 의해 요구되는 팬 또는 격리댐퍼 주변의 

시험에 필요한 재순환유로가 있는지 확인한다.

  3. 악화된 자연 현상, 발전소 주변 유독 화학물질 방출 또는 소외전원상실사고시 요

구되는 계통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며, 공학적 판단과 고장

형태 및 영향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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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계통의 비필수 부분의 고장 또는 내진범주 Ⅰ로 설계되지 않았고 계통의 필수

부분에 근접해 있는 다른 계통의 고장 혹은 본 계통의 필수부분을 지지, 감싸

거나 근접해 있는 비내진범주 구조물의 고장이 본 계통의 필수 부분의 운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관련 구조물과 계통의 내진설계 등급분류를 제시한 안전

성분석보고서의 표 뿐만이 아니라 부지특성, 일반적 배열 및 배치도면이 기술

된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상기 조

건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내용이 제시된다면 허용 가능하다.

    나. 제어실지역 환기계통의 필수부분은 홍수, 태풍, 토네이도 및 소내외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홍수에 대한 방호 및 비산물 방호 기준은 안

전심사지침 3장에 기술되어 있다. 계통, 구조물 및 팬 실의 설계 및 위치가 방

호 정도에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계통이 홍수 및 토네이도 비산물로부터 보호

될 수 있는 내진범주 I 구조물 내에 위치하거나, 계통의 기기들이 홍수 및 비

산물 효과에 대해 견딜 수 있는 개별 구조물 혹은 개별 실에 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흡입구를 통하여 제어실에 유입될 수 있는 공기중 부유 오염 물질의 방출 사

고시에 제어실 거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오염물질의 농도와 종류를 검토하

여 이를 평가한다.

    라. 전체 계통은 오염된 공기를 감지하고 계통내로 누설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어

야 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허용할 수 있다: 

1) 계통의 배관 및 계장도에는 계통 입구에 방사선, 연기 및 독성화학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감시기 설치 여부를 나타내야 한다. 감시기는 제어실에 경

보를 작동시켜야 한다.

2) 계통의 배관 및 계장도에는 일렬로 배열된 2개의 자동작동 댐퍼에 의해 비

필수 부분이 격리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야 한다. 

3) 내부 재순환 여과 운전모드 혹은 한방향 환기 운전모드를 사용하여 오염된 

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4) 계통의 배관 및 계장도에는 공기흡입구에서 연기를 감지한 후 주제어실을 

차단하는 설비가 있는지 확인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수동으로 격리하게 되

나 항공기 충돌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자동격리가 

요구된다.

    마. 필수 기기 및 부계통은 소외전원상실사고시에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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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계통자체에 포함된 능동기기의 단일고장 혹은 계통으로 공급하는 

보조전원의 고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제어실지역 환기계통의 계통설계가 안전

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소 계통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안전성분석보

고서에서 소외전원상실사고에 의해 영향받는 각 기기 혹은 부계통으로 인하여 

사고 후의 계통 운전이 제어실 종사자의 안전 혹은 필수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검토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 내용과 고장형태 및 영향분

석의 결과를 검토하여 계통의 기능 신뢰성을 확인한다.

  4.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계통 설명, 배관 및 계장도, 도면,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결

과를 검토하여 단일능동고장을 가정한 설계기준사고에서 계통 필수 부분의 기능

이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요구되는 기기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성분

석보고서의 분석 내용을 평가해야 하며, 계통 도면에서 이 부품들의 이용도를 추

적한다. 그리고,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각 사고 상태에서 작동이 요구되는 기간 동

안에 최소한의 계통 격리나 여과 요건이 만족되었음을 입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각 경우의 설계에 대해 최소한의 계통요건이 만족되면 허용

할 수 있다.

  5. 소내정전사고기간 동안과 복구기간 동안에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 작동여부에 관

계없이 이 계통에 의해 관리되는 지역은 적절한 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 사

고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조건하에서 사고 대응에 필요한 시설의 작동 및 운전원 

조치가 수행되는 지역의 거주성이 RG 1.155의 C.3.2.4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적절한

지 확인한다.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내정전사고시에 작동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 계통이 소내정전사고시에 요구되는 계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소내정전사고기간과 복구기간 동안에 적절한 

환경을 유지하는 능력을 보유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 계통의 요구되지 않은 부분

의 고장이 요구되는 부분의 기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

한 경우, 안전심사지침 7.3.1절 및 8.3.1절의 담당자와 협조하여 사고시 이 계통의 

계측장비 및 전기부분이 적절히 기능을 발휘하는지 평가하며 제어실 지역 계측장

비 및 전기기기에 대한 환경 제한치가 적절히 고려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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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제어실지역 환기계통은 공기 흡입구로부터 방출지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기기와 

덕트를 포함한다. 계통의 어느 부분에 고장이 발생하여 방사능 누출이 되었을 때 전신

에 0.5 rem을 초과하는 소외피폭 혹은 신체의 어느 부위에 이에 등가하는 피폭을 받

았을 경우, 계통의 모든 부분은 내진범주 I 및 안전관련 등급으로 분류된다.

   검토자는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에 대한 설계 및 기대되는 성능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25조 및 제32조에 관련된 요

건을 만족시킨다고 결론짓는다. 이 결론은 다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

  1.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과 관련하여, 동 계통은 RG 1.29의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해당하는 C.1과 계통의 비안전관련 부분에 해당하는 C.2의 지침을 만족함

으로써 지진 영향으로부터 견딜 수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2.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에 관련하여, 정상운전, 과도상태 혹은 사고조건 동

안 제어실 내에 설치된 안전에 중요한 기기의 환경 요건을 설계 제한치 이내에 

유지하는 능력을 보이기 위한 계통 설계에 있어서 동적 영향과 주변 악조건을 적

절히 고려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을 만족

한다.

  3. '설비의 공유'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는 공유 능력이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4. 신청자는 소내정전사고 동안과 그 복구 기간 동안에 발전소를 안전하게 정지시키

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갖는 기기가 위치한 제어실 지역에 운전원 출입과 기기 

작동성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환경 조건이 유지됨을 입증하였고 RG 1.155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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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르고 있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요건을 만족

한다.

  5. '원자로제어실 등'에 관련하여 RG 1.78의 지침을 만족함으로써 정상 및 사고조건

동안 제어실에 거주하기 위한 적절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계통능력이 있으므

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6.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에 관련하여 RG 1.52와 RG 1.140의 지침을 만족

함으로써 기체성 방사성물질의 환경으로의 배출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계통능

력이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7. 10 CFR 20, "Standards For Protection Against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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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0 CFR 50, Appendix A, GDC 2, "Design Bases for Protection Against Na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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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Regulatory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15. Regulatory Guide 1.52,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Atmosphere 

Cleanup System Air Filtration and Adsorption Units of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16. Regulatory Guide 1.78, "Assumptions for Evaluating the Habitability of a Nuclear 

Power  Plant Control Room During a Postulated Hazardous Chemical Release."

17. Regulatory Guide 1.95, "Protection of Nuclear Power Plant Control Room 

Operators Against an Accidental Chlorine Release."

18. Regulatory Guide 1.140,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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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Regulatory Guide 1.155, "Station Blackout."

20. ASME Code AG-1, "Code for Nuclear Air and Gas Treatment," 1991(including the 

AG-1a-92 Addenda thereto).



지 침 번 호 KINS/GE-N001

분 류 번 호 9.4.2

개 정 번 호 4

발 행 일 자 2014.1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분류번호 : 9.4.2

제 목 :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계통

검토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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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 ‘92.4

1 ‘93.5 ‘93.5

2 ‘99.10 ‘99.10

3 정진석 ‘09.12 정해동 ‘09.12

4
노경완

정진석
‘14.11 김용범 ‘14.11





제9.4.2절                                                     개정 4 - 2014. 12- 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4.2절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계통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지역 환기계통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기간 및 핵연료 취급사

고 이후 종사자의 출입을 허용하고, 방사성 공기를 제어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지역에

서 환기상태를 유지한다. 동 계통은 공기입구측에서 부터 기체 정화 및 처리계통 혹은 

발전소 배기계통으로 연결된 방출지점까지의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6조, 제32조 및 제33조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검토범위에는 공

기흡입구, 덕트, 공기조화설비, 여과기, 송풍기, 격리댐퍼 그리고 배기팬 등이 포함되며 

사용후핵연료 냉각펌프실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와 연계된 모든 지역도 포함된다.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계통의 안전성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동 계통에 대해 검토한다. 이 결정에 근

거하여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환경 악화사고 및 소외

전원상실사고 동안의 기능적 성능요건들을 검토한다:

     검토주관부서는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해 다음 사항이 보장됨을 검토한다:

     가. 단일 능동고장으로 인해 계통의 기능 및 성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나. 비내진범주 기기 혹은 부품들의 고장으로 인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지역 환

기계통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지역 환기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검

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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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저 방사성 지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고 방사성 지역으로 공기를 직접 환기시

킬 수 있는 능력

     나. 고장 또는 오동작시 계통의 부분격리 및 격리를 위해 필요한 감지능력

     다. 정상운전시에는 운전되지 않지만 사고동안 운전이 요구되고, 필요시 격리조

치를 요하는 기기의 작동 능력

검토연계분야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지역 환기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계통내 기기들의 내진 및 품질등급 분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계통과 관련 지원계통을 감싸고 있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이 안전정지지진, 가능최

대홍수 및 토네이도 비산물과 같은 자연현상의 효과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해서 사용된 설계 해석, 절차 및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

침 3.3.1절, 3.3.2절, 3.5.3절, 3.7.1절～3.7.4절, 3.8.4절과 3.8.5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3. 홍수에 대한 보호대책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4.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4. 소내 비산물에 대한 보호 대책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5. 소외 비산물에 대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대한 보호대책의 검토는 안전심사

지침 3.5.2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6. 고 에너지배관 및 중에너지배관의 파단에 대한 보호대책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7.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이 해당 코드와 기준에 따라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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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사지침 3.9.1절에서 3.9.3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8.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6

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9. I등급 계측장비 및 전기기기의 내진검증사항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0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0. 기계 및 전기 기기의 환경 검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의 검토주관부

서가 수행한다.

11. 발전소 주변으로 방출하기에 앞서 공기중의 방사능물질을 제거하는 제어실 환기계

통 여과기의 효율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5.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2. 계통기기에 대한 가동중 검사 요건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6절의 검토주관부서

가 수행한다.

13. 적절한 운전에 필요한 모든 필수 계측 장비 및 전기기기(감지, 제어, 전력)의 설계, 

환경 등급,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절성, 그리고 소내정전사고 요건에 대한 검토

는 안전심사지침 7.3절과 8.3.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4. 화재방호 요건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5. 정상운전중 방사선 공기배출 허용한계를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계통의 성능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1.3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6. 계통으로부터 방사능 오염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제어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계통의 능력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1.5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17. 방사선 방호기준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2.3～12.4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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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8. 핵연료 취급 사고로 인한 대기중 오염물질의 방사선 평가 내용에 대한 검토는 안

전심사지침 15.7.4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9. 운영기술지침서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장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0.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①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

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현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배치 및 건물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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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①2 이상의 원자로시설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

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에 중요한 설비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공유할 수 있다.

1. 각 원자로시설에서 해당 공유설비에 대하여 요구하는 모든 안전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다른 원자로시설들의 

순차적인 정지·냉각 및 잔열제거가 이루어지는 경우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

원자로시설은 생성되는 방사성물질을 적절한 형태 및 조건으로 처리하여 부지내에 저

장하고 환경방출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체 및 액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발생되는 기체 및 액체방사성 유출물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

우에도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내에 방사

성물질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있을 것.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①핵연료집합체 및 사용후핵연료(이하 "연료등"이라 한다)를 취급하는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료등이 임계에 도달할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2. 붕괴열에 의하여 연료등이 녹지 아니하는 것일 것.

3. 취급중에 연료등이 파손될 우려가 없을 것.

4. 연료등을 넣은 용기는 취급중에 충격·열 등에 견디고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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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지역 환기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계통의 설계가 다음 기준에 

따른다면 타당하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와 관련하여 계통이 지진 영향으로부터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허용기준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의 안전관련 분야에 대한 C.1과 비안전관련 분

야에 대한 C.2의 지침에 따름을 근거로 한다.

     이 계통의 내진 수용능력과 연관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

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에 따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잃지 않고 설계기준지진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지역 환기계통의 기능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가상사

건, 가상사고 동안과 가상 핵연료 취급사고 후에 해당 지역의 방사능 부유 물질

을 제어하고, 종사자들의 출입을 허용하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설비영역을 환

기시키는 것이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제시된 요건

은 설계기준 지진기간과 지진 후에 어떤 핵연료 손상으로 인해서도 0.5rem을 초

과하는 전신피폭 또는 이에 준하는 신체 각 부위의 피폭의 가능성이 있는 소외 

방사선량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환기계통이 본래의 기능을 발

휘하는 것이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지

역 환기계통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여, 설계기준 지진사고시에 공기중 부유 방사

성 물질의 배출을 확실히 제어하는 것이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와 관련하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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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중요한 공유계통 및 기기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공유로 인하여 한 발전

소에서의 사고가 다른 발전소까지 차례로 정지시키고 냉각시키게 되는 경우를 

포함해서 본래의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음을 보인다

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발전소간에 공유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지역 환기계통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16조는 다수호기 중에서 한 발전소에서의 사고가 다른 발전소로 전파

되지 않도록 이 계통의 기기들이 기본적으로 독립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각 

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지역 환기계통이 사고 조건에 따른 하중을 수용하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시에, 사고가 나지 않은 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에 있는 기기의 운전 환경은 특정 한계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은 다수호기 발전소 지역

에서 한 발전소에서의 사고나 고장이 다른 호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

시설“와 관련하여 환경으로 개스성 방사성물질 배출시 적절히 제어 방출할 수 

있는 계통능력이 있어야 한다. 허용 기준은 RG 1.52 및 RG 1.140의 각각에 대한 

C.1 및 C.2에 해당하는 경수로형 발전소의 사고후 정화계통 및 정상 정화계통의 

공기여과기 및 흡착 설비를 위한 설계, 시험 및 보수 관련 지침을 따름을 근거로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발전소 설계시 예상운전

과도를 포함하여 정상운전시에 기체 부유물에 포함된 방사능물질의 방출을 제어하

는 대책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핵연료 저장조 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동시키거나 운반하는 동안에 핵연료 피

복재가 손상되어 대기 중으로 방사성 가스와 분무가 배출될 수 있다. 대기정화계

통은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기체 부유물 내의 방사성 물질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

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지역 환기계통의 설계에 포함된다. RG 1.140과 1.52는 경

수로형 원전에서의 정상 배기계통 및 사고후 공학적안전설비 대기 정화계통내의 

공기여과와 흡착장치에 대한 설계, 실험 및 보수기준을 제공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요건은 기체 부유물 내의 방사

성 물질의 방출이 정상운전과 예상운전과도에서 10 CFR 20에 제시된 제한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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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와 

관련하여 정상운전 및 사고 후 조건하에서 핵연료 저장조 시설로부터 대기로의 

방사성 공기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적절한 격납건물, 격납시설 및 여과 설비에 대

한 계통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할 수 있는 

핵연료 저장 및 취급, 방사성 폐기물 및 타 계통이 정상 운전 및 사고조건하에서 

적절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될 것을 요구한다. 이 기준은 그와 같은 설비가 

적절한 격납건물, 격납시설 및 여과 계통을 포함하여 설계될 것을 명시한다.

     사용후핵연료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내에서 이동되어야 되고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이 대기중으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지역 환기계통의 설계는 이 방사성 부유 입자와 가스가 배기덕트에 도달

하기 전에 정상 환기계통을 격리시키고 비상여과 및 흡착계통을 작동시킬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계통의 합당한 설계를 위한 지침은 RG 1.13, 규제

방침 C.4와 RG 1.25 (규제방침 C.4에 참조됨)에 제시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의 요건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와 가상 사고시에 방사성 물질의 방출이 10 CFR 20에 명시된 방사선량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III. 검토 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계통설명과 배관 및 계장도(P&ID)가 정상운전시 사용되는 사

용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계통의 기기 및 해당 구역의 대기환경 온도의 제한

치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계통의 성능 요건 관련 절에는 허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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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의 운전 저하 조건(냉각기능 상실, 댐퍼누설 등)을 기술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와 같은 조건을 감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가 기술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의 결과를 사용하여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이 어

떤 능동기기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기능 수행능력이 있음을 결정한다.

     계통의 검토에서 다음의 관련 산업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해야 한다. 

ANSI/ANS-59.2-1985, "Safety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 HVAC Systems 

Located Outside Primary Containment," 및 ANSI/ASME AG-1-1985, "Code on 

Nuclear Air and Gas Treatment." 

  2. 다음을 결정하기 위해 계통의 배관 및 계장도, 기기 배치 도면, 기기 설명서 및 

특성을 검토한다:

    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 계통의 필수 부분은 계통의 비필수 부분과 명

확히 구별되고 격리될 수 있어야 한다. 배관 및 계장도는 이 같은 두 부분사

이에 물리적으로 명확히 표시되고 설계 등급분류 변화가 표시되어 있음이 확

인되어야 한다. 또한 계통도에는 격리를 위한 수단이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하

고, 계통 설명에서 격리 댐퍼에 대한 최소 성능요건이 명시되어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도면과 설명서에서 일련의 2개의 자동구동 격리댐퍼가 필수 부분으로부터 비

필수 부분 및 기기를 분리시킴을 확인한다.

    나. 필수부분으로부터 비필수 부분을 분리하기 위한 격리댐퍼를 포함하여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지역 환기계통의 필수 부분은 내진범주 I로서 분류되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기계 및 성능특성을 기술한 기기 및 계통 설명에는 상

기의 등급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하고, 배관 및 계장도에서 설계 등급분류에 대

한 변환 지점을 표시하였는가를 확인한다.

    다. 설계 조항에는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의 가동중 검사 및 기능 시험이 적

절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산업기술기준인 ASTM D3803-89, "Standard Test 

Methods for Radiological Testing of Nuclear Grade Gas Phase Absorbers,"를 

만족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자료가 시험 및 검사 프로그램

을 기술하고 있고, 계통도에는 동 프로그램에 의해 요구되는 팬 또는 격리댐

퍼 주변의 시험에 필요한 재순환 유로를 보여준다면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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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악화된 자연 현상 또는 소외전원상실사고에서 요구되는 계통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며, 공학적 판단과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을 사용하여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가. 계통의 비필수 부분의 고장 또는 내진범주 I로 설계되지 않고 계통의 필수 부

분에 근접해 있는 다른 계통의 고장, 혹은 본 계통의 필수 부분을 지지, 감싸

거나 근접해 있는 비내진범주 구조물의 고장이 본 계통의 필수 부분의 운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관련 구조물과 계통의 내진설계 등급분류를 제시한 안전

성분석보고서의 표 뿐 아니라 부지 특성, 일반적 배열 및 배치 도면이 기술된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상기 조건

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내용이 제시된다면 허용 가능하다.

    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지역 환기계통의 필수 부분은 토네이도, 태풍, 홍수 및 소

내외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홍수에 대한 방호 및 비산물 

방호 기준은 안전심사지침 3장에 기술되어 있다. 계통, 구조물 및 팬 실의 설

계 및 위치가 방호 정도에 적절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계통이 홍수, 비산물 및 

토네이도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내진범주 I 구조물 내에 위치한다거나 계통의 

기기들이 홍수 및 비산물 효과에 견딜 수 있는 개별 구조물 혹은 개별 실에 

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전체 계통은 오염된 공기를 감지하고 계통내로 누설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어

야 한다. 다음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허용할 수 있다:

       1) 배관 및 계장도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지역 환기계통의 비필수 부분이 일렬

로 배열된 2개의 자동 작동 댐퍼에 의해 격리될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2)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지역 환기계통은 정상 환기계통을 자동으로 격리하고, 

처음 오염된 공기입자와 개스가 정상환기 배기덕트에 도달하기 전에 비상 

배기계통을 작동시켜 사용후핵연료 지역으로부터 방사성 오염물을 여과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필수 기기 및 부계통은 소외전원상실사고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

어야 한다. 계통자체에 포함된 능동 기기의 단일고장 혹은 계통으로 공급하는 

보조전원의 고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지역 환기계통의 계

통설계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소한의 계통요건을 만족한다면 허용할 

수 있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소외전원상실사고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사용

후핵연료 저장조지역 환기계통의 기기 혹은 부계통이 계통의 유량 불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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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시켜 저방사성 지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고방사성 지역으로 공기 흐름 방

향을 바꿔 놓지 않음을 검토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 내용과 고장

형태 및 영향분석의 결과를 검토하여 계통의 기능 신뢰성을 확인한다.

  4.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는 계통 설명, 배관 및 계장도, 도면, 고장형태 및 영향분

석을 토대로 단일능동고장을 가정한 설계기준사고에서 계통 필수부분의 기능을 

보장할 수 있음이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요구되는 기기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분석 내용을 평가해야 하며, 계통 도면에서 이 부품들

의 이용도를 추적한다. 또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각 사고 상태에서 작동이 요구

되는 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계통 격리나 여과 요건이 만족되었음을 입증하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각 경우의 설계에 대해 최소한의 계통

요건이 만족되면 허용할 수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지역 환기계통은 공기 흡입구로부터 방출지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기기와 덕트를 포함한다. 계통의 고장으로 발생하는 방사능 누출로 인해 전신에 

0.5 rem 이상의 소외 피폭이나 혹은 신체의 어느 부위에 이에 등가하는 피폭을 받을 

경우, 계통의 모든 부분은 내진범주 I 및 안전관련 등급으로 분류된다. 신청자가 제시

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지역 환기계통에 대해 설계기준 및 근거, 안전등급, 그리고 정

상, 비정상 및 사고 조건 동안 환경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배제하기 위한 계통성능 

요건을 근거로 하여 검토자는 본 계통 및 지지계통에 대한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6조, 제32조 및 제33조에 관련된 요건을 만족시킨다

고 결론짓는다. 이 결론은 다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

  1.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과 관련하여 본 계통은 RG 1.29의 계통의 안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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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해당하는 C.1과 계통의 비안전관련 부분에 해당하는 C.2의 지침을 만족함

으로써 지진 영향으로부터 견딜 수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2. '설비의 공유'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는 공유 능력이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3.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에 관련하여 RG 1.52와 RG 1.140의 지침을 만족

함으로써 기체성 방사성물질의 환경으로의 배출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계통능력

이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4. RG 1.13의 C.4의 지침을 만족함으로써 정상 및 사고후 조건에서 핵연료 저장설비

로 부터 대기로 방사성 공기의 방출을 제어하기 위한 여과기능 및 적절하게 격리

할 수 있는 계통능력이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의 요건을 만족한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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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4.3절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 건물 환기계통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예상되는 사고 

후에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 건물에 환기를 유지하고 종사자들의 출입을 허용하며 공

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제어한다.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은 공기 입구측에서 부터 기체 정화 및 처리 

계통 혹은 발전소 배기계통으로 연결된 방출지점까지의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6조, 제32조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검토분야는 

공기 흡입구, 덕트, 공기조화설비, 여과기, 송풍기, 격리댐퍼 그리고 배기팬 등이 포함

되며 또한 방사성폐기물건물 및 출입통제 비방사지역과 이들과 연계된 보조건물에 있

는 안전관련 지역도 포함된다.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 또는 동 계통의 일부가 안전관련계통으로 설

계되는 것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동 계통에 대한 기능적 성능 요건 및 

공기 처리기기를 검토한다. 본 결정에 근거하여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정상운

전, 예상운전과도, 환경 악화사고 및 소외전원상실사고 동안의 기능적 성능요건들

을 검토한다.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해 다음 사항이 보장됨을 검토한다:

    가. 단일능동고장으로 인해 계통의 기능 및 성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나. 비내진범주 기기 혹은 부품들의 고장으로 인해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

기계통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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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과 같은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검

토한다:

    가. 저 방사성지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고 방사성지역으로 공기를 직접 환기시킬 

수 있는 능력

    나. 고장 또는 오작동시 계통의 부분격리 및 격리를 위해 필요한 감지능력과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계통의 작동 능력

    다. 정상운전시에는 운전되지 않지만 사고동안 운전이 요구되고, 필요시 격리를 

행하는 기기의 작동 능력 

검토연계분야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계통내 기기들의 내진 및 품질등급 분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계통과 관련 지원계통을 감싸고 있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이 안전정지지진, 가능최

대홍수 및 토네이도 비산물과 같은 자연현상의 효과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해서 사용된 설계 해석, 절차 및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

침 3.3.1절, 3.3.2절, 3.5.3절, 3.7.1절～3.7.4절, 3.8.4절과 3.8.5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3.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이 해당 코드와 기준에 따라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안

전심사지침 3.9.1절에서 3.9.3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4.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6

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5. I등급 계측장비 및 전기기기의 내진검증사항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0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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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계 및 전기 기기의 환경 검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의 검토주관부

서가 수행한다.

 7. 계통기기에 대한 가동중 검사 요건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6절의 검토주관

부서가 수행한다.

 8. 적절한 운전에 필요한 모든 필수 전기기기(감지, 제어 및 전원)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3절과 8.3.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9. 정상운전중 방사선 공기배출 허용한계를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계통의 성능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1.3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0. 계통으로부터 방사능 오염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제어하는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

건물 환기계통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1.5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1. 방사선 방호기준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2.3～12.4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12. 운영기술지침서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장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3.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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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①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

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외부 인

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

다.

②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현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배치 및 건물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①2 이상의 원자로시설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

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에 중요한 설비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공유할 수 있다.

1. 각 원자로시설에서 해당 공유설비에 대하여 요구하는 모든 안전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다른 원자로시설들의 

순차적인 정지·냉각 및 잔열제거가 이루어지는 경우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

원자로시설은 생성되는 방사성물질을 적절한 형태 및 조건으로 처리하여 부지내에 저

장하고 환경방출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체 및 액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발생되는 기체 및 액체방사성 유출물을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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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

우에도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내에 방사

성물질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있을 것.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계통의 설계가 다음 기준

에 따른다면 타당하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와 관련하여 계통이 지진 효과로부터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허용기준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의 안전관련 분야에 대한 C.1과 비 안전관련 분

야에 대한 C.2의 지침에 따름을 근거로 한다.

     이 계통의 내진수용능력과 연관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

조에 따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잃지 않고 설계기준지진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의 기능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소외전

원상실을 동반하는 가상 사고동안과 사고 후에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에 환

기를 유지하고 종사자들의 출입을 허용하며 공기 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제어

하는 것이다. 이 요건은 설계기준지진의 경우에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

계통의 필수 부분이 기능을 유지하고, 이 계통의 비필수 부분이나 내진범주 I 기

준에 따라 설계되지 않은 다른 계통의 고장이 전신피폭선량 0.5rem, 또는 이에 

준하는 신체 다른 부위의 피폭선량을 초과하는 소외 피폭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

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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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은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

건물 환기계통이 설계대로 작동되어 규제치 이상의 방사능 누출이 없도록 하는 

방호를 제공함을 확인하는 데 있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와 관련하여 안

전에 중요한 공유계통 및 기기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공유로 인하여 한 발전

소에서의 사고가 다른 발전소까지 차례로 정지시키고 냉각시키게 되는 경우를 

포함해서 본래의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음을 보인다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발전소간에 공유될 수 있다.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16조는 다수호기 중에서 한 발전소에서의 사고가 다른 발전소로 전파

되지 않도록 이 계통의 기기들이 기본적으로 독립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각 

발전소의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이 사고조건에 따른 하중을 수용하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시에, 사고가 나지 않은 발전소의 보조 및 방사성폐기

물건물에 있는 기기의 운전 환경은 특정 한계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은 다수호기 발전소 지역

에서 한 발전소에서의 사고나 고장이 다른 호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

설 등“와 관련하여 환경으로 개스성 방사성물질 배출시 적절히 제어 방출할 수 

있는 계통능력이 있어야 한다. 허용기준은 RG 1.52 및 RG 1.140의 각각에 대한 

C.2와 C.1 및 C.2에 해당하는 경수로형 발전소의 사고후 정화계통 및 정상 정화

계통의 공기여과기 및 흡착 설비를 위한 설계, 시험 및 보수 관련 지침을 따름을 

근거로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발전소 설계시 예상운전과도를 

포함하여 정상운전시에 기체 부유물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의 방출을 제어하는 

대책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의 기능이 정상 배기계통으로부터 대기로 방

출되는 기체 부유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양을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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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의 설계에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가 적용된다. RG 

1.140과 1.52는 경수로형 원전에서의 정상 배기계통 및 사고후 공학적안전설비 

대기정화계통 내의 공기 여과와 흡착장치에 대한 설계, 실험 및 보수기준을 제공

한다. 대기정화계통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기체 부유물 내의 방사성물질의 양

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의 설계에 포함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요건은 기체 부유물 내의 방사

성물질의 방출이 정상운전과 예상운전과도에서 10 CFR 20에 제시된 제한치를 초

과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계통설명 및 배관 및 계장도(P&ID)가 정상운전시 사용되는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의 기기 및 해당 지역의 대기 온도 제한치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계통의 성능 요건 관련 절에는 허용 가능한 기기의 

운전 저하 조건(냉각기능 상실, 댐퍼누설 등)을 기술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와 같

은 조건을 감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가 기술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다.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의 결과를 사용하여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이 어떤  능

동기기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기능 수행능력이 있음을 결정한다.

     이 계통에 대한 검토는 관련 산업기술기준인 ANSI/ANS-59.2-1985, "Safety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 HVAC Systems Located Outside Primary 

Containment,"와 ANSI/ASME AG-1-1985, "Code on Nuclear Air and Gas 

Treatment."를 만족한다는 확증을 보여야 한다.

  2. 다음을 결정하기 위해 계통의 배관 및 계장도, 기기 배치도면, 기기 설명서 및 특

성을 검토한다:

     가.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의 필수부분은 계통의 비필수 부분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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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구별되고 격리될 수 있어야 한다. 배관 및 계장도는 이와 같은 두 부분 

사이에 물리적으로 명확히 표시되고 설계 등급분류 변화가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계통도에 격리를 위한 수단이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

하고, 계통설명에서 격리댐퍼에 대한 최소성능요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가 검토되어야 한다. 도면과 설명서에서 일련의 2개의 자동구동 격리댐퍼가 

필수부분으로부터 비필수부분 및 기기를 분리시킴을 확인한다.

     나. 필수부분으로부터 비필수 부분을 분리하기 위한 격리댐퍼를 포함하여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의 필수부분은 내진등급 I로서 분류되어야 한

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기계 및 성능특성을 기술한 기기 및 계통설명에는 

상기의 등급분류가 포함되었음을 확인하고, 배관 및 계장도에서 설계 등급분

류에 대한 변환 지점을 표시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다. 설계 조항에는 안전에 중요한 계통내 기기에 대한 적절한 가동중 검사 및 기

능 시험이 마련되어야 한다. 산업기술기준인 ASTM D3803-89, "Standard Test 

Methods for Radiological Testing of Nuclear-Grade Gas-Phase Absorbers"를 

따랐음이 보여져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정보가 시험과 검사 프로그램

을 제시하고 계통 도면이 이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팬 또는 격리 댐퍼 주변

의 시험에 필요한 재순환 유로를 보여주고 있다면 이 설계는 적절하다.

  3. 검토자는 계통의 필수부분이 지진 또는 소외전원상실 사고에서 요구되는 계통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공학적 판단과 고장

형태 및 영향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가. 계통의 비필수부분의 고장 또는 내진범주 Ⅰ로 설계되지 않고 계통의 필수부

분에 근접해 있는 다른 계통의 고장, 혹은 본 계통의 필수부분을 지지, 감싸거

나 근접해 있는 비내진범주 구조물의 고장이 본 계통의 필수 부분의 운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관련 구조물과 계통의 내진설계 등급분류를 제시한 안전

성분석보고서의 표 뿐만 아니라 부지특성, 일반적 배열 및 배치 도면이 기술

된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상기 조

건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내용이 제시된다면 허용 가능하다.

    나. 방사성 오염물의 방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기 및 부계통은 소외전원상

실사고시에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계통자체에 포함된 능동

기기의 단일고장 혹은 계통으로 공급하는 보조전원의 고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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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 계통의 계통설계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

된 최소 계통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소외전원상

실사고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의 기기 혹은 

부계통이 계통의 유량 불균형을 야기시켜 저방사성 지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고방사성 지역으로 공기 흐름 방향을 바꿔놓지 않음을 검토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내용과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의 결과를 검토하여 계

통의 기능 신뢰성을 확인한다.

  4.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는 계통설명, 배관 및 계장도, 도면,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을 토대로 단일능동고장을 가정한 설계기준사고에서 계통 필수 부분의 기능을 보

장할 수 있음이 검토되어야 한다. 요구되는 기기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성

분석보고서의 분석내용을 평가해야 하며, 계통 도면에서 이 부품들의 이용도를 

추적한다. 그리고,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각 사고 상태에서 작동이 요구되는 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계통 격리나 여과 요건이 만족되었음을 입증하는 내용이 포함되

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각 경우의 설계에 대해 최소한의 계통 요건이 만

족되면 허용할 수 있다. 

IV.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은 공기흡입구로 부터 방출지점에 이르기까지

의 모든 기기와 덕트를 포함한다. 계통의 고장으로 발생하는 방사능 누출로 인해 전신

에 0.5 rem 이상의 소외 피폭이나 혹은 신체의 어느 부위에 이에 등가하는 피폭을 받

을 경우, 계통의 모든 부분은 내진범주 I 및 안전관련 등급으로 분류된다. 신청자가 제

시한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에 대해 설계기준 및 근거, 안전 등급, 그리

고 정상, 비정상 및 사고 조건 동안 환경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배제하기 위한 계통 

성능요건을 근거로 검토자는 본 계통 및 지지계통에 대한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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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6조 및 제32조에 관련된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결론짓

는다. 이 결론은 다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

  1.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과 관련하여, 동 계통은 RG 1.29 계통의 안전관련 부

분에 해당하는 C.1과 계통의 비안전관련 부분에 해당하는 C.2의 지침을 만족함으

로써 지진 영향으로부터 견딜 수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13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2. '설비의 공유'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는 공유 능력이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3.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에 관련하여, 동 계통은 RG 1.52와 RG 

1.140를 만족함으로써 기체성 방사성물질의 환경으로의 배출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계통능력이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요건

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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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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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4.4절  터빈건물 환기계통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터빈건물 환기계통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방사성물질의 배출을 초래하는 사

고 후에 터빈건물에 환기를 유지하고 종사자들의 출입을 허용하며 공기중 방사성물질

의 농도를 제어한다.

   동 계통에 대해서는 공기흡입구에서 방출지점까지의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6조, 제32조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한다. 검토항목으로 공기흡입구, 덕트, 공기조화설비, 송풍기, 격리 댐퍼, 여과기 

그리고 배기팬 등이 포함된다. 터빈건물 환기계통의 검토는 터빈 건물 그리고 그 건물

에 연계된 안전관련 기기가 위치한 지역도 포함된다.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터빈건물 환기계통 또는 동 계통의 일부가 안전관련 계통으로 설계되는 것이 필

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동 계통에 대한 기능요건, 방법 및 기기를 검토한다.  

이러한 판단을 할 때 터빈건물의 공기조화계통 그리고, 발전소 정상운전동안 터

빈건물에 소량의 방사능을 함유한 누설가스를 정화시키고 조절하는 계통들은 안

전심사지침 본 절의 적용 대상인 안전관련 부분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 결정에 근거하여 동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들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환경악

화사고 및 소외전원상실사고를 포함하는 가상사고 동안에 기능적 성능이 요건을 

만족하는 가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검토주관부서는 동 계통의 안전관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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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대해 다음 사항이 보장됨을 검토한다:

 가. 단일능동고장으로 인해 계통의 기능 및 성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나. 비내진범주에 속한 기기 혹은 부품 고장으로 인해 터빈건물 환기계통이 영향

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동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들을 검토한다:

 가. 저 방사능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고 방사능 지역인 곳으로 공기를 직접 환기시

킬 수 있는 계통 능력

 나. 고장이나 오작동시 그 계통의 부분들을 격리시키거나 격리에 필요한 감지능력

과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계통의 작동능력

 다. 정상운전중 작동하지 않다가 사고중 작동이 요구되거나 필요시 격리조치를 요

하는 기기의 작동능력

검토연계분야

터빈건물 환기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계통내 기기들의 내진 및 품질등급 분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계통과 관련 지원계통을 감싸고 있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이 안전정지지진, 가능최

대홍수 및 토네이도 비산물과 같은 자연현상의 효과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해서 사용된 설계 해석, 절차 및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

침 3.3.1절, 3.3.2절, 3.5.3절, 3.7.1절～3.7.4절, 3.8.4절과 3.8.5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3.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이 해당 코드와 기준에 따라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안

전심사지침 3.9.1절에서 3.9.3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4.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6

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제9.4.4절                                                     개정 4 - 2014. 12- 3 -

 5. I등급 계측장비 및 전기기기의 내진검증사항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0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6. 기계 및 전기 기기의 환경 검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의 검토주관부

서가 수행한다.

 7. 계통기기에 대한 가동중 검사 요건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6절의 검토주관

부서가 수행한다.

 8. 적절한 운전에 필요한 모든 필수 전기기기(감지, 제어 및 전원)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3절과 8.3.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9. 정상운전중 방사선 공기배출 허용한계를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계통의 성능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1.3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0. 계통으로부터 방사능 오염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제어하는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

건물 환기계통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1.5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1. 방사선 방호기준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2.3～12.4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12. 운영기술지침서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장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3.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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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①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

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현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배치 및 건물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①2 이상의 원자로시설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

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에 중요한 설비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공유할 수 있다.

1. 각 원자로시설에서 해당 공유설비에 대하여 요구하는 모든 안전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다른 원자로시설들의 

순차적인 정지·냉각 및 잔열제거가 이루어지는 경우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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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은 생성되는 방사성물질을 적절한 형태 및 조건으로 처리하여 부지내에 저

장하고 환경방출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체 및 액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발생되는 기체 및 액체방사성 유출물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

우에도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내에 방사

성물질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있을 것.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와 관련하여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계통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허용기준은 안

전관련 부분들에 대해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 규제방침 C.1을 만족해

야 하며 비안전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제방침 C.2를 만족해야 한다.

     이 계통의 내진수용 능력과 연관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

조에 따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잃지 않고 설계기준지진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터빈건물 환기계통의 기능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소외전원상실을 동반하

는 가상 사고동안과 사고 후에 터빈건물에 환기를 유지하고 종사자들의 출입을 

허용하며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제어하는 것이다. 이 요건은 설계기준지진 

동안과 후에 터빈건물 환기계통의 필수부분이 기능을 유지하고 이 계통의 비필

수 부분이나 내진범주 I 기준에 따라 설계되지 않은 다른 계통의 고장이 전신피

폭선량이 0.5 rem, 또는 이에 준하는 신체 다른 부위의 피폭선량을 초과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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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피폭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은 터빈건물 환기계통이 

설계대로 작동되어 규제치 이상의 방사능 누출이 없도록 하는 방호를 제공함을 

확인하는 데 있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와 관련하여 안

전에 중요한 공유계통 및 기기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공유로 인하여 한 발전

소에서의 사고가 다른 발전소까지 차례로 정지시키고 냉각시키게 되는 경우를 포

함해서 본래의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음을 보인다면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발전소간에 공유될 수 있다. 

    터빈건물 환기계통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다수호기 중에서 한 발전소에서의 사고가 다른 발전소로 전파되지 않도록 이 계통

의 기기들이 기본적으로 독립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각 발전소의 터빈건물 환

기계통이 사고조건에 따른 하중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시에, 사고가 나

지 않은 발전소와 관련된 기기의 운전환경은 특정 한계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은 다수호기 발전소 지역에

서 한 발전소에서의 사고나 고장이 다른 호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것

을 요구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

설 등“와 관련하여 주위 환경으로의 개스성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적절히 제어 

방출할 수 있는 계통능력이 있어야 한다. 허용기준은 RG 1.52 및 RG 1.140의 각

각에 대한 C.2와 C.1 및 C.2에 해당하는 경수로형 발전소의 사고후 정화계통 및 

정상 정화계통의 공기여과기 및 흡착 설비를 위한 설계, 시험 및 보수 관련 지침

을 따름을 근거로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발전소 설계시 예상운전과도를 

포함하여 정상운전시에 기체 부유물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의 방출을 제어하는 

대책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터빈건물 환기계통의 기능이 정상 배기계통으로부터 대기로 방출되는 기체 부유

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양을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통의 설계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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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가 적용된다. RG 1.140과 1.52는 경

수로형 원전에서의 정상 배기계통 및 사고후 공학적안전설비 대기정화계통내의 

공기여과와 흡착장치에 대한 설계, 실험 및 보수 기준을 제공한다. 대기정화계통

은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기체 부유물 내의 방사성 물질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 

터빈건물 환기계통의 설계에 포함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요건은 기체 부유물 내의 방사

성물질의 방출이 정상운전과 예상운전과도에서 10 CFR 20에 제시된 제한치를 초

과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계통 설명과 배관 및 계장도(P&ID)가 정상 및 비상 운전시 

사용되는 동 계통내의 기기 및 해당 지역에 대한 대기 온도의 한계치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계통 성능에 대한 요건 관련 절에는 허용 가능한 기기의 운

전 저하 조건(냉각기능 상실, 댐퍼누설 등)을 기술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와 같은 

조건을 감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검토자는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을 통하여, 이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이 어떠한 능

동 기기의 상실시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판단한다.

     이 계통에 대한 검토는 관련 산업기술기준인 ANSI/ANS-59.2-1985, "Safety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 HVAC Systems Located Outside Primary 

Containment,"와 ANSI/ASME AG-1-1985, "Code on Nuclear Air and Gas 

Treatment."를 만족한다는 확증도 보여야 한다.

  2. 계통의 배관 및 계장도, 배치도면, 기기 설명서 및 특징들에 대해 다음 사항들을 

검토한다:

  가. 동 계통의 필수 부분들은 계통의 비필수 부분들과 명확히 구분되고 격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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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한다.  배관 및 계장도는 각 부분 사이의 물리적인 구분을 분명히 

하고, 설계 등급분류 변화가 표시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계통 도면에서 격리

시키는 방법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되며 계통 설명에서 격리댐퍼

에 대한 최소성능 요구조건들을 명시하는지 검토한다. 도면과 설명서에서 일

련의 2개의 자동동작 격리댐퍼가 필수 부분으로부터 비필수부분 및 기기를 

분리시킬 수 있는지 검증한다.

  나. 비필수 부분으로부터 필수 부분을 분리하는 격리댐퍼를 포함한 동 계통의 필

수 부분들은 내진범주 I로 등급이 분류된다. 기계적 또는 성능특성을 기술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기 및 계통 설명에서 상기 내진 등급분류에 포함되는

지, 배관 및 계장도에서 설계 등급분류에 대한 변환지점을 표시하였는지를 검

토한다.

  다. 설계조항에는 안전에 중요한 계통내 기기에 대한 적절한 가동중 검사와 기능

시험을 허용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산업기술기준인 ASTM D3803-89, 

"Standard Test Methods for Radiological Testing of Nuclear-Grade Gas-Phase 

Absorbers"를 따랐음이 보여져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정보가 시험과 검

사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계통 도면에 이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팬 또는 격

리 댐퍼 주변의 시험에 필요한 재순환 유로를 나타내고 있다면 이 설계는 적

절하다.

  3. 검토자는 계통이 지진 또는 소외전원상실 사고에서 요구되는 계통의 기능을 유지

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지 검증한다. 검토자는 공학적 판단, 고장 형태 및 영향분

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가. 계통의 비필수 부분의 고장 또는 계통의 필수 부분에 가까이 위치하거나 내진

범주 I 기준으로 설계되지 않은 다른 계통의 고장 혹은 동 계통의 필수부분을 

지지, 감싸거나 근접해 있는 비내진범주 구조물의 고장이 동 계통의 필수부분

의 운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관련 구조물과 계통의 내진설계 등급분류를 제

시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표 뿐만 아니라 부지특징이나 일반적 배열, 배치도면

이 기술된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상기 조건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내용이 제시된다면 허용 가능하다.

 나. 방사성 오염물질의 누출을 막는데 필요한 기기 및 보조계통은 소외전원상실 

사고시 요구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계통자체에 포함된 능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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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일고장 혹은 계통으로 공급하는 보조전원의 고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동 

계통의 계통설계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소 계통요건을 만족한다면 

허용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소외전원상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터빈건물 

환기계통의 기기 혹은 부계통이 계통의 유량 불균형을 야기시켜 저방사성 지

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고방사성 지역으로 공기흐름 방향을 바꿔놓지 않음을 

검토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 내용,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결과를 통해 그 계통이 

요건들을 만족하는지 검토하여 계통의 기능 신뢰성을 확인한다.

  4.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계통 설명, 배관 및 계장도, 도면 그리고 고장형태 및 영향분

석을 토대로 단일능동고장을 가정하여 설계기준사고시 동 계통의 필수 부분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검토자는 요구되는 기기의 기능을 보장

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분석내용을 평가해야 하며, 계통 도면에서 이 기

기들의 이용도를 추적한다. 그리고,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각 사고 상태에서 작동이 

요구되는 시간내에 최소한의 계통격리나 여과 요건이 만족되었음을 입증하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각 경우의 설계에 대해 최소한의 계통 요건이 

만족되면 허용할 수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동 계통은 공기 흡입구에서 방출지점까지 모든 기기와 덕트를 포함한다. 계통 고장

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에 의해 전신에 0.5 rem 이상의 소외 피폭이나, 신체 어느 부위

에 이에 상응하는 피폭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경우, 계통의 모든 부분은 안전관련 등급 

그리고 내진범주 I로 분류시키고 있다.

   동 계통에 대해 신청자가 제시한 설계기준, 설계근거, 안전등급 및 모든 발전소 운

전조건동안 안전관련 기능에 어떤 악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계통 성능요건에 대한 검

토를 근거로 검토자는 동 계통 및 지지계통의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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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

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등의 관련 규정을 만족하고 있으며 동 결론은 다음

에 근거한다:

  1.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과 관련하여, 동 계통은 RG 1.29 계통의 안전관련 부

분에 해당하는 C.1과 계통의 비안전관련 부분에 해당하는 C.2의 지침을 만족함으

로써 지진 영향으로부터 견딜 수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13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2. '설비의 공유'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한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는 공유 능력이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의 요건을 만족한다.

  3.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에 관련하여, 동 계통은 RG 1.52와 RG 

1.140를 만족함으로써 기체성 방사성물질의 환경으로의 배출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계통능력이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요건

을 만족한다.

V.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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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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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Regulatory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9. Regulatory Guide 1.140,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Normal 

Ventilation Exhaust System Air Filtration and Absorption Units of Light Water 

Cooled Nuclear Power Plants."

 10. Regulatory Guide 1.52,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Post 

Accident Engineered-Safety-Feature Atmospheric Cleanup System Air Filtration 

and Absorption Units of Light Water Cooled Nuclear Power Plants."

 11. ANSI/ANS-59.2-1985, "Safety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 HVAC Systems 

Located Outside Primary Containment."

 12. ANSI/ASME AG-1-1985, "Code on Nuclear Air and Gas Treatment."

 13. ASTM D3803-89, "Standard Test Methods for Radiological Testing of Nuclear- 

Grade Gas-Phase Absor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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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4.5절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은 설계기준사고나 예상되는 과도상태시 공학적 안

전설비 기기를 위해 적절하게 제어된 환경을 제공한다. 

   검토주관부서는 공기흡입측에서부터 대기로의 방출지점까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4조 및 제32조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검

토한다. 검토 항목에는 공기 흡입구, 덕트, 공기조화설비, 유량조절장치, 격리댐퍼, 배

기구 및 배기팬 등을 포함한다. 

   동 계통의 검토는 안전관련 기기가 있는 지역 내에 제어된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

한 모든 환기계통들을 포함한다. 즉, 용수펌프건물, 디젤발전기가 위치한 지역, 비상노

심냉각계통펌프실, 기기냉각수 펌프실, 보조급수펌프가 위치한 지역, 사고를 완화시키

거나 미연에 방지하는데 필요하거나 원자로안전정지를 위해 필요한 기기들이 있는 지

역들을 포함한다.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동 계통의 다양한 부분들과 부계통들의 안전성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동 계통

에 대해 검토한다. 이러한 결정에 근거하여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들이 정상운전, 

유해환경사건 그리고 소외전원상실을 포함한 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상 사

고동안 공학적 안전설비가 위치한 구역에서 기능 및 성능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다. 검토주관부서는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들에 대해 다음을 확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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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검토한다:

    가. 단일능동고장으로 인해 계통의 기능 및 성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나. 비내진범주 기기 혹은 부품의 고장이 동 계통의 필수 부분들의 손상을 발생시

키지 않는다.

  2. 검토주관부서는 다음의 관점에서 동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들을 검토한다:

 가. 이 지역에 위치한 기기가 적절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공조되는 구역의 대기 온

도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나. 고장이나 오작동 사고에서 그 계통의 일부분을 격리시킬 필요를 감지할 수 있

는 설비

 다. 예견되는 최악의 상태로 성능이 저하된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에 의해 

공조되는 지역에 있는 안전설비 기기의 기능 수행능력

 라. 저장된 축전지나 저장연료와 같은 기기들로부터 가연성 또는 폭발성 기체, 혹

은 연료-기체의 혼합물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공기를 순환시키는 계

통능력

 마. 고장이나 오작동 사고시 대기기기(다중기기)를 작동시키고, 정상상태시 운전은 

하지 않지만 필요시 자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계통 능력

 바. 공기 중에 떠있는 분진을 제어할 수 있는 계통 능력

  3. 검토주관부서는 본 계통이 소내정전사고 동안에 작동해야 되는 기기를 포함하는 

지역에 적절한 환경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공학적안전설비 환기계

통을 검토한다. 이 검토는 작동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분류된 기기의 고장이 소

내전원이 상실되었을 때 작동이 요구된 기기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검토연계분야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제9.4.5절                                                     개정 4 - 2014. 12- 3 -

 1. 계통내 기기들의 내진 및 품질등급 분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계통과 관련 지원계통을 감싸고 있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이 안전정지지진, 가능최

대홍수 및 토네이도 비산물과 같은 자연현상의 효과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해서 사용된 설계 해석, 절차 및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

침 3.3.1절, 3.3.2절, 3.5.3절, 3.7.1절～3.7.4절, 3.8.4절과 3.8.5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3. 홍수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4.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4. 소내 비산물에 대한 보호 대책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5. 소외 비산물에 대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보호대책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2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6. 고에너지배관 및 중에너지배관의 파단에 대한 보호대책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7.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이 해당 코드와 기준에 따라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안

전심사지침 3.9.1절에서 3.9.3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8.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6

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9. I등급 계측장비 및 전기기기의 내진검증사항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0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0. 기계 및 전기 기기의 환경 검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의 검토주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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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수행한다.

11. 발전소 주변으로 방출하기에 앞서 공기중의 방사능물질을 제거하는 제어실 환기계

통 여과기의 효율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5.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2. 계통기기에 대한 가동중 검사 요건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6절의 검토주관

부서가 수행한다.

13. 계측 장비 및 전기기기, 기기 및 계통(감지, 제어, 전력)의 설계, 환경 등급,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장과 8장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4. 소내정전사고 요건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8.4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5. 화재방호 요건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6. 본 계통의 디젤발전기에 연소 공기를 공급하는 부분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

심사지침 9.5.8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7. 정상운전중 방사선 공기배출 허용한계를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계통의 성능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1.3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8. 계통으로부터 방사능 오염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제어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계통의 능력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1.5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19. 방사선 방호기준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2.3～12.4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20. 운영기술지침서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장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1.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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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①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

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외부 인

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

다.

②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현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배치 및 건물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①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

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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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 이상의 원자로시설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

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에 중요한 설비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공유할 수 있다.

1. 각 원자로시설에서 해당 공유설비에 대하여 요구하는 모든 안전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다른 원자로시설들의 

순차적인 정지·냉각 및 잔열제거가 이루어지는 경우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①원자로시설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고유한 기능의 수행에 필요

한 발전소내·외 전력계통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발전소내·외 전력계통 중 어느 하나의 계통이 상실된 경우에도 이용가능한 나머

지 계통은 예상운전과도로 인하여 연료허용손상한계 및 냉각재 압력경계 설계조

건이 초과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용량과 능력을 갖출 것

2. 설계기준사고시에도 노심냉각, 격납건물 건전성과 다른 필수기능들을 안전한 상

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용량과 능력을 갖출 것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

원자로시설은 생성되는 방사성물질을 적절한 형태 및 조건으로 처리하여 부지내에 저

장하고 환경방출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체 및 액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발생되는 기체 및 액체방사성 유출물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

우에도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내에 방사

성물질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있을 것.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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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계통의 설계가 다음 기준에 따

른다면 타당하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와 

관련하여 계통이 지진 영향으로부터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허용기준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의 안전관련 분야에 대한 규제지침 C.1과 비안전관련 분야

에 대한 C.2의 지침에 따름을 근거로 한다.

     이 계통의 내진 수용능력과 연관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

조에 따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잃지 않고 설계기준지진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의 기능은 정상운전, 유해환경사건 및 소외전원상

실을 포함하는 가상사고동안과 사고 후에 공학적안전설비 기기에 적절하고 제어

된 운전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의 요건은 설계기준지진동안과 이후에 공학적안전설비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

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이 요건을 만족하려면 공학적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작동함을 보증하여 노심 냉

각기능의 상실이나 격납건물 건전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와 관련하여 정상운전, 보수, 시험 및 가상사고와 관련된 환경조건에 적합하고 

그 효과를 수용하도록 설계되며 동적 효과에 적절히 방호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 

계통에 의해서 공조되는 지역내에 위치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제공되는 환경 조건 조성의 적합성도 포함하여 평가하게 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정상운전, 보수, 시험 및 냉각재상실사고를 포함하는 가상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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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환경상태에 적응할 수 있고 이들의 영향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기기 고장이나 발전소 외부에서의 사건이나 조건

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동적 영향(예, 비산물, 배관 휩 및 분사 유체의 영

향)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될 것을 요구한다.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의 기능은 정상운전, 유해환경사건 및 소외전원상

실을 포함하는 가상사고동안과 사고 후에 공학적안전설비 기기에 적절하고 제어

된 운전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요건은 운전과 사고의 전 과정에 있어서 공

학적 안전설비의 기능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추가해서, 이 계통은 가상사고와 

관련된 동적 효과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요건을 만족하려면 공학적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작동함을 보증하여 노심냉각 

기능의 상실이나 격납건물 건전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와 관련하여 안

전에 중요한 공유계통 및 기기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공유로 인하여 한 발전소

에서의 사고가 다른 발전소까지 차례로 정지시키고 냉각시키게 되는 경우를 포

함해서 본래의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음을 보인다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발전소간에 공유될 수 있다.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과 관련하여 발전소 설계시 다수호기 중에서 한 

발전소에서의 사고가 다른 발전소로 전파되지 않도록 이 계통의 기기들이 기본

적으로 독립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각 발전소의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

통이 사고조건에 따른 하중을 수용하여야 한다. 동시에, 사고가 나지 않은 발전

소의 공학적 안전설비 기기의 운전환경은 특정 한계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다수호기 발전소 지역에서 한 발전소에서의 사고나 고장이 다른 호기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와 관련하여 필

수 전력계통의 적절한 기능을 보증하는 관점에서 동 계통은 분진이나 먼지의 축

적에 의해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필수 전력기기의 방호와 관련하여 

NUREG-CR/0660의 "Recommendations" 에 대한 보조 절 C의 항목 1과 보조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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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목 2의 지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내 및 소외전력이 공급될 것을 요구한다. 각 

전력계통은 규정된 핵연료 설계한계와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이 예상

운전과도의 결과를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추가하여, 

가상사고의 경우에도 노심 냉각, 격납건물 건전성 및 다른 중대한 기능이 유지되

어야 한다.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과 관련하여, 발전소 설계는 디젤 발전기실에 있는 

전기 접점과 릴레이가 먼지, 오물 및 분진으로부터 보호됨을 보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접점과 릴레이는 완전한 개스킷으로 장치된 문을 가진 방진함 내에 설치되

어야 하고 환기 루버는 필터를 갖추어야 한다. 추가하여, 환기에 쓰이는 공기는 

여과되어야하고 바닥에서 7 m(20 feet) 이상인 곳에서 취해져야 한다. 

    이 요건은 예상운전과도와 가상사고를 포함하는 모든 설비의 운전 단계에서 확실

한 전원공급이 제공되는 지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와 관련하

여 소내정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충분한 용량을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계통을 갖추어야 한다. 소내정전사고에 대처하거나 이 사고에 견딜 수 있는 

능력(허용되는 대체교류전원이 있는 경우)을 결정하는 해석이 필요하다. 이 해석은 

사고동안에 가능성이 있는 기기 또는 계통의 잠재적인 기능상실(즉, 공학적 안전

설비지역 환기계통을 포함한 공기조화계통의 기능상실 또는 기능약화), 사고와 관

련된 예측할 수 있는 환경조건, 이 환경조건하에서 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

기의 운전성 및 신뢰성, 사고와 사고후 회복기간 동안에 작업자의 출입에 필요한 

발전소 지역 거주성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준 만족 여부는 C.3.2.4를 포함하여 

RG 1.155의 적용기준을 만족함에 근거를 둔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소내정전사고(즉, 원자로정지와 

동시에 소외전원 상실과 소내 비상교류전원 상실)로부터 발전소가 복구되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 최소허용기간에 걸친 소내정전사고해석이 필

요하며 대체교류 전원과 발전소 정지계통이 작동될 때까지 사고를 견딜 수 있거

나 해당 회복기간을 포함한 이 기간동안에 사고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RG 

1.155는 소내정전사고요건과 관련된 지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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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이 소내정전사고 동안 적절한 환경조건을 유지하는 

기능이 없어도 사고 동안 견디거나 극복하기 위한 다른 기능과 노심냉각, 격납건

물 건전성 유지보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기는 사고와 관련된 예상 환경조건하

에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내정전사고해석은 이 사고동안(공

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의 기능상실이나 기능저하와 같이)에 기기나 계통의 

예상 고장, 사고와 관련된 예상 환경조건, 이 예상된 환경조건하에서 사고에 견디

는 데 필요한 기기의 작동성과 신뢰성 및 사고동안과 복구기간 동안에 운전원의 

출입이 요구되는 발전소 지역에의 주거성이 적절히 기술되어야 한다.

    이 사고와 사고 복구에 필요한 기기의 기능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해석에

서 확인된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의 해당 부분은 이와 같은 지지기능을 

수행하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요건은 소내정전사고 동안과 복구

기간동안에 예상할 수 있는 환경조건하에서도 필요한 운전원 조치가 취해지고 필

요한 기기가 동작할 수 있어서 노심이 냉각되고 격납건물 건전성이 적절히 유지

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

시설“와 관련하여 환경으로 개스성 방사성물질 배출시 적절히 제어 방출할 수 

있는 계통능력이 있어야한다. 허용기준은 RG 1.52 및 RG 1.140의 각각에 대한 

C.1 및 C.2에 해당하는 경수로형 발전소의 사고후 정화계통 및 정상 정화계통의 

공기여과기 및 흡착설비를 위한 설계, 시험 및 보수 관련 지침을 따름을 근거로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발전소 설계시 예상운전과도를 

포함하여 정상운전시 기체 부유물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제어하는 대책

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RG 1.140과 1.52는 경수로형 원전에서의 정상배기계통 및 공학적안전설비 대기정

화계통 내의 공기여과와 흡착장치에 대한 설계, 실험 및 보수기준을 제공한다. 

대기정화계통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기체부유물내의 방사성물질의 양을 감소

시키기 위해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의 설계에 포함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요건은 기체부유물내의 방사성

물질의 방출이 정상운전과 예상운전과도에서 10 CFR 20에 제시된 제한치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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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계통설명서, 배관 및 계장도(P&ID)가 정상운전시 사용되는 동 

계통의 기기를 적절히 보여주며, 공조되는 지역의 대기 온도 제한치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계통의 성능 요건 관련 절에는 허용 가능한 기기의 운

전 저하(기능상실, 댐퍼 누설)를 제한하고 이런 상황들을 감지하고 대처하는 절차

가 설명되었는지 검토한다. 검토자는 적절한 고장형태나 영향분석을 통하여 동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이 어떤 능동적 기기의 상실사고로 부터도 견딜 수 있는지 

결정한다.

  2. 계통의 배관 및 계장도, 배치 도면, 기기 설명서 및 특성이 다음을 결정할 수 있

는지 검토한다:

 가. 동 계통의 필수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의되고, 계통의 비필수 부분으로부터 격

리될 수 있어야 한다. 배관 및 계장도에는 각 부분사이의 물리적 구분과 설계

등급변화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계통 도면은 또한 격리 방법이 기술

되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하고, 계통 설명에는 격리 댐퍼의 최소 성능에 대한 

요건들이 정의되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도면이나 설명서는 2개의 일련의 자

동구동 격리댐퍼가 필수부분과 비필수 부분을 분리시킬 수 있는지도 검토되어

야 한다.

 나. 비필수 부분으로부터 필수부분을 분리시키는 격리댐퍼를 포함하는 동 계통의 

필수 부분들은 내진범주 I급에 속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계 및 성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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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술한 기기 및 계통 설명서에서 상기 등급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배관 및 계장도에서 설계 등급의 차이를 표시하였는지 확인한다.

 다. 설계조항에는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의 적절한 가동중 검사 및 성능 시

험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만약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이 시험이나 

검사 프로그램을 기술하고, 계통 도면이 이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격리댐퍼

나 팬 주변의 시험에 필요한 재순환 유로를 보여주어야 한다.

  3. 소외전원상실사고나 유해환경사고시 요구되는 계통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계통이 설계되었는지 검토하며, 공학적 판단,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결과를 통하

여 다음의 사항들을 평가한다:

     가. 동 계통의 필수부분과 근접하여 위치한 비내진 계통, 기기, 구조물의 고장이

나 비필수 부분의 고장이 동 계통의 필수 부분들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는다. 

관련 구조물 및 계통에 대한 내진설계 등급분류를 설명한 안전성분석보고서

의 표 뿐만이 아니라 부지 특성, 일반 배열 및 계통 도면을 기술한 안전성분

석보고서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동 계통의 필수부분들은 홍수, 태풍, 토네이도 및 소내외 비산물의 영향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홍수 방호나 비산물 방호기준은 안전심사지침 3장에  

기술되어 있다. 계통, 구조물, 팬 실의 설계나 위치는 방호 차원에서 적절히 

결정되어야 한다. 계통이 토네이도, 비산물 및 홍수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내

진범주 Ⅰ 구조물내에 위치하거나, 계통의 기기들이 홍수 및 비산물 효과에 

대해 견딜 수 있는 개별 구조물 혹은 개별 실에 위치한다면 타당하다. 

     다. 전체 계통은 각 계통으로부터 공기오염의 감지나 누설을 제어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다음 사항을 만족시키면 허용가능하다:

1) 일렬로 배열된 두 개의 자동으로 작동되는 격리댐퍼에 의해 공학적 안전설

비지역 환기계통의 비필수 부분을 격리시킬 수 있는지 배관 및 계장도에

서 보여준다.

2) 대기 온도가 기기의 설계온도를 초과하기 전에 공학적 안전설비가 있는 구

역에서 환기 기기가 작동되어야 한다.

     라. 필수 기기 또는 부계통들은 소외전원상실사고시에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계통설계는 만약 계통에 공급되는 보조 전원의 고장이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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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자체내에 포함된 능동기기의 단일고장을 가정할 경우, 동 계통의 계통 설

계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최소계통요건을 만족시키면 허

용된다. 안전성분석보고서는 소외전원상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계통이나 동  

계통의 기기로 인해 계통성능이 어떤 공학적 안전설비 기기의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과 고장형태 및 영향

분석을 검토하여 계통의 기능 신뢰성을 만족시키는지 검토한다.

  4.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계통 설명, 배관 및 계장도, 계통도면,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을 검토하여 단일능동고장을 가정한 설계기준사고시 계통의 필수부분이 제 기능

을 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요구되는 기기의 기능을 보증할 수 

있도록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분석내용을 평가해야 하고, 계통도에서 이러

한 부품들의 이용도를 추적하고, 각 사고 상황에서 작동이 요구되는 기간동안에 

최소한의 계통격리나 여과요건이 만족되었음을 입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를 검토해야 한다. 각 경우의 설계에 대해 최소한의 계통 요건이 만족되면 허용

할 수 있다.

  5. 동 계통은 적합한 방법으로 분진 축적을 제어할 수 있도록 계통설계가 되어있는

지 검토되어야 한다. 계통배열은 전기함이 적절하게 밀봉과 개스킷이 되어있는지 

또는 모든 공기의 흡입구 바닥에서부터 부지정지표고(Grade Elevation)까지 최소 

7 m(20 feet)가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6. 소내정전사고기간 동안과 복구기간동안에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 작동여

부에 관계없이 이 계통에 의해 관리되는 지역은 적절한 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 

소내정전사고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조건하에서 사고대응에 필요한 시설의 작동 

및 운전원 조치가 수행되는 지역의 거주성이 RG 1.155의 C.3.2.4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적절히 제시되어야 한다.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소내정전사고시에 작동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검토자는 이 계통이 소내

정전사고에서 필요에 따라 동작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 소내정전사고기간과 

복구기간동안에 적절한 환경을 유지하는 능력을 보유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 계

통의 요구되지 않은 부분의 고장이 요구되는 부분의 기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본 안전심사지지침 I절에 기술된 다른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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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협조하여 소내정전사고시 공학적안전설비 환기계통의 계측장비 및 전기부분이 

적절히 기능을 발휘하는지 평가하며, 계측장비 및 전기기기에 대한 환경 제한치

가 적절히 고려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은 공기 흡입구에서 배기지점까지 계통과 연계된 모

든 기기와 덕트를 포함한다. 계통의 어느 부분에 고장이 발생하여 방사능 누출이 되었

을 때 전신에 0.5 rem 이상의 소외 피폭이나, 신체의 어느 부분에 이에 상응되는 피폭

을 받을 경우, 계통의 모든 부분은 내진범주 I급 및 안전관련 등급으로 분류된다.

   신청자가 제시한 공학적안전설비 환기계통에 대한 설계기준 및 근거, 안전등급 그

리고 정상, 비정상 및 사고조건동안 본 계통의 고장으로 인하여 공학적안전설비 지역

의 기기의 오동작을 배제하기 위해 계통 성능요건을 근거로 검토자는 공학적 안전설

비지역 환기계통 및 지지계통에 대한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4조 및 제32조를 만족하는지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

은 다음에 근거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 RG 1.29의 계통의 안전관련 부

분에 대한 입장 C.1과 비안전관련 부분에 대한 입장 C.2를 만족함으로써 계통이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 정상운전, 과도상태 및 사고조건 

동안 이 지역에 위치한 안전에 중요한 기기의 환경조건 설계제한치 이내로 유지

하는 능력을 보이기 위한 계통 설계에 동적 효과와 환경 악조건을 적절히 제시하

여 환경요건을 만족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 어떠한 가상 단일 능동고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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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통이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요구되는 안전기능

을 수행하는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는 공유능력에 관한 요건을 만족한다.

  4. 분진이나 먼지의 축적과 관련된 NUREG-CR/0660의 지침을 만족함으로써 필수 전

력계통의 적절한 기능 확보와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또한, 소내정전사고동안과 그 복구기간동안에 발전소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갖는 기기가 위치한 지역에 운전원 출

입과 기기 작동성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환경조건이 유지됨을 입증하였고 RG 

1.115의 지침을 따르고 있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 RG 1.52와 RG 1.140의 요건을 

만족하여 환경으로의 방사성 가스의 누출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계통의 능력

과 관련된 요건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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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5.1절  화재방호 계획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계획(Fire Protection Program : FPP)의 목적은 심층방어개념

을 통하여 원자로안전 및 방사성물질 누출과 관련된 화재방호 목표가 만족됨을 보장

하는 것이다. 심층방어개념은 (1) 화재의 발생을 방지 (2) 화재를 신속하게 감지하여 

즉각적인 제어 및 진화 (3) 화재진압활동에 의해 즉각적으로 진화되지 않은 화재가 발

전소의 안전정지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제1항에서는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들을 다음과 같은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배치하도

록 요구하고 있다.

   ․ 원자로시설내 어느 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원자로안전정지·잔열제거 

및 방사성물질 유출방지능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 원자로시설 전체에 가능한 한 비가연성 또는 내화·내열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설비의 안전의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능력을 가진 화

재탐지 및 소화계통을 설치할 것.

   ․ 소화계통의 고장·손상 또는 오동작으로 인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들의 안전성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9.5.1절                                                     개정 4 - 2014. 12- 2 -

   운전이 허가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화재방호계획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

로 구성되어 있다.

   ․ 화재 및 폭발 위험성에 대한 포괄적인 확인과 분석.

   ․ 화재방호계획의 관리 및 이행을 위한 책임이 있는 조직 및 담당자의 지위.

   ․ 발전소 일반직원의 훈련에 대한 행정정책, 절차 및 관례, 화재위험성의 통제, 화

재방호계통 및 설비의 검사, 시험 및 유지관리, 발전소 설계 및 변경 관리, 화재

계통 운전정비 및 보수관리, 화재방호계획의 품질보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

재예방계획.

   ․ 소화수 공급 및 분배계통을 포함하는 자동화재감지, 경보 및 진압계통.

   ․ 이동식 소화기, 옥내·외 소화전, 호스함, 소방관청 연계, 소방대 조직 및 소방

대에 대한 교육훈련, 자격, 장비 및 실전훈련 등이 포함하는 수동진압능력, 비상

계획 및 절차, 소외 상호 협조 기능.

   ․ 방화지역 배치도, 내화방벽 설계 및 인증시험, 내부 마감재, 전력계통 설계, 환

기계통 설계, 배수계통과 화재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타 계통 및 설비 등

을 포함하는 화재방호를 위한 건물설계

   ․ 화재사고시 안전정지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화재후 안전정지

분석 및 절차.

   ․ 상대적 화재위험도와 취약성을 확인하는 확률론적안전성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 PSA)

   화재방호계획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는 사업자의 신청서류의 형태와 범위에 따라 

다양하다. 이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은 다음과 같은 신청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화재방

호계획의 검토에 적용될 수 있다.

․ 신규 원전 건설 및 운영허가를 위한 신청서

․ 계속운전을 위한 신청서

․ 출력증강을 위한 허가 변경 요청

․ 화재방호계획에 영향을 주는 기타 허가 변경요청

․ 화재위험도분석 적합성 검토결과 및 화재 확률론적안전성평가와 같은 기타 화재

방호계획 관련 제출서류



제9.5.1절                                                     개정 4 - 2014. 12- 3 -

  이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에는 위험도정보 성능기반(Risk-informed Performance 

-based : RI-PB) 화재방호계획에 대한 검토지침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RI-PB 화재방

호계획은 주로 10 CFR 50의 Appendix R에 해당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과 원자력발전소의 전분야에 대한 규제를 위험도정보 성능기반 체

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NFPA-805, "Performance-Based Standard for Fire Protection 

for Light Water Reactor Electric Generating Plants"에 따른 성능기반 화재방호와 

Regulatory Guide(이하 “RG") 1.205, “Risk-Informed, Performance-Based Fire 

Protection for Existing Light Water Nuclear Power Plants” 및 NUREG/CR-6850, 

"EPRI/NRC-RES Fire PRA Methodology for Nuclear Power Facilities"에 따른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발전소가 RI-PB 화재방호계획으로 전환할 경우 

화재방호 관련 업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미국의 제도이다. 그러나 국내 원자력발전소

의 규제는 아직 위험도정보 성능기반 규제체계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화재방호 분야에

서도 구형 원전에 대한 화재위험도분석을 수행하여 설비개선 및 절차 보완 등 화재안

전성 증진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위험도정보 성능기반 화재방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 

   기존 원전의 화재위험도분석결과 도출된 사항 중 설비개선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2호,“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제8조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화재위험성평가결과를 이용할 수 

있으나, NFPA-805, "Performance-Based Standard for Fire Protection for Light Water 

Reactor Electric Generating Plants"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방법을 사

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방호 이외의 분야에 대한 규제체계와 RI-PB 화재

방호계획의 도입으로 인한 화재안전성 증진 정도를 고려해야 하지만 계속운전을 신청

하는 원전의 경우에 RI-PB 화재방호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은 경우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에 제시하고 있는 검토지침은 

기존 및 신규원전 모두에 대한 화재방호계획에 적용된다. 화재방호계획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부록 9.5.1-1, 원전 화재방호지침에 제시되어 있다. 

   검토부서는 이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을 참조하여 사업자의 신청서류

에 기술된 화재방호계획을 검토한다. 특히 검토부서는 사업자 신청서류의 형태와 범위

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다음 사항들을 검토한다.

1. 화재방호계획 행정사항 : 화재방호조직, 행정정책, 화재예방관리, 적용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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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인 운전, 유지 및 비상절차, 품질보증, 방화지역의 접근 및 대피로, 소방

대능력 그리고 비상대응능력

2. 잠재적 화재위험성의 평가 : 발전소 전반에 걸쳐 안전에 중요한 장비를 포함하

는 지역, 안전정지기능을 수행하는 능력 유지에 관련된 가상화재 및 폭발의 영

향과 환경으로의 방사성 방출을 최소화

3. 발전소 배치도 및 진입/대피로 : ① 화재진압 및 지역 운전원 수동조치, ② 설

비 배열 ③ 안전에 중요한 다중계통을 분리하고 격리하는 구조적 설계특성

4. 화재감지, 경보 및 진압계통 : 화재위험도분석, 관통부 밀봉재를 포함한 내화방

벽의 설계, 시험, 품질 및 유지관리, 비가연성물질의 사용, 바닥 배수, 환기, 비

상조명 및 통신계통의 설계에 근거하여 선정되고 설계되어야 함. 

5. 화재방호계통 계장도(P&IDs) : 장비의 다중성과 화재방호 설계기준 그리고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화재방호계통의 오동작이나 실패의 

잠재적 영향을 포함하는 손상모드 및 효과분석(FMEA)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6. 다수호기 부지에서의 인접한 호기들의 건설, 정지 및 폐로기간에 화재방호 및 

관리방안 : 공유된 화재방호계통의 건전성과 운전성이 유지됨과 한 호기에 관

련된 화재위험이 인접한 호기에 악영향을 주지 않음을 입증.

7. 가동원전과 신규원전에 대한 화재후 안전정지분석 : 화재이후 안전정지기능을 

지닌 계통과 기기의 목록, 발전소 방화지역내 계통 및 기기의 배치, 다중안전

계통 및 기기 사이의 격리, 안전정지계통 및 기기를 위한 화재방호, 안전정지

기능에 대한 잠재적인 악영향을 위한 비안전계통, 화재방호계통, 안전에 중요

한 계통들의 잠재적인 상호작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또한 신규 원전 설계는 

본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의 보충기준 1에 기술된 강화된 기준을 만족시켜야

만 함.

8. 운영계획(Operational Program) 설명 및 이행 : 검토부서는 화재방호계획에 대

한 설명 및 제안된 이행일정을 검토한다. 또한 검토부서는 화재방호계획과 관

련된 일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3장에 

제시되어 있는 표를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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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방호와 관련된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은 다른 분야의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과 다음과 같은 연계성이 있다.

1. 화재 확률론적안전성평가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19장, 중대사고 및 위험도 

평가의 일부분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확률론적안전성평가 검토에 책임이 있는 

부서는 화재방호에 책임이 있는 부서와 협의한다.

2. 의도적으로 발전소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손상하는 행위(즉, 테러공격)에 의

한 사고시 안전정지를 보장하는 발전소 설비의 검토를 위한 지침은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13.6절, 물리적 보완에 제공되어 있다.

3. 사업자의 이행계획의 검토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13.4절, 운영계획에 따라 

수행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Ⅱ. 허용기준

   검토 수행시 신청서류의 형태와 범위에 따라 다음의 법적 요건과 허용기준에서 적

절한 수준으로 선정하여 적용한다. 

규제요건

   다음과 같은 규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 이 규정은 안전성관련 계통의 중대한 기능상실로 인한 노심손상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원자로안전정지, 

잔열제거 및 방사성물질 유출방지 능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화재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화재 발생시에도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설비의 안전의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능력을 가진 화재탐지 및 소화계통을 설

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화계통의 손상 또는 오동작으로 안전성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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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14조를 만족함은 화재발생가능성이 최소화되고, 화재발생시에도 적절한 

화재감지 및 진압계통이 작동되고, 화재의 영향이 원자로의 안전정지와 안전정

지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적절히 설계되고 배치됨으로써, 노심손상과 방사선누출의 가능성이 최

소화됨을 보장한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2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에 의거하여 원전 건설 및 운영허가 신청시 화재위험도분석에 포함되어야 

하는 6개 사항에 대한 기술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화재위험도분석을 통하

여 고온정지기능 및 상온정지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에 대한 화재손상제한요건

을 만족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공유된 안전관

련 구조물, 기기의 안전정지기능 수행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설계기준을 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한쪽의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시 다른 쪽의 발전

소의 정상적인 정지 및 냉각을 포함하여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이 심

각한 영향을 받지 않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발전소간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을 만족함은, 부지내의 한 발전

소에서 일어나거나 또는 발전소간의 공유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손상 및 

사고가 인접 발전소로 확산되지 않고 안전정지기능을 방해하지 않음을 보장한

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안전정지상태

의 달성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발전소 계통을 운전하기 위하여 제어실 내․외
부의 기능에 대해 적용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화재사건이

나 화재방호계통의 오동작과 관련하여 악조건에 노출된 경우 방호계통은 고장

시에 안전한 상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화재방호계획" 및 원자력안전

위원회 고시 제2013-11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고시" 

: 원자로 운영시 필요한 화재방호계획의 이행을 위한 계획서를 심층방어개념에 

입각하여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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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다음과 같은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상기한 법적 요건을 대신하는 것

은 아니며, 준수하도록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기한 법적 요건을 만족시키

기 위해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신청대상을 위해 제안한 설계물

이나 분석기술 및 절차상의 수단과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 사이에 차이점

을 확인해야 하며,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을 대체하기 위해 제안한 방안이 

상기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허용할 수 있는 방법임을 평가해야 한다.

 1. RG 1.174(rev. 1), “발전소의 고유한 허가기준변경에 대한 위험정보결정시 확률

론적안전성평가 사용 방법론”: 기존원전의 화재방호 허가기준 변경을 지원하는 

화재 확률론적안전성평가의 사용에 적용한다. 화재 확률론적안전성평가를 수행

하기 위한 적절한 기법은 NUREG/CR-6850(EPRI TR-1011989), "EPRI/ NRC-RES 

Fire PRA Methodology for Nuclear Power Plants"에 기술되어 있다.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장비 열화현

안과 같은 계속운전을 위한 화재방호계획의 고려사항에 적용한다. RG 

1.188(rev. 1), “원자력발전소 운영인허가 연장신청서의 표준 서식 및 목차”

와 원자력에너지연구소(Nuclear Energy Institute : NEI)문서 NEI 95-10(rev. 6) 

“10 CFR Part 54  허가갱신법의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산업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3. SECY 90-16, SECY 93-87 및 SECY 94-84: 신규원전 설계에 대한 강화된 화재

방호기준. SECY 90-16은 개량형 경수로원자로에 대한 강화된 화재방호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SECY 93-87은 강화된 기준이 피동형 원자로 설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SECY 90-16과 SECY 93-87은 

SRM(Staff Requirement Memoranda)에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SECY 94-84

는 부분적으로 피동형 경수로 설계에 대한 안전정지 조건을 정의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4.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부록 9.5.1-1 원전 화재방호 지침: 원자력발전소 화재방

호 목표, 화재방호설비의 설계, 조직 등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 전반에 관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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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절차

   검토연계부서는 본 절에 기술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에 적절할 것으로 판

단되는 요건 및 허용기준을 선정하여 검토한다. 본 검토절차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본 허용기준과 차이가 있는 경우 검토부서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대체방안이 본 심사지침 II절 허용기준에 명시된 요건과 일치하고 있음을 평가

한다. 신청서류의 형태에 따라 검토부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를 수행하며, 경수로형 안

전심사지침 부록 9.5.1-1의 지침을 활용한다.

1. 신규 발전소 허가신청

  가. 건설허가 심사시 검토부서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에 포함되어 있는 화

재방호계획과 예비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화

재방호계획이 완전하게 개발될 수 없으므로 최종적인 검토는 운영허가 심사단

계에서 검토되어야 하지만,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부록 9.5.1-1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발전소 가동시 화재방호계획 이행을 위한 행정사항을 제외하고)을 만

족시키기 위한 방안이 제출되어 검토되어야 한다. 운영허가 심사시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FSAR),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및 화재방호계획서를 검토한다. 본 경

수로형 안전심사지침 I절에 기술된 적용가능한 모든 검토범위는 신규 원전 신

청서를 위한 검토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보충기준 1에 

추가적인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나. 제출된 화재방호계획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따라 안전정지기능을 유지하

고, 환경으로의 방사능누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안전관련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화재발생가능성과 그 위험도에 관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와 화

재위험도분석보고서의 분석결과를 검토한다. 

  다. 운영허가 이후 발전소 화재방호계획에 따라 심층방어개념에 입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화재방호계획의 이행계획을 검토한다. 또한 

정지상태에서도 붕괴열을 제거하고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유지하기 위한 계통들

이 적절하게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지 및 핵연료재장전 운전

모드에 대한 화재방호계획을 검토한다. 

  라. 화재방호나 화재억제, 위험물관리의 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비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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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구조물의 격리특성 등이 안전성관련 기기의 보호에 적합한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화재보호계통 계장도와 발전소 배치도면을 검토한다.

  마. 연기나 열, 화염의 감지 및 진압계통에 대한 설계요건과 기준이 부록의 기준에 

적합하고 안전성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적절한 방호가 이루어지

는가를 확인한다. 비상조명 및 통신계통, 바닥배수계통, 환기 및 배기계통과 같

은 화재방호 지원계통들이 이러한 목적에 알맞게 운전되도록 설계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바. 다수호기의 발전소가 설치되는 곳에서는, 건설중인 발전소의 건설기간중에 운

전중인 인접 발전소에 대한 화재방호가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화재방

호에 대한 책임분담에 관한 사항과 각각의 발전소에 대한 전체적인 화재방호

계획 및 부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평가한다.

  사. 신청자가 제출한 화재방호 관련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운영기

술지침서의 운전제한조건과 점검요건이 관련요건에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아. 검토부서는 화재 확률론적안전성평가를 검토하는 부서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2. 계속운전

   검토부서는 화재방호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계속운전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보장하기 위해 계속운전에 대한 신청서를 검토한다. 검토범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그러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검토부서는 열화관리검토(aging management 

review)에 관련된 기기를 확인한다. 이 지침의 보충기준 2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신청

서의 검토를 위한 추가적인 지침이 제공되어 있다. 검토부서는 발전소의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변경 요청과 관련하여 화재 확률론적안전성평가를 검토하는 부서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3. 출력 증강 

   검토부서는 출력증강과 관련되는 변경이 화재 이후에 안전정지를 달성하고 유지하

는 기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며, 화재방호 규제요건이 지속적으로 만족함을 보장하기 

위해 출력증강에 대한 허가변경 요청에 대해 검토한다. 발전소 출력수준의 변경은 운

영허가 변경을 통하여 신청되고 승인되어야만 한다. 보충기준 4에는 이러한 검토에 대

한 추가적인 지침이 제공되어 있다. 검토부서는 출력증강 허가변경 요청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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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확률론적안전성평가를 검토하는 부서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4. 기존 원전 화재위험도분석 적합성 검토

   설계변경이나 운전방법상의 변동 또는 기술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원

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1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10년 주기의 화재위험도분석 적합성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적합성 검토시 

부록 9.5.1-1 원전 화재방호 지침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항을 기술

하고 대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검토부서는 대체방안에 대한 기술적 정당성을 검토

하고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1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에 따라 화재모델링에 의한 화재위험성 평가 방법론이 대체방안에 

대한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분석방법과 분석에 사용된 가정이나 제한값들에 충분

한 보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NUREG-1824/EPRI 1011999, 

“Verification and Validation of Selected Fire Models for Nuclear Power Plants 

Applications,"와 기타 화재모델링을 위한 지침 및 허용기준을 고려하여 검토를 수행한

다.

Ⅳ. 평가결과

   검토부서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신규원전 

   검토부서는 화재방호계획의 설계기준과 관련된 이행사항이 적절하고, 신규 원전에 

대한 허용기준을 만족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검토부서는 화재방호계획의 설계요건 및 기준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제시된 법적요건에 일치하는가를 검토하였으며, 또한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부록 9.5.1-1 등의 허용기준과 관련 산업기술기준에 만족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들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신청자는 어떠한 하나의 방화지역(주제어실과 격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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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제외)에서 모든 장비가 화재에 의해 운전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수나 운전

원 조치를 위하여 그 방화지역으로 재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가정한 상태에서도 안

전정지를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신청자의 설계에서 주제어실과 물리 및 

전기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독립적인 대체정지기능이 제공되어 있으며, 하나의 정지계

열이 실질적인 범위까지 화재에 의해 손상되지 않음을 보장할 수 있는 원자로격납건

물 내부에 다중정지계통을 화재로부터 방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 설계는 연

기, 고온가스 또는 화재진압재가 운전원 조치를 포함하여 안전정지기능에 악영향을 주

지 않는 범위까지 다른 방화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음을 보장하였다.

   또한 신청자는 다중호기 사이에 공유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화재와 폭발의 영향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됨을 입증하였다. 

신청자의 설계에서 불연성물질 및 내화물질을 사용하고,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화재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용량 및 기능을 가진 화

재감지, 진압 및 화재진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검토부서는 운영계획 이행에 대한 허가조건에 화재방호계획과 이행일정을 포함하

였다.

   검토부서는 사업자의 화재방호계획과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

점에 대하여 제안된 대체방안이 허용가능한 방법임을 결정해야 한다. 

2. 허가변경 및 화재위험도분석 적합성 검토

   검토부서는 화재방호계획에 대해 제안된 변경사항이나 화재위험도분석 적합성 검

토결과에 대한 심사시 변경요청이나 대체방안이 적절하고, 화재방호계획이 강화된 화

재방호요건(신규원전)과 기타 허용 가능한 허용기준에 지속적으로 만족함을 결론지어

야 한다. 검토부서는 변경에 대한 사업자의 분석 및 정당성을 검토하고, 발전소가 화

재이후 안전정지 상태를 달성 및 유지하고, 방사성물질 누출을 완화할 수 있음을 결론

지어야 한다.

Ⅴ. 참고문헌



제9.5.1절                                                     개정 4 - 2014. 12- 12 -

1. 원자력법 시행령 제42조의 2,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화재방호계획"

8.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2호 ,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9.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1호 ,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고시"

10. 10 CFR Part 50, "Domestic Licensing of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ies."

- 50.12, "Specific exemptions"

- 50.34, "Contents of applications; technical information"

- 50.48, "Fire protection"

- 50.90, "Application for amendment of license or construction permit"

- 50.91, "Notice for public comment; State consultation"

- 50.92, "Issuance of amendment"

11. 10 CFR Part 54, "Requirements for Renewal of Operating Licenses for Nuclear 

Power Plants."

- 54.4, "Scope"

- 54.21, "Contents of application - technical specifications"

12. 10 CFR Part 50, Appendix R, "Fire Protection Program for Nuclear Power 

Facilities Operating Prior to January 1, 1979."

13. Branch Technical Position (BTP) SPLB 9.5-1 "Guidelines for Fire Protection for 

Nuclear Power Plants." (Formerly BTP CMEB 9.5-1)

14. Branch Technical Position (BTP) APCSB 9.5-1, Appendix A, "Guidelines for Fire 

Protection for Nuclear Power Plants Docketed Prior to July 1, 1976."

15. ANS-58.23-200X, "Standard on Methodology for Fire PRA," American Nuclear 

Society (draft).

16. Regulatory Guide 1.139, "Guidance for Residual Heat Removal." (for Comment)

17. Regulatory Guide 1.174, Revision 1, "An Approach for Using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In Risk-Informed Decisions On Plant-Specific Changes to the 



제9.5.1절                                                     개정 4 - 2014. 12- 13 -

Licensing Basis."

18. Regulatory Guide 1.188, Revision 1,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Applications to Renew Nuclear Power Plant Operating Licenses."

19. Regulatory Guide 1.189, Revision 1, "Fire Protection for Nuclear Power Plants."

20. Regulatory Guide 1.191, "Fire Protection Program for Nuclear Power Plants 

During Decommissioning and Permanent Shutdown."

21. Regulatory Guide 1.206, "Combined License Applications for Nuclear Power 

Plants (LWR Edition)."

22. NUREG-0933, "A Prioritization of Generic Safety Issues."

23. NUREG-1800, Revision 1, "Standard Review Plan for Review of License Renewal 

Applications for Nuclear Power Plants."

24. NUREG-1801, Revision 1, "Generic Aging Lessons Learned (GALL) Report."

25. NUREG-1824/EPRI 1011999, "Verification and Validation of Selected Fire Models 

for Nuclear Power Plant Applications." (Draft for Comment)

26. NUREG/CR-6850 (EPRI TR-1011989), "EPRI/NRC-RES Fire PRA Methodology for 

Nuclear Power Facilities."

27. SECY-90-016, "Evolutionary Light Water Reactor (LWR) Certification Issues and 

Their Relationship to Current Regulatory Requirements." (ML#003707849)

28. SECY-93-087, "Policy, Technical, and Licensing Issues Pertaining to Evolutionary 

and Advanced Light-Water Reactor (ALWR) Designs." (ML#003707849)

29. SECY-94-084, "Policy and Technical Issues Associated with the Regulatory 

Treatment of Non-Safety Systems in Passive Plant Designs." (ML#003708068)

30. Staff Requirements - SECY 93-087 - Policy, Technical, and Licensing Issues 

Pertaining to Evolutionary and Advanced Light-Water Reactor (ALWR) Designs, 

July 21, 1993. (ML003708056)

31. Staff Requirements - SECY 90-016 - Evolutionary Light-Water Reactor (ALWR) 

Certification Issues and Their Relationship to Current Regulatory Requirements, 

June 26, 1990. (ML003707885)

32. Information Notice 2002-27, "Recent Fires at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in the United States."

33. NEI 95-10, Revision 6, "Industry Guide for Implementing the Requirements of 10 



제9.5.1절                                                     개정 4 - 2014. 12- 14 -

CFR Part 54 - The License Renewal Rule."

34. NFPA 804, "Standard for Fire Protection for Advanced Light Water Reactor 

Electric Generating Plants."

35. NFPA 805, "Performance-Based Standard for Fire Protection for Light Water 

Reactor Electric Generating Plants."



제9.5.1절                                                     개정 4 - 2014. 12- 15 -

보충기준 1

신규 원전을 위한 화재방호 검토 보충기준

   특별하게 다른 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본 첨부자료는 신규 원전 화재방호계획

에 적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일부 원전을 제외한 국내 가동중인 경수로형 원전에 대한 현재의 화재방호 요건이

나 지침은 대부분은 1981년 개발된 Standard Review Plan Branch Technical Position 

9.5-1이다. 신규 원전 설계에 대해서 안전정지 성능의 보호와 방사성물질 누출 방지를 

포함한 보다 강화된 화재방호 요건이 발전소의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부터 고려되어

야 한다.

   신규 원전의 건설 및 운영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화재방호 설계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물론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장비 및 인력에 

대한 화재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사항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 발전소 설계와 행정계획에 대한 요소(즉, 

신청자 화재방호요원 및 조직, 품질보증, 절차, 화재예방계획 및 훈련), 소방대 및 비상

대응 능력, 화재방호계통 및 설비의 최종설계 그리고 화재 이후 안전정지 능력의 분석 

및 설계 등에 대한 개선을 포함한다.

1. 강화된 화재방호기준

   기존 원전에서의 운전경험과 내부화재사건의 실험적 견해를 근거로 하여 안전정지

성능을 위한 화재방호가 신규원전 설계에 대해 강화되었다. 

   설계자들은 안전정지가 어떤 하나의 방화지역(제어실이나 원자로 격납건물을 제외)

의 모든 장비가 화재에 의해 운전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수를 위해 방화지역으

로 재진입이나 운전원 조치가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정하고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물리적인 배열 관계로 제어실과 물리적 및 전기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독립된 대체정

지기능이 설계에 포함되어 있는 한 제어실은 이러한 접근방식으로부터 배제된다. 격납

건물 내부에 실질적인 범위까지 하나의 정지계열이 화재에 의해 손상되지 않음을 보

증할 수 있는 다중정지계통을 위한 화재방호가 제공되어야만 한다. 추가적으로 설계자

들은 운전원 조치를 포함한 안전정지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까지 연기, 고온

가스 또는 화재진압재가 다른 방화지역으로 이송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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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가능한 산업기술기준

   일반적으로 신규 경수형원전설계에 대한 화재방호계획은 화재로 인한 화재이후 안

전정지성능의 보호와 방사성물질 누출 완화와 관련된 NFPA 804, "Fire Protection for 

Advanced Light Water Reactors" 및 KEPIC 804, "개량형 경수로 원전 화재방호"에 규

정된 조항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NFPA/KEPIC 기준에 있는 지침의 일부분은 규제요건

과 상충될 수 있다. 상충되는 부분은 적용가능한 규제요건과 지침을 결정해야 한다. 

모든 신규 원전설계에서 요건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화재방호계통의 설계와 설치 및 

설비와 관련된 기준은 신청서의 제출 6개월 이전에 효력이 있는 NFPA 코드 및 기준

과 이와 동등성이 입증된 기술기준(예 KEPIC 화재방호 관련 기술기준)이다. 

3. 신규원전에 대한 위험도정보 검토

   기존 원전의 경우 상대적인 위험중요도에 대한 지침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

전소의 화재방호계획을 평가하였다. 현재의 화재방호규정과 지침이 어느 범위까지는 

위험 중요도를 고려하고 있지만, 그들은 화재방호의 위험중요도가 가장 높은 지역의 

자원에 초점을 두는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기존 발전소의 규제와 검사를 통하여 더

욱 집중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발전소 화재방호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신규원전 설계 검토에 대한 위험도정보 방법론은 기존 원전에 연계하여 얻은 경험을 

반영해야 하며 신규원전은 화재방호계획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설계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개선은 신규 원전에 대한 허가 신청 검토시 고려되어야 한다. 궁극

적으로 Browns Ferry 원전 화재에 추가하여 원전 특유의 화재위험과 화재로부터의 보

호방법을 제공할 만한 발전소 화재(IN2002-27, "Recent Fire at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in the United States")사례가 있다. 발전소 화재방호계획의 다양한 관점

에 대한 상대적 위험중요도의 논의는 신규원전이 위험도정보 성능기반 화재방호계획

을 채택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신규원전에 적용된다.

3.1 검토시 우선되는 주안점

   화재이후 안전정지 기능의 보호에 대한 신규원전 방법이 다중계열의 피동격리를 적

용하므로 검토부서는 사업자의 계열격리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다. 검토부서는 

계열격리의 상세한 정의, 격리가 필요한 계통, 기기 및 회로를 확인하는 방법,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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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가 되었다는 가정, 격리방벽의 설계 및 시험, 완전한 격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방법론, 격리 방벽이 적절하게 설치되고 유지됨을 확인하는 방법 및 설치된 상태의 케

이블 배선이 설계에 의해 요구되는 격리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방법 등을 검토한다.

3.2 화재위험을 감소하는 신규원전의 화재방호계획

   원래의 원전설계의 이점과 연계되는 화재방호규정, 발전소 운영, 분석방법 및 기회 

등이 총체적으로 성숙한 단계이므로 신규원전 안전성은 크게 강화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신규원전 화재방호계획들은 화재후 발전소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이며, 허가 신청

서 검토시 검토부서는 고려해야 한다.

1. 강화된 화재방호개념의 설계는 화재감지/진압계통, 소방대 대응, 강화된 수준의 화

재방호가 제공되는 발전소 지역에 대한 기타 화재방호계획에 대한 안전성 중요도를 

감소시킨다. 

2. 하나의 계열이 보수(즉 적어도 3개의 100% 용량의 다중계열이 운전 가능함)상태이

거나 하나의 계열이 화재로 손상된 경우에 발전소가 안전정지 성능을 보증하는 추

가적인 안전정지 계열을 포함하도록 설계된 경우 어떠한 하나의 계열에 대한 유지

보수 정지시간은 전체 운전시간에 비하여 매우 작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화재에 의

해 하나의 계열이 상실되더라도 최소한 안전정지에 요구되는 나머지 계열이 이용가

능하므로 운전가능 확률이 높다.

3. 화재방호규정은 기존원전에 추가적으로 적용된 것보다 원래의 설계에 통합되어 있

으므로 발전소 변경공정 필요성은 크게 감소되며 변경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도 

감소될 수 있다.

4. 화재후 안전정지 회로분석은 크게 간소화될 수 있으며, 실수 가능성도 감소된다.

5. 계열의 완전 격리는 접근 필요성 감소와 연계하여 보안 관련 사항이 중대하게 감소

될 수 있다.

6. 광섬유의 광범위한 사용은 고온단락이나 오동작 가능성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개발

은 특히 계열의 완전한 격리가 가능하지 않은 제어실과 같은 지역에 중요하다.

7. 또한 광섬유의 사용은 방화지역 가연성물질 부하와 그로 인한 내화방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킨다.

8. 강화된 화재방호 규정은 운전원 수동조치 및 다중오동작과 같은 기존원전에서 논쟁

이 되는 화재방호현안의 중요성과 범위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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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행 원자로에 널리 사용되는 대체/전용의 정지계통의 개념은 신규원전(제어실 및 

격납용기 화재를 제외)에서 사실상 삭제된다.

10. 연기 이동 및 연기 손상에 대한 강화된 화재방호 고려사항은 총체적인 화재위험에 

대한 이러한 현상의 기여도를 감소시킨다.

11. 신규원전 설계에 필요한 증가된 수준의 피동방어는 전기화재시 소화수 주입이 지

연되는 것으로부터 총체적인 화재위험에 대한 잠재적 기여도를 감소시킨다.

12. 디지털 제어계통의 사용은 제어실에 전기캐비넷의 수와 규모를 크게 감소시키며, 

이러한 지역에서의 점화빈도를 중대한 범위까지 감소시킨다.

13. 젤 형태의 전지가 사용되는 지역에서 발전소 전지실에서의 수소가스 폭발 위험성

은 사실상 제거될 수 있다.

14. 피동 정지계통이 있는 원자로는 가연성물질 부하, 점화원 및 화재로 유발되는 장

비 오동작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15. PVC와 non-IEEE 1202 등급의 케이블 피복 및 단열재의 사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3.3 신규원전 화재방호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 고려사항

   터빈건물은 신규원자로에서 잠재적인 화재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유지된다. 인접한 

안전성 관련 건물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주요 터빈 화재의 사건시 

주제어실 또는 원격정지지역의 거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정지 저출력운전에 대한 화재방호

   정지운전기간, 특히 유지보수 또는 재장전기간에 화재조건은 보수작업의 결과로 상

당히 변화된다. 안전에 중요한 다중계통은 발전소 기술지침서와 절차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정지 또는 재장전 조건에서의 화재방호는 이러한 운

전기간에 존재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조건하에서 안전기능(즉, 반응도 조절, 원자로 붕

괴열 제거, 사용후 연료 저장조 냉각)에 영향을 주거나 방사성물질 누출을 야기하는 

화재의 잠재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부록 9.5.1-1의 규제입장 

2에 있는 화재예방을 위한 지침은 정지를 포함한 발전소 모든 운전모드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신규 원전을 위한 허가신청서는 정지 저출력 운전기간에 발생하는 화

재사건시에도 발전소가 안전한 정지상태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증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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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체 설계

   신규 원전 설계에서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부록 9.5.1-1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특정 지역에 대한 화재방호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경수로형 안

전심사지침 부록 9.5.1-1의 허용기준의 일부는 특정 원자로의 설계에 적용하지 못할 

수 있다. 다음은 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설비에 대한 허용가능한 대체설계의 예이

다. 검토부서는 발전소 허용기준의 적용성과 특정조건에 대한 차이점의 허용성을 결정

해야 한다.

1. 제어실 캐비넷과 콘솔 감지기와 관련하여 신규 원전 설계는 적어도 경수로형 안전심

사지침 부록 9.5.1-1의 규제입장 6.1.2.2을 만족하지 않고 승인될 수 있다. 이러한 방

법의 허용성은 이들 캐비넷에 가연성물질 부하가 적고 제어실에 연속적으로 상주하

여 제어실 내에서 빠른 감지와 화재에 대응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기타 신

규 원전 설계에 대하여 유사한 대체설계의 허용성은 화재위험도분석을 근거로 해야 

한다.

2. 제어실에서 바닥 하부지역과 천정지역에 대한 자동식 소화설비 화재진압지역과 관

련하여 신규 원전 설계는 적어도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부록 9.5.1-1의 규제입장 

6.1.2.1을 만족하지 않고 승인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의 허용성은 이들 지역에 가연

성물질 부하가 적고 제어실에 연속적으로 상주하여 제어실 내에서 빠른 감지와 화

재에 대응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기타 신규 원전 설계에 대하여 유사한 

대체설계의 허용성은 화재위험도분석을 근거로 해야 한다.

3. 제어실 복합체내 부속실에 대한 자동식 소화설비 화재진압 지역과 관련하여 신규 

원전 설계는 적어도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부록 9.5.1-1의 규제입장 6.1.2를 만족하

지 않고 승인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의 허용성은 이들 지역에 가연성물질 부하가 

적고 제어실에 연속적으로 상주하여 제어실 복합체 내에서 빠른 감지와 화재에 대

응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기타 신규 원전 설계에 대하여 유사한 대체설계

의 허용성은 화재위험도분석을 근거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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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기준 2

계속운전을 위한 화재방호 검토 보충기준

   본 첨부자료의 목적은 원자력법 시행령 제42조의 2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을 위하여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시 화재방호계

통의 검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RG 1.188,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Applications to Renew Nuclear Power Plants Operating 

Licenses"와 NEI 95-10, "Industry Guideline for Implementing the Requirements of 10 

CFR 54 - The License Renewal Rule"과 NUREG 1800 및 1801을 참조할 수 있다.

   검토대상이 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화재방호 관련 법적요건을 만족시킴을 

입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성분석이나 발전소의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NUREG-1800과 NEI 95-10에 화재방호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범위 및 선정

방법론을 기술되어 있다. 계속운전 신청서 평가시 화재방호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범위가 단지 안전관련 장비를 보호한다는 관점 이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하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와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부록 9.5.1-1에 따라 요구되는 장비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화재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 즉 

안전에 중요한- 화재방호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포함한다. 사업자가 사용한 범위

설정 방법론에는 BTP CMEB 9.5-1, "Guidelines for Fire Protection for Nuclear 

Power Plants."를 준수하기 위해 작성된 어떠한 방침에 대한 검토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계속운전 범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기능이 있는 기기들이 피동(움직이는 부분과 

함께 그들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기기이고 수명이 긴(검증된 수명에 근거한 교체 또

는 주기적 교체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기기인 경우에 노화관리검토(Aging Manage- 

ment Review : AMR)를 해야 한다. 피동 및 수명이 긴(passive and log-lived) 기기들은 

AMR 대상이며 내화방벽 부속물(즉, 천장, 댐퍼 집, 문, 바닥, 관통부 밀봉 및 벽), 스프

링클러 헤드, 화재진압계통 배관 및 밸브 몸체 그리고 화재방호 탱크 및 펌프 케이스 

그리고 화재 급수전 케이스 등을 포함한다. 능동 기기들은 의도된 기능을 위해 움직이

는 부분이나 배열 또는 변수의 변경과 함께 의도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정의되며 

AMR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면 연기/열 감지기는 능동기기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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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피동 및 수명이 긴 기기들은 소모성으로 고려되므로 AMR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계통 필터, 소화약제, 소방호스 그리고 air pack (계속운전 범위 내에 있는)들은 

발전소 개별적인 근거로 하여 AMR로부터 제외될 수 있다. 이러한 기기들은 허가갱신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고려되며 기기의 검증된 수명에 근거하여 주기적인 교체 관행

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감시활동 및 특정 성능을 근거로 교체된다. 이러한 기기들은 사

업자가 그러한 교체대상인 각 기기 형태를 허가갱신 서류에서 확인하고 목록화하며, 

적절한 기준을 만족하는 감시 및 교체계획을 확인하는 한 특정 성능과 상태감시활동

을 근거로 하여 AMR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업자는 계속운전 산청서류에 소모성 물품이므로 AMR에는 제외되지만 검토범위 

안에 있는 기기들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서에는 사업자가 법적요건의 만족을 

위해 요구되는 장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는 화재방호계통 기기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계속운전 신청서류에는 계통의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을 명백하게 확

인할 수 있는 화재방호계통의 최신 계장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계속운전 검토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AMR 대상인 모든 기기에 대하여 기

기들의 의도된 기능이 연장된 운전기간동안에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

어야만 한다. NUREG-1801은 계속운전 검토범위에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노

화영향을 관리하기 위하여 허용가능한 노화관리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화

재진압배관 또는 소방펌프 케이싱의 의도된 기능은 압력경계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압력경계의 노화효과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정된(또는 강화된) 계획, 또는 노화관점

을 다루기 위해 특별하게 만들어진 새로운 계획은 기존 원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수정 또는 새로운 계획의 개발은 (1) 관리될 필요가 있는 노화효과, 그리고 

(2) 연장된 운전기간동안 노화효과를 관리하기 위한 현재의 계획의 수준에 의존될 것

이다.

   발전소의 연장된 운전기간동안 사용되는 Halon 1301 소화계통이 설치된 발전소는  

Halon의 교체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다른 계통으로 

교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 원전의 유일성과 발전소 허가기준의 차이

로 인해 검토부서는 발전소에 부과된 요건이 다른 발전소에 필수적으로 적용되지 않

는 것과 하나의 발전소에 승인된 예외사항이 다른 발전소에 적용될 수 없음을 고려해

야 한다. 각 발전소는 부지 특정설계 및 허가기준을 근거로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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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기준 3

확률론적안전성평가를 위한 화재방호 검토 보충기준

   본 부록의 목적은 화재확률론적안전성평가(Fire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 

FPSA)를 위한 신청서에 제공된 화재방호정보를 검토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다. FPSA는 간략한 분석에서 NUREG/CR-6850, "EPRI/NRC-RES Fire PRA Methodology 

for Nuclear Power Facilities"과 ANS Fire PRA 기준에 따른 상세한 분석에 이르는 모

든 수준 및 형태를 포괄하고 있다. 

   신규 원전 신청자는 설계고유의 FPSA를 제출해야 한다. RI-PB 화재방호계획을 수

립하고자 하거나 리스크정보 방법론을 사용하여 발전소의 변경을 평가하기로 계획하

는 운영자는 필수적으로 상세한 FPSA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규제체계가 아직은 RI-PB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세한 FPSA를 

필수적으로 수행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계속운전을 위한 신청서류에는 상세한 PSA가 

포함되어야 한다. 

   NUREG/CR-6850에는 제안된 방법론의 검토를 위한 기준이 제공되어 있으며, RG 

1.174, "An Approach fir Using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in Risk-Informed Decision 

on Plant-Specific Changes to the Licensing Basis"와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19장, "확

률론적 위험성평가"에는 원자력발전소 PSA의 검토를 위한 추가적인 지침이 기술되어 

있다. 

   FPSA의 모든 수준과 형태에 대해 적절한 산업계의 지침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까

지 상세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산업계의 지침은 고유의 FPSA 신청 이전에 검토되어야 

하며, 산업계의 지침이 FPSA에 대한 상세검토 수행에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FPSA

의 허용성을 검토해야 한다.

   상세한 FPSA를 수행한 사업자는 화재방호계획의 성능기반평가에 화재모델링 방법

론을 사용할 수 있다. 화재모델링 결과는 변경사항에 대한 평가시 입력자료로 제공될 

수 있으나, 변경사항에는 발전소 위험에 미치는 영향, 심층방어 및 안전여유도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성능기반 분석에 사용된 모델과 방법들이 제한

범위 이내에서 사용되었으며 분석의 특성과 범위에 의해 요구되는 바와 같이 엄격하

게 사용되었음을 문서화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평가되는 시나리오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간단한 수계산 또는 좀더 복잡한 컴퓨터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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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REG-1824/EPRI 1011999, "Verification and Validation of Selected Fire Models 

for Nuclear Power Plant Applications"에는 다음과 같은 5개의 화재모델에 대하여 타

당성 및 확인에 관하여 문서화하였다. 

   - NUREG 1805, "Fire Dynamics Tools(FDT)," 

   - Fire-Induced Vulnerability Evaluation(FIVE), revision 1, 

   - Consolidated Model of Fire Growth and Smoke Transport (CFAST), 

   - Electricite de France(EdF) MAGIC code 

   - Fire Dynamics Simulator(FDS) 

   사업자는 NRC에 의해 타당성 및 확인되지 않은 화재모델의 사용을 제안할 수 있

으나 사업자는 이러한 화재모델에 대한 허용가능한 정도의 타당성 및 검증결과를 제

공하는데 책임이 있다. 사업자가 제시한 화재모델의 타당성 및 확인을 위한 문서는 검

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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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기준 4

출력증강을 위한 화재방호 검토 보충기준

   본 부록의 목적은 출력증강을 위한 신청서에 제공된 화재방호정보의 검토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출력증강은 발전소 정지 이후 붕괴열 발생을 증가시키지만 

이러한 변화는 행정통제, 화재진압 및 감지계통, 내화방벽, 발전소 요원의 화재방호책

임, 저온정지 달성 및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계통의 보수에 필요한 절차 및 자원 등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하여 방사성물질 누출 가능성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사업자의 제출서류는 출력증강이 이러한 요소에 변화를 야기하지 않으며 이러

한 관점들이 안전성평가에 반영되었음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사업자가 이러한 요소에 

영향이 있음을 지적한 경우에 검토부서는 위원회의 화재방호목적을 만족시킴을 보증

하기 위하여 본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의 적용가능한 부분의 허용기준에 대한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화재후 안전정지 달성 및 유지에 관련이 있는 계통들은 발전소 정지 이후에 붕괴

열 발생을 증가시키는 출력증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

용하는 다중계통에서 하나의 전체 계열을 통하여 안전정지를 달성할 수 있는 화재사

건에 대하여, 소외전원상실사고 또는 주급수 상실과 같은 발전소 과도상태를 위해 수

행하는 중요한 발전소 공정변수에 미치는 출력증강의 영향에 대한 사업자의 분석은 

화재사건에 대한 특정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화재사건에 대한 영향으로 제한될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인 자동 감압 또는 보충수 펌프 성능 감소와 같이 화재사건에 계통의 

전체용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연료설계 제한값을 초과하지 않고 연료 건

전성이 유지되고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과 연결된 배관에 악영향이 없음을 입증하는 

화재사건시 특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화재후 안전정지를 위해 대체/전용 또는 대

기용 정지성능을 갖춘 사업자는 대체/전용 또는 대기용 정지성능에 미치는 출력증강의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검토부서는 화재후 안전정지에 관련이 있는 대체/전용 또는 대

기용 계통들이 출력증강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정지 달성 및 유지 가능성을 확인해

야 한다.

   발전소의 화재후 안전정지 절차는 출력증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

면, 필요한 운전원 조치 허용시간은 출력증강의 결과로 감소할 수 있으며, 안전정지 

달성 및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계통의 유량이 증가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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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재이후 안전정지 절차에 대한 출력증강의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RIS-001, "Review Standard for Extended Power Uprates,"에는 출력증강을 위한 신

청서에 대한 검토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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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5.2절 통신계통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통신계통에 대한 검토는 정상운전, 과도상태, 화재 및 사고, 비정상적인 환경 및 보

안관련 사건 동안에 발전소 소내 그리고 발전소와 외부간에 사용되는 통신계통으로 

한정한다. 검토시 고려할 점은 정상운전 및 소외전원 상실을 포함한 과도상태, 화재, 

및 사고상태 중에 발전소 내, 외부에서의 효과적인 통신능력 및 관련 설계에 대해 검

토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통신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

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방사선비상대책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3.3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소외 통신계통이 직원에게 통보 및 대피절차의 이행 등을 포함한 사고시의 비상

계획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2.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4.2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가동전 및 시

운전시험의 타당성을 결정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9.5.1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화재방호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며 원격정지운전중 통신계통의 능력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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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3.6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발전소 보안 

요건과 관련한 통신계통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5. 인간공학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8장의 검토주관부서로서 NUREG-0700 

요건의 평가를 포함한 제어실 통신계통 및 장비가 인간공학적인 측면에서 적합한

가를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 요건을 만

족해야 한다.

1. 10 CFR 50 Appendix E, "Emergency Planning and Preparedness for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ies"

2. 10 CFR 50.34(f)(2)(xxv), "Emergency Response Facilities," (TMI Action Plan Ite, III 

A.1.2)

3. 10 CFR 50.47(a)(8), "Equipment and Facilities to Support Emergency Response."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 제어실 등“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체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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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하고, 또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최소한 각각 한 개의 백업전원을 갖춘 소내 및 소외 통신계통을 포함한 비상시설 

및 기기에 대한 적절한 규정이 있다면 10 CFR 50 Appendix E, Part IV.E(9)의 요건

에 대한 정보는 허용 가능할 것이다.

2. TSC, OSC 및 EOF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10 CFR 50.34(f)(2)(xxv) 및 TMI Action 

Plan Item, III A.1.2의 요건에 대한 정보는 허용 가능할 것이다.

3. 비상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시설 및 기기가 제공되고 유지된다면 10 CFR 

50.47(a)(8)의 요건에 관한 정보는 허용 가능할 것이다.

4. 구조물·계통·기기가 수행되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맞는 품질기준으로 설계, 조립, 

건설, 시험 및 검사된다면 10 CFR 50.55a의 요건에 관한 정보는 허용 가능할 것이다.

5.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가 수행되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맞는 품질기준

으로 설계, 조립, 건설, 시험 및 검사된다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의 요건에 관한 정보는 허용 가능할 것이다. 구조물·

계통·기기의 안전기능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보증 프로그램이 제정되고 적

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에 대한 기록이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전체에 걸쳐서 관리되어야 한다.

6.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가 지진, 태풍, 홍수, 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

능한 자연현상에 대하여 안전기능 수행능력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된다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에 대한 정보는 허용 가능할 것이다. 이들 구조물·계통·기기에 대한 설계기

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7.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가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영향이 최

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배치된다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

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의 요건에 대한 정보는 허용 가능할 것이다. 원

자로시설 전체에 가능한 한 비가연성 또는 내화·내열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화재

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설비의 안전의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능력을 가진 화재탐지 및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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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소화계통의 고장·손상 또는 오동작으로 인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들의 안전성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

다.

8.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가 정상 운전, 보수, 시험 및 냉각재상실사고를 

포함한 가상 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다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에 대

한 정보는 허용 가능할 것이다. 이들 구조물·계통·기기는 발전소 내외의 기기 파

손 및 사건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작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

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9. 원자로제어실로부터 물리적·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원자로제어실외의 장소에서 적

합한 절차에 따라 원자로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기기

가 설치되어 있다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 제어

실 등“의 요건에 대한 정보는 허용 가능할 것이다.

 III. 검토절차

  통신계통 및 관련계통의 설계에 관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정보를 확인하고 

과도상태, 화재 혹은 사고 복구기간에 필수지역에서 필요한 소내 통신장비를 갖추었으

며 발전소 타 기기와의 운전성이 적절한가를 평가한다. 

   불시 혹은 인위적 사고 기간에 발생되는 발전소 최대 잡음수준하에서 통신 계통이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통신계통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설계근

거, 설계기준, 계통설명 및 분석내용 등을 검토한다. 이전에 승인된 발전소에 설치한 장

비 및 통신계통과 검토될 통신계통의 능력을 비교하는데는 공학적인 판단을 이용한다. 

신규 적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검토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가. 검토자는 통신이 두꺼운 콘크리트 벽, 고소음, 근로자 보호장비, 전송선 및 채널의 

부족, 다른 전자 장비 및 기기에 의해 방해받지 않음을 확인한다.

나. 무선 통신의 성능이 발전소와 소외 인력에 필요한 통신을 지원하기에 적합한지 확

인한다.

다. 유선통신기의 개수 및 위치가 발전소와 소외 인력과 통신을 지원하기에 적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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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

라. 고소음 환경에 있는 인원에게 통신계통을 이용하여 경고하는 방법이 적합하지 확

인한다.

마. 특정 설계기준사건(예를 들어 자연현상, 폭력적인 외부공격)의 결과를 완화하기 위

해 요구되는 계통 기기가 요구되는 통신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까지 

설계기준사건의 영향(예를 들어, 화제진압활동, 소외전원상실)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인지 확인한다.

바. 화재 및 사고조건을 포함한 각종 운전조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최대 발전소 잡음

수준을 모의한 조건하에서 계통의 능력을 입증하는 기능시험이 계획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사. 소외 기기를 포함하여 통신기기가 일차 전원의 상실시에도 운전가능하게 유지되는

지 확인한다. 그리고 고정식 기기를 위한 이차 전원공급기가 필수지역에 위치하는

지 확인한다.

아. 통신 계통과 기기가 요구되는 기능을 유지하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도록 제품의  

적용성, 적합성 및 충분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가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통신계통

은 일반적으로 상용기기이다. 그러므로 통신 기기는 기기의 안전기능 수행에 적합

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비안전계통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EPRI NP-5652 "Guideline 

for the Utilization of Commercial-Grade Items in Nuclear Safety-Related 

Applications"가 통신계통 기기의 검증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컴퓨터 

기반의 기기가 포함되는 경우, 지침 EPRI TR-106439, "Guideline on Evaluation 

and Acceptance of Commercial Grade Digital Equipment for Nuclear Safety 

Applications"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 통신 기기가 발전소의 EMI 및 RFI 환경에 적합한지 그리고 무선통신계통과 다른 

발전소 기기간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가 이루어지는 가를 확인한다. 

Regulatory Guide 1.180, "Guidelines for Evaluating EMI and RFI in Safety- 

Related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는 안전에 중요한 계측 및 제어계통 

부품에 대한 EMI, RFI 및 써지의 영향을 다루기 위한 전자기 환경 운전 영역, 설

계, 설치 및 시험 방법을 명시한다. 비록 비안전계통은 RG 1.180이 다루지 않지만, 

이들 계통으로부터의 EMI/RFI 통제는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이 원자력발전소 환경

에서 지속적으로 적합하게 동작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차. 보호장비를 갖춘 작업자와의 통신이 가능한 특수 통신장비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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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검토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통신계통은 발전소 내․외부의 모든 통신용 기기를 포함하였다.  발전소 통신계통  

의 검토범위는 소외 통신장비로 직원에게 통보하여 대피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

는 지와 소내 통신장비가 비상시에 적합한 지의 확인을 포함하였다.

   검토자는 통신계통의 설계가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리며 이러한 결론은 다음에 근

거한다. 설계,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 등이 관련 허용기준 및 산업기술기준을 준수하였

고, 통신계통이 모든 불시 및 인위적 사고 기간에 최대 발생 가능한 잡음수준하에서 

모든 필수지역내의 발전소 요원간에 원활한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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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PRI TR-106439, "Guideline on Evaluation and Acceptance of Commercial Grade 

Digital Equipment for Nuclear Safety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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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Regulatory Guide 1.180, "Guidelines for Evaluating EMI and RFI in Safety- 

Related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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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5.3절  조명계통

 주관부서 :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단계에서 정상 및 비상 조명계통 

혹은 검토와 관련된 참조 정보를 포함한 보조 조명계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들

을 검토한다.

 1. 발전소의 모든 운전 상태에서 적절한 조명을 제공하는 정상조명계통의 능력

 2. 화재, 과도 및 사고 상태를 포함한 모든 운전기간에 적절한 조명을 제공하는 비상

조명계통의 능력

 3. 비상조명계통에 대한 모든 교류전력 상실(즉, 발전소 정전사고 동안)의 영향

 4. 정상 및 비상 조명계통의 고장 분석

검토연계분야

   이 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심사지침 9.5.1절의 주관검토부서는 화재방호에 관한 조명요건을 조정 및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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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전심사지침 13.6절의 주관검토부서는 보안과 물리적 방호에 관한 조명계통 및 

그에 대한 전력공급의 적합성을 조정 및 검토한다.

 3. 안전심사지침 18장의 주관검토부서는 NUREG-0700의 기준 평가를 포함한 신뢰성 

있는 인적행위를 지원하는 효과성 관점에서 주제어실 조명계통 및 기기의 적합성

을 검토한다.

   상세한 허용기준과 검토절차는 상기 안전성심사지침서의 참조 절에 포함되어 있다.

Ⅱ.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아래의 규제관련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1. 정상, 비상 혹은 보조 조명계통에 직접 적용되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다른 규제요건은 없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이 절에 기술된 검토사항에 대해 상기 규제관련 요건들을 만족하기 위한 상세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

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

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

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SAR)에 기술된 정상 및 비상 조명계통의 설계가 이전

에 검토되어 만족한 운전경험을 갖는 발전소의 정상 및 비상 조명계통의 설계와 

어느 정도 유사한가에 근거를 두고 그 적합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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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상조명계통에 관한 전반적인 설계가 소외전원으로부터 수전하여 발전소 정상운

전 동안 기기의 제어 및 정비와 발전소 접근 통로 등의 모든 지역에 적절한 현장

조명을 제공한다면 정상조명계통은 적합하다.

 3. 비상조명계통에 관한 전반적인 설계가 소방, 발전소의 모든 운전조건에서 발전소 

안전정지를 위해 사용되는 기기의 제어 및 정비와 그런 지역으로의 접근 통로에서 

요구되는 모든 지역에 적절한 비상조명을 제공한다면 비상조명계통은 적합하다.

 4. 조명계통의 설계가 산업시설의 조명계통 설계 및 조도와 관련한 북미조명공학협회

(IESNA)의 핸드북을 참조한 NUREG-0700의 조도준위 권고사항을 따르면 조명계통

의 설계는 적합하다.

Ⅲ.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에 기술된 절차에서 특정한 경우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한다.

   이 검토절차는 상기 Ⅱ.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 허용기준과 다른 경우 

검토자는 사업자가 제안한 대체방안이 상기 Ⅱ.절, 허용기준의 규제관련 요건들을 어

떻게 만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정상 및 비상 조명계통의 설계와 고장분석내용을 평가

하고 발전소 모든 지역 및 접근 통로에 설치된 조명이 적절한가를 판단한다. 이전

에 승인된 발전소의 조명기구 및 계통과의 비교를 통해, 상기 허용기준을 이용한 

공학적 평가가 그 적합성을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한다.

Ⅳ. 평가결과

   검토자는 사업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출하였는가와 그 검토 및 계산 결과 안전성평

가보고서(SER)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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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론에 대한 기준을 기술한다.

정상 및 비상 조명계통은 발전소 정상 및 비상 운전조건에서 적절한 조명을 제공

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기를 포함하고 있다. 발전소 조명계통의 검토 범위는 조명

계통 설계의 평가, 정상 및 비상 전원의 적합성, 그리고 화재, 과도상태 및 사고 

동안 적절한 조명의 확인을 포함하였다.

정상 및 비상 조명계통의 허용기준은 설계,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 등이 관련 규제

입장 및 산업기술표준에 적합하고, 비상조명계통이 모든 사고 혹은 과도상태 기간

에 소내 전원으로부터 수전하여 모든 필수지역과 그 지역의 통로까지 적절한 현장

조명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검토자는 조명계통의 설계가 적절한 규제입장 및 산업기술표준에 따라 이루어졌으

므로 타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V. 참고문헌

 1. NUREG-0700, "Human-System Interface Design Review Guidelines," Rev. 2, May, 

2002.

 2. Standard Review Plan Section 8.2, "Offsite Power System.”

 3.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of North America Lighting 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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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5.4절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발전소는 안전관련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기위해 충분한 용량의 소내 비상전

원을 다중성 개념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거의 모든 경우에 소내 비상전원은 디

젤엔진구동 발전기세트를 포함한다. 안전심사지침 9.5.4～9.5.8절은 비상디젤엔진의 각

종 필수요소들에 대한 검토방법 및 허용기준 등을 기술한다. 본 안전심사지침 9.5.4절

은 비상디젤엔진 하우징(housing)까지의 연료유계통에 대해 기술한다. 세부 검토분야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에 대한 검토는 엔진 경계 연결부분까지의 모든 배관, 연

료저장탱크, 연료이송펌프, 일일탱크 및 연료저장탱크 건물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과 제24조의 요건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토에는 소내에 저장되는 연료의 품질과 용량, 소외로부터의 추가적

인 연료의 이용성 및 공급 등이 포함된다.

각 세부 검토분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비상디젤엔진은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연료유계통을 보유한다.

 2. 계통이 허용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된다.

 3. 계통은 안전성 부분과 비안전성 부분의 경계영역을 갖고 있다. 

 4. 계통중에 안전성에 중요한 부분은 내진범주Ⅰ 구조물 안에 위치한다. 

 5. 비내진범주 계통·기기·구조물의 고장이 계통의 안전기능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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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

 6. 계통의 단일능동고장시 한 대 이상의 비상디젤발전기 기능상실이 발생되지 않는다.

 7. 과도한 누설에 대한 격리장치를 포함하여 연료유계통의 기능 감시 및 제어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8. 소외전원상실 및 설계기준사고에 따른 공학적 안전설비 부하요건을 만족할 수 있

도록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에 최소한 7일간 공급을 할 수 있는 연료가 소내에 확

보된다.

 9.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 계통은 설계기준사고시에 무정전(uninterrupted) 비상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연료저장탱크에 연료를 이송 및 재충전하는 수단을 포함하여 충

분하고 적합한 연료원(source)의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10. 계통의 계측 및 제어 장치는 비상조건하에서 엔진 보호 연동신호에 의한 엔진 정

지가 발생하면 안 된다.

11. 저장된 연료유가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경보장치가 있어야 하고, 연료유

의 열화가 엔진성능을 저해하지 않음을 주기적인 시험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12. 계통의 검사, 세정, 정비 및 보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요구될 경우, 건설재료가 운전조건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2. 비정상 고수위(가능최대홍수(PMF)) 동안 기능 수행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장 검

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3. 기기의 내진 및 품질등급분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 및 3.2.2절 검토주관부서

가 수행한다. 

 4. 안전정지지진(SSE), 가능최대홍수(PMF), 강풍 비산물 등의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디

기 위해 계통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능력을 확립하는 데 사용되는 설계해석, 절차, 

기준 등의 적절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3.1, 3.3.2, 3.5.3, 3.7.1～3.7.4, 3.8.4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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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5. 홍수에 대한 방호가 요구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4.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6. 내부 비산물에 대한 방호가 요구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 검토주관부

서가 수행한다.

 7. 강풍 비산물에 대한 방호가 요구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2절 검토주관부서

가 수행한다. 

 8. 격납건물외부의 고․중에너지 배관계통을 포함한 유체계통의 가상 배관 파손 방호를 

위한 발전소 설계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9.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이 해당코드나 기준에 따라 설계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1～3.9.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0. 모든 필수 계측제어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을 결정하기 위한 계측제어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1. 연동장치를 포함한 계통의 신뢰성 있는 운전에 필요한 모든 전기기기의 설계, 설

치, 검사 및 시험의 적절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8.3.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2. 화재방호 요건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3. 시운전 시험의 적절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4.0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4. 운영기술지침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5. 품질보증계획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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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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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

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動的)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의 파단(破斷)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련된 동적 영향은 설계기준

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 2이상의 원자로

시설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서는 아니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 축전지설비를 

포함하는 발전소내 전력공급원 및 발전소내 배전계통은 단일고장사건 발생시에도 그

들의 고유한 안전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독립성·다중성 및 시험성을 가져야 한다.



제9.5.4절                                                     개정 4 - 2014. 12- 5 -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에 따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연료유계통의 안전

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적용된다. 안전기능 수행능력의 상실없이 지진

에 견뎌야 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에 제

시되어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대한 연료유계통의 

적절성은 이 안전심사지침 I장에서 언급된 다른 안전심사지침의 절에서도 검토된

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에 따라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動的)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해야하며, 연료유계통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적용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15조에 대한 연료유계통의 적절성은 이 안전심사지침 I장에서 언급된 

다른 안전심사지침의 절에서도 검토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에 따라 2이상의 원자로시설

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서는 아니되며 각각의 

발전소가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를 보유하고 또한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는 각각

의 독립된 연료유계통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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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와 관련하여 연료유계통은 독립성 

및 다중성 기준과 다음의 지침 및 규정 등을 만족해야 한다. 

가. RG 1.137의 C1과 C2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료유계통 설계, 연료

의 품질 및 시험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재료, 물리적 배치와 같은 연료유

계통의 설계기준과 적용 가능한 코드 및 규정에 관한 내용은 규제입장 C1에 

언급되어 있다. 물리적 배치는 가동중 검사 및 시험을 위해 KEPIC-MI, "원전가

동중 검사"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연료유 품질에 관한 내용은 규제입장 C2

에 언급되어 있다. 연료저장탱크의 연료유 또는 새로 공급되는 연료유는 ASTM 

또는 디젤발전기 제작자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시험수행에 의해 연료품질이 

결정되고 그 것이 상기 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신연료를 충유하기 전에 비중시험, 수분함유량시험 및 점도시험이 수행되

어야 하고 시험 요건에 만족하지 않는 연료는 저장탱크에 충유될 수 없다. 

나. NUREG/CR-0660, "소내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 향상" 

다. 각각의 디젤엔진은 독립된 연료유계통을 가져야 한다.

라. ANSI/ANS 59.51의 기술내용과 같이 설계기준사고 및 소외전원상실 이후 7일 

혹은 외부로부터 연료를 보충하는데 요구되는 기간 중 보다 긴 기간 동안 비

상디젤발전기를 운전하기에 충분한 연료를 저장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 설명 및 관련도면에 무정전 운전에 

필요한 연료유위, 온도 및 압력 표시, 제어 및 감시하는 수단 등 모든 운전형태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검토자는 계통이 지진 사고, 기타 설계기준사고, 자연현상, 내부 및 외부 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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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영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내부 비산물의 효과에는 

시설내에 위치한 기기의 상대적 위치 및 방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단일능동고장에 의해 허용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배관 

및 배관간 상호연결부에 대해 검토한다. 관련 도면을 검토하여 기기의 주변에 검

사, 세정, 보수 및 수리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한다.

 4. 검토자는 본 안전심사지침 I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내진설계 근거, 품질등급 및 

내진범주 분류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필수 부분과 비필수 부분으로 구분하는 격리

밸브를 포함해서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 필수 부분이 품질그룹 C, 내진범주 I로 

분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기계적 특성 및 성능을 기술하는 

기기/계통 설명부분은 상기 내진등급 및 품질그룹 분류가 포함되어 있고 P&ID가 

계통들의 바뀌는 지점, 계통기기 상호 연결부분 등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5. 검토자는 운전원 실수 또는 자연현상에 의해 연료저장탱크의 하부에 침전물의 난

류가 일어나는 것과 연료 충유시 계통으로 유해한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

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한다.

 6.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설명된 정보 및 도면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검토된다.

 가. 각 저장탱크는 외부 주입 및 배기 배관이 설치되며, 차량, 강풍, 강풍 비산물 

및 홍수 등에 의한 손상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저장탱크가 위치하고 있으며 

보호된다. 주입 및 배기 지점이 가능최대홍수(PMF)보다 높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각 탱크내에는 유위측정을 위한 계기연결부가 설치된다. 

 나. 각 다중 디젤발전기 계통에 대한 최소 소내 연료재고량이 설계기준사고 및 소

외전원상실후 7일간 또는 ANSI/ANS-59.51에 기술된 것처럼 7일 보다 긴 기간

동안 디젤발전기가 공학적 안전설비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기에 충분하다.

 다. 각 비상디젤발전기의 일일 탱크가 엔진구동 연료펌프에 약간의 정압(positive 

pressure)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된다. 이러한 요건이 제작자 권고사항

과 상반되는 경우엔 그 타당성과 계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안전성분석보고

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추가로 위에서 기술한 곳 이외의 일일탱크의 위치에 대

해서는 디젤발전기가 자동으로 기동하여 허용한계 및 허용시간내에 필요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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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파수를 얻을 수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승압 펌프(booster pump)가 요

구되면 신뢰할 수 있는 전원을 공급받아야 하며 엔진이 기동신호를 받으면 운

전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엔진 기동중에 운전되어야 하며 또는 계통유압이 

엔진구동 연료펌프에 의해 설정될 때까지 운전되어야 한다.

 라. 일일 또는 종합탱크(day or integral tank)의 재고량 과다방지를 위한 배출배관

이 이송펌프에 의해 과다한 연료를 연료저장 탱크로 되돌리도록 설치된다.

 마. 운전원이 일일 또는 종합탱크내의 연료가 완전히 소모되기 전에(전출력운전 가정) 

미미한 수리 및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유위 경보가 제공된다.

 바. 각 비상디젤발전기기의 일일 또는 종합탱크, 저장탱크에 축적되는 물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가 포함된다.

 7. 검토자는 일단 연료탱크가 연료로 채워졌을 때 발화원을 배제할 수 있게 적절한 

주의조치가 취해지는지를 확인하고 잠재적인 화재, 폭발의 원인 및 그 진행을 최

소화하기 위해 다중 기기들간 격리실 같은 보호수단이 사용되는지를 확인한다.

 8. 검토자는 계통주위에 위치한 비내진범주 계통 또는 구조물의 파손시에 디젤엔진 

계통의 기능이 요구하는 바대로 유지될 것인지를 확인한다. 발전소내 부지특성과 

일반적인 배치 도면을 기술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해당부분의 참고문헌들이 이러

한 검토에 필요할 것이다. 계통 및 구조물의 위치, 설계자료로부터 얻어진 보호수

단과 같이 그러한 파손시 계통이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검토에는 

발전소 배치상태가 고려되어진다.

 9. 디젤엔진 연료유계통은 고․중 에너지 배관파손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설치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된다. 연료계통 가까이에 어떠한 고․중 에너지 배관계통

도 위치하지 않으며, 파손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 배치

도면을 검토한다. 동 보호수단은 안전성분석보고서 3.6절에서 기술되며 검토절차는 

관련 안전심사지침 해당 절에 기술되어 있다.

10. 최소 계통요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단일기기 고장을 가정하여 설계기준사고시에도 

만족됨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계통설명, 도면, 고장형태 및 영향분

석(FMEA) 결과 등을 검토한다. 각 경우에 최소 계통요건이 만족되면 설계는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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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IV. 검토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은 연료저장탱크, 연료 주입관, 배기관, 스틱게이지-배수관

(stick gauge drain line), 과유량 회수관(overflow return line), 연료이송펌프, 스트레이

너(strainer), 여과기, 밸브, 일일 탱크, 그리고 연결부에서 엔진 경계부까지의 모든 기

기 및 배관을 포함하고 있다. 신청된 발전소의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 검토에는 운

전에 필요한 계통 및 보조계통의 도면, P&ID, 계통설명 등을 포함한다. 원자로 안전정

지 및 사고완화에 필요한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의 필수부분은 내진범주 I 및 품질

그룹 C로 설계된다.

   본 검토에서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의 적절성에 대한 근거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과 제24조에서 기술하는 규정에 계통의 

설계기준 및 근거의 부합여부이다. 신청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기타 제출자료

의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1. 신청자는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과 그 구조물이 지진, 강풍, 홍수 등의 자연현상

의 영향에 견딜 수 있는 능력 관점에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요건을 만족 시키고, 내부 및 외부 비산물, 배

관 휩, 배관파단관련 제트충격력 효과에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관점에서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

을 만족시킨다.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은 지하매설 연료저장 탱크 및 관련기기, 

배관을 제외하고 강풍, 강풍 비산물, 터빈 비산물, 홍수 등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내진범주 I 구조물 내에 위치시킨다. 지하매설 부위도 강풍, 강풍 및 터

빈 비산물, 홍수 등으로부터 보호된다. 이는 RG 1.115의 규정 C.1 및 RG 1.117 부

록의 13항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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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자는 안전에 중요한 공유계통 및 기기의 요구되는 안전기능 수행여부와 관련

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요건을 만족

한다. 신청된 발전소의 각 호기는 각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이 디젤발전기사이

에 공유되지 않는 자체 비상디젤발전기를 갖추고 있다.

 3. 신청자는 연료유계통의 독립성 및 다중성 요건에 대한 만족여부와 관련하여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요건을 만족시킨다. 각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은 다중 디젤 발전기의 역할을 하는 다른 계통과 독립적

이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 중 어느 하나의 단일고

장은 오직 해당 디젤발전기에만 영향을 끼칠 것이다. 신청자는 NUREG/CR-0660(소

내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 향상)도 만족시킨다. 

   검토자는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이 적용되는 모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언급된 RG의 규정, NUREG/CR-0660 그리고 관련 산업기술기준을 따르고 

있으므로 적절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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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5.5절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은 발전소 비상디젤엔진에 냉각수를 공급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31조와 제41조를 만족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된다. 

   검토대상으로는 비상디젤엔진의 적절한 운전에 필수적인 부품으로부터 열을 받아

들이는 부분과 디젤엔진 격실(compartment)내에 위치하는 계통부분 그리고 열을 열제

거원으로 전달하는 계통의 추가적인 부분을 포함한다. 

   본 계통의 구성은 모든 밸브, 열교환기, 펌프 그리고 엔진 연결부분까지의 배관을 

포함한다.

각 세부 검토분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비상디젤엔진은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냉각수계통을 보유한다.

 2. 계통이 허용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된다.

 3. 계통은 안전성 부분과 비안전성 부분의 경계영역을 갖고 있다. 

 4. 비내진범주 계통·기기·구조물의 고장이 계통의 안전기능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

아야 한다. 

 5. 계통중에 안전성에 중요한 부분은 내진범주Ⅰ 구조물 안에 위치한다.

 6. 계통의 단일능동고장시 한 대 이상의 비상디젤발전기 기능상실이 발생되지 않는다.

 7. 계통의 계측 및 제어 장치는 비상조건하에서 엔진 보호 연동신호에 의한 엔진 정

지가 발생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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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과도한 누설에 대한 격리장치를 포함하여 냉각수계통의 기능 감시 및 제어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9. 계통의 검사, 세정, 정비 및 보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10. 설계시 냉각성능이나 부식방지제 또는 부동액의 친화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기

적 부식과 유기체오염(organic fouling)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11. 열악한 운전 조건하에 제작자가 권고한 온도차에 따른 냉각 성능에 관한 내용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12. 열악한 환경조건, 비정상 운전 요건, 사고조건 및 소외전원상실에 대한 계통의 성

능 특성과 이에 따른 영향이 확인되어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요구될 경우, 건설재료가 운전조건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2. 비정상 고수위(가능최대홍수(PMF)) 동안 기능 수행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장 검

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3. 기기의 내진 및 품질등급분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 및 3.2.2절 검토주관부서

가 수행한다.

 4. 안전정지지진(SSE), 가능최대홍수(PMF), 강풍 비산물 등의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디

기 위해 계통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능력을 확립하는 데 사용되는 설계해석, 절차, 

기준 등의 적절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3.1, 3.3.2, 3.5.3, 3.7.1～3.7.4, 3.8.4 및 

3.8.5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5. 홍수에 대한 방호가 요구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4.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6. 내부 비산물에 대한 방호가 요구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 검토주관부



제9.5.5절                                                     개정 4 - 2014. 12- 3 -

서가 수행한다.

 7. 강풍 비산물에 대한 방호가 요구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2절 검토주관부서

가 수행한다.

 8. 격납건물외부의 고․중에너지 배관계통을 포함한 유체계통의 가상 배관 파손 방호를 

위한 발전소 설계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9.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이 해당코드나 기준에 따라 설계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1～3.9.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0. 모든 필수 계측제어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을 결정하기 위한 계측제어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1. 연동장치를 포함한 계통의 신뢰성 있는 운전에 필요한 모든 전기기기의 설계, 설

치, 검사 및 시험의 적절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8.3.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2. 안전심사지침 9.2.1절 검토주관부서는 소내 용수로 냉각되는 안전관련 열교환기의 

열전달능력을 감시하는 시험 검토와 만일 시험결과 소내용수계통의 유지보수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열전달능력에 있다면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과 같이 폐

쇄된 냉각 계통을 안전심시지침 9.2.1에 의한 소내용수계통 시험 및 정비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13. 화재방호 요건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4. 시운전 시험의 적절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4.0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5. 운영기술지침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6. 품질보증계획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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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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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

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動的)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의 파단(破斷)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련된 동적 영향은 설계기준

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 2이상의 원자로

시설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서는 아니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 축전지설비를 

포함하는 발전소내 전력공급원 및 발전소내 배전계통은 단일고장사건 발생시에도 그

들의 고유한 안전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독립성·다중성 및 시험성을 가져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 최종 열제거

설비는 단일전력·단일고장 가정하에서도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중성·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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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및 격리능력 등의 안전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 원

자로시설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구조적 건전성·누설밀봉·기능수행 

능력 및 작동성을 수명기간 동안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따른 시험·감

시·검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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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에 따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냉각수계통의 안전

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적용된다. 안전기능 수행능력의 상실없이 지진

에 견뎌야 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에 제시

되어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대한 냉각수계통의 

적절성은 이 안전심사지침 I장에서 언급된 다른 안전심사지침의 절에서도 검토된

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에 따라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動的)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해야 하며, 냉각수계통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적용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15조에 대한 냉각수계통의 적절성은 이 안전심사지침 I장에서 언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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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안전심사지침의 절에서도 검토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에 따라 2이상의 원자로시설

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서는 아니되며 각각의 

발전소가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를 보유하고 또한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는 각각

의 독립된 냉각수계통을 가져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와 관련하여 냉각수계통은 독립성 

및 다중성 기준과 다음의 지침 및 규정 등을 만족해야 한다. 

 가.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는 분리되고 독립적인 냉각수계통을 가져야 한다.

 나. NUREG/CR-0660  "소내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 향상"에 제시된 권고사항이 이

행되어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와 관련하여 냉각수계통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과도 또는 사고조건에서 계통 및 기기로부터 열제거원으로 열전달을 할 수 있

어야 한다. 

    나. 단일능동기기고장 가정하고 사고조건하에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의 다중

성이 확보되거나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는 분리되고 독립적인 냉각계통을 가

져야 한다.

    다. 계통의 안전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계통의 기기 또는 배관을 격리

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와 관련하여 계통의 안전관련 기기

의 가동중검사를 허용하기 위한 설계가 요구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와 관련하여 구조 건전성과 누설 밀

봉, 능동기기(active components)의 운전성 및 성능, 사고시에 계통이 의도하는 대

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안전관련 계통이나 부품의 기

능시험을 가능하게 하는 설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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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의 설명 및 관련 도표에 계통

운전, 기기에 의해 요구되는 개별 및 전체 열제거율, 설계 열제거율 능력에서의 여

유가 명확히 서술되었는지 검토한다.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검토자는 본 안전심사지침 I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내진설계 근거, 품질등급 

및 내진범주 분류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필수 부분과 비필수 부분을 구분하는 

격리밸브를 포함하여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의 필수 부분이 품질그룹 C, 내

진범주 I로 분류되는지를 확인한다.

    기계적 특성 및 성능을 나타내는 안전성분석보고서내의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설명이 상기 품질등급 및 내진범주 분류를 포함하고 P&ID가 계통이나 계통 

기기의 연결부에서의 변화점을 표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한다.

나. 배관 및 계기도면(P&ID)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계통(subsystem)사이의 배관연

결부의 파손이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 전체의 기능저하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FMEA) 결과를 검토한다.

다. 계통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기 검사가 실시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라.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의 성능 및 수질 화학은 엔진 제작자의 권고사항을 

따라야 한다.

마. 엔진의 “초기건조” 시동 신뢰도는 엔진이 대기상태에 있는 동안 가열된 물

을 순환시키는 독립적인 루프를 공급함으로써 증가된다.

바. 3방향 바이패스형 온도제어 밸브가 자켓수 냉각기 또는 라디에이터를 통하는 

유량을 조절하여 제작자가 명시한대로 적절한 냉각수 온도가 유지되도록 엔진

입구에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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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온도감지기가 냉각수 온도가 제작자가 권고한 제한치를 초과할 경우에 운전원 

경고용으로 설치된다. 검토자는 본 안전심사지침의 I항에 나타난 것과 같이 계

통의 보호연동에 대해 검토를 한다. 

아. 7일간의 엔진 운전기간중에 예상되는 냉각수 손실을 가정할 때 재충수없이 계

통의 수위와 펌프 유효흡입수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체적이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2. 검토자는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의 모든 공간이 물로 채워짐을 보증하기 위해 

배기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상기 요건을 만족시키는 계통설계가 안전성분석보고

서에 기술되어 있다면 적절하다.

 3. 검토자는 계통의 기능이 열악한 환경현상이나 소외전원상실시에도 유지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기술적인 판단과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가. 내진범주 I 요건으로 설계되지 않고 계통 필수부분에 인접한 다른 계통 및 계

통의 비필수부분의 파손 또는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 필수부분에 설치 또는 

지원하거나 인접된 비내진범주 구조물의 파손으로 계통의 필수적인 기능이 상

실되지 않아야 한다. 

     부지 특성 및 일반 배치도면을 설명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참고문헌이 구조

물과 계통의 내진설계 등급을 나타내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표와 함께 필요할 

것이다. 상기 조건이 만족된다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서술내용은 허용될 수 있다.

 나. 계통의 필수부분이 홍수, 태풍, 강풍, 내부 또는 외부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홍수 보호 및 비산물 방호기준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3장에 

대한 안전심사지침 3장 관련 절에서 상세히 토의되고 검토된다. 계통이 강풍 

비산물 또는 홍수로부터 보호되는 내진범주 I 구조물에 위치하고 있거나 계통

기기가 홍수나 비산물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개별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서술내용은 허용될 수 있다.

 4. 검토자는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 부근에 고․중 에너지 배관계통이 없으며 비상디

젤엔진 냉각수계통이 이러한 계통의 가상파단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됨을 확인한다. 

그러한 보호 수단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3장에서 서술되며 제시한 정보의 검토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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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관련 지침에 제시된다.

 5. 기술된 정보, P&ID, 소내 비상전원공급도면, 계통 해석자료는 동시에 일어나는 단

일 능동기기고장을 가정하고도 설계기준사고시에 계통의 필수부분이 제기능을 하

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계통의 요구부분이 제기능을 

함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의 결과를 

검토한다.

 6. 디젤엔진의 성능요건은 소내전원 능력을 보증하기 위해 운전되는 다른 계통과 디

젤에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검토된다.

 7. 검토자는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과 디젤 발전기가 전출력보다 낮게 운전될 때에 

성능이나 신뢰도의 저하없이 연장된 기간동안 운전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엔진이 

연속 무부하 운전 8시간후 1시간 동안 또는 제작자가 권고하는 시간동안 적어도 

전부하의 25%로 운전되는 절차 또는 제작자의 권고사항에 명시된 대로 절차가 수

립된다는 기술내용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IV. 검토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은 냉각수 배관이 엔진 경계부에 연결되는 위치까지의 모

든 배관, 밸브, 열교환기, 펌프를 포함한다. 신청된 발전소의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

의 검토범위는 배치도면, 계통흐름도 도면, 배관 및 계기도면, 계통과 그 운전에 필수

적인 보조지원계통의 설명을 포함한다. 사고의 결과를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비상디젤

엔진 냉각수계통의 필수부분은 내진범주 I과 품질그룹 C로 설계된다. 

   검토시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의 허용기준은 설계사항, 설계기준과 근거가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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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31조와 제41조

에서 수립된 규정과의 부합여부이다. 신청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 운영기술지

침서, 품질보증계획서 및 기타 제출자료의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1. 신청자는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이 위치한 구조물과 계통이 지진, 강풍,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을 만족 시키며, 내부 

또는 외부 비산물과 배관 휩, 배관파손에 따른 배관 충격력의 영향을 견딜 수 있

는 능력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설비의 공유

"를 만족 시킨다.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은 강풍과 강풍 비산물, 터빈 비산물, 

홍수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내진범주 I 구조물에 설치된다. 이것은 RG 

1.115 규정 C.1과 RG 1.117 부록의 13항을 만족한다. 

 2. 신청자는 안전에 중요한 공유계통, 부품이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의 요건을 만족 시킨다. 발전소의 각 호기는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

통이 비상디젤발전기사이에 공유되지 않는 자체 비상디젤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3. 신청자는 냉각수계통의 독립성 및 다중성 요건에 대한 만족여부와 관련하여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와 제31조의 다음 사항에 대해 만족 시

킨다.  

가. 과도조건이나 사고조건에서 계통과 기기로부터의 열을 열제거원으로 전달하

는 능력

나. 사고상태에서 단일 능동기기고장 가정하에서 안전기능 수행을 위한 계통의 

다중성

다. 계통의 안전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계통 또는 배관의 기기를 격

리시키는 기능

각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은 다중 디젤발전기를 지원하는 다른 계통으로부터 독

립적이고 물리적으로 떨어져야 한다.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 중 어느 한 계통에

서의 단일고장은 단지 관련 디젤발전기에만 영향을 미친다. 비상디젤엔진 냉각수

계통은 디젤에서 생성된 열을 열교환기와 용수계통을 거쳐 최종 열제거원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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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다. 신청자는 NUREG/CR-0660,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 향상"의 규정을 만족

시킨다.

 4. 신청자는 계통의 안전관련 기기의 가동중검사를 허용할 수 있는 설계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의 요건을 만족시키며, 구조물 건전

성, 누설견고성, 능동 기기의 운전성과 성능 그리고 사고시 계통이 의도한 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관련 계통이나 기기의 적절한 기능

시험을 가능하게 하는 설계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41조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구조물 건전성과 누설 견고성, 능동 기기의 운전성과 성능, 계통이 의도한 대로 

제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증하기 위해 디젤엔진 냉각수계통은 발전소의 대

기 또는 정상 운전상태동안에 가동중검사와 기능시험을 가능하게 하는 설비를 보

유한다. 

   검토자는 디젤엔진 냉각수계통이 적용되는 모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언급된 RG의 규정, NUREG/CR-0660 그리고 관련 산업기술기준을 따르고 있으므

로 적절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7. Regulatory Guide 1.115, "Protection Against Low Trajectory Turbine Missiles."

 8. Regulatory Guide 1.117, "Tornado Design Classification."

 9. Regulatory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10. NUREG/CR-0660, "Enhancement of Onsite Emergency Diesel Generator Reliability." 

11. Diesel Eng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DEMA) Standard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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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5.6절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에 대한 검토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과 제24조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소외전원상실에 따른 비상디젤

엔진의 신뢰할 수 있는 기동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계통을 포함한다. 본 검토에는 공기

압축기, 공기건조기, 공기저장조, 디젤엔진 축회전(cranking) 장치, 밸브, 엔진 연결부분

까지 배관, 여과기 그리고 관련된 부수적인 계측과 제어계통을 포함한다.

각 세부 검토분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비상디젤엔진은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동계통을 보유한다.

 2. 계통이 허용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된다.

 3. 계통은 안전성 부분과 비안전성 부분의 경계영역을 갖고 있다. 

 4. 비내진범주 계통·기기·구조물의 고장이 계통의 안전기능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

아야 한다. 

 5. 계통중에 안전성에 중요한 부분은 내진범주Ⅰ 구조물 안에 위치한다.

 6. 계통의 단일능동고장시 한 대 이상의 비상디젤발전기 기능상실이 발생되지 않는다.

 7. 계통의 계측 및 제어 장치는 비상조건하에서 엔진 보호 연동신호에 의한 엔진 정

지가 발생하면 안 된다.

 8. 과도한 누설에 대한 격리장치를 포함하여 기동계통의 기능 감시 및 제어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9. 계통의 검사, 세정, 정비 및 보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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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요구될 경우, 건설재료가 운전조건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2. 비정상 고수위(가능최대홍수(PMF)) 동안 기능 수행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장 검

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3. 기기의 내진 및 품질등급분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 및 3.2.2절 검토주관부서

가 수행한다.

 4. 안전정지지진(SSE), 가능최대홍수(PMF), 강풍 비산물 등의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디

기 위해 계통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능력을 확립하는 데 사용되는 설계해석, 절차, 

기준 등의 적절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3.1, 3.3.2, 3.5.3, 3.7.1～3.7.4, 3.8.4 및 

3.8.5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5. 홍수에 대한 방호가 요구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4.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6. 내부 비산물에 대한 방호가 요구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 검토주관부

서가 수행한다.

 7. 강풍 비산물에 대한 방호가 요구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2절 검토주관부서

가 수행한다.

 8. 격납건물외부의 고․중에너지 배관계통을 포함한 유체계통의 가상 배관 파손 방호를 

위한 발전소 설계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9.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이 해당코드나 기준에 따라 설계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1～3.9.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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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든 필수 계측제어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을 결정하기 위한 계측제어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1. 연동장치를 포함한 계통의 신뢰성 있는 운전에 필요한 모든 전기기기의 설계, 설

치, 검사 및 시험의 적절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8.3.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2. 화재방호 요건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3. 사용전 및 시운전 시험의 수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4.0절 검토주관부서가 수

행한다.

14. 운영기술지침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5. 품질보증계획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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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

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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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動的)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의 파단(破斷)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련된 동적 영향은 설계기준

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 2이상의 원자로

시설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서는 아니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 축전지설비를 

포함하는 발전소내 전력공급원 및 발전소내 배전계통은 단일고장사건 발생시에도 그

들의 고유한 안전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독립성·다중성 및 시험성을 가져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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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에 따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기동계통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적용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에 따라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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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動的)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해야하며, 기동계통의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적용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에 따라 2이상의 원자로시설

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서는 아니되며 각각의 

발전소가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를 보유하고 또한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는 각각

의 독립된 기동계통을 가져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와 관련하여 기동계통은 독립성 및 

다중성 기준과 다음의 지침 및 규정 등을 만족해야 한다.

 가. NUREG/CR-0660, "소내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 향상
 나. 비상디젤엔진은 엔진 제작자의 권고사항대로 공기압축기, 공기건조기,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공기저장조, 배관, 주입 배관과 밸브, 엔진을 돌리는 장치 등

으로 구성된 공기 기동계통을 갖추어야 한다.

 다. 최소한 공기기동계통은 공기저장조의 재충전없이 정지중인 디젤엔진을 5번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라. 만약 공기저장조의 압력이 최소한의 허용치 아래로 떨어지면 운전원에게 경

고를 하는 경보장치가 있어야 한다.

 마. 공기저장조 내부나 계통의 다른 주요 부분에 축적된 수분과 이물질의 주기적

인 또는 자동적인 추출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기동공기는 보통 21oC(70 oF) 환경하에서 설치되었을 때 10oC (50 oF)를 넘지 

않는 노점온도까지 건조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가장 낮은 예상대기 온

도보다 적어도 5.5oC(10 oF) 낮도록 기동공기의 노점온도는 제어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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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검토자는 본 안전심사지침 I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내진설계 근거, 품질등급 및 

내진범주 분류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필수 부분과 비필수 부분으로 구분하는 격

리밸브를 포함해서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의 필수 부분이 품질그룹 C와 내진범주 

I로 분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기계적 특성 및 성능을 기술

하는 기기/계통 설명부분은 상기 내진범주 및 품질그룹 분류가 포함되어 있고 

P&ID가 계통들의 바뀌는 지점, 계통기기 상호 연결부분 등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

인하기 위해 검토한다.

  2. 검토자는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에 대한 기술과 P&ID가 명확하게 모든 운전형태

를 나타내고 엔진기동장치에 의해 요구되는 공기저장조 공기압력의 감시, 지시, 

제어수단을 포함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또한 P&ID는 공기저장조가 압력계, 방출

밸브, 배수 밸브, 허용범위 이내로 공기저장조 압력을 유지하는 자동장치 그리고 

적절한 저압력 경보장치를 갖고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검토한다. 

     만약, 주어진 공기 기동계통에 배관연결부가 있다면 배관연결부의 파손이 하나 

이상의 디젤엔진의 기동 실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토

한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기 주변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물 설계도면을 조사한다. 검토자는 공기 기동계통이 본 안전심사지침의 II.4항

에서 제시된 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3. 각 디젤엔진 공기기동계통이 자체의 압축기를 갖고 압축기 성능이 주어진 공기기

동 계통의 공기저장조의 성능에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검토한다.  공기

압축기 용량은 공기기동계통을 30분 이내에 충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커야 한다.

  4. 검토자는 계통이 강풍, 태풍, 홍수 등 열악한 환경 조건하에서도 운전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는 것과 계통이 내부 또는 외부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보호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5. 검토자는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에 가까이 위치한 비내진범주 계통, 구조물 및 

기기의 파손이 계통 운전을 방해하지 않는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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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검토자는 측정장비가 습분 및 기름이나 녹과 같은 오염물질로 인한 공기기동 밸

브 또는 여과기의 오염을 배제하는 조치가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의 설계에 포함

되어 있는지 결정한다. 공기 건조기는 습기 제거를 위해 공기저장조로 연결되는 

부분(upstream)에 설치되어야 한다.

  7. 검토자는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 부근에 고․중 에너지 배관계통이 없으며 이러한 

계통들의 배관파단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됨을 확인한다. 그러한 보호수단은 안전

성분석보고서의 3장에서 기술되며 제시한 정보의 검토절차는 관련 안전심사지침 

항에 제시된다.

  8. 안전성분석보고서 정보, P&ID, 관련 계통도면,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FMEA)은 설

계기준사고시에 단일 능동기기 고장이 동시에 발생함을 가정하고도 계통의 최소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IV. 검토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에는 소외전원상실에 따라 디젤엔진을 기동하는 능력과 가동

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압축기, 공기건조기, 여과기, 밸브와 모든 기기들과 

엔진 연결부분까지의 배관 등이 포함된다. 신청된 발전소의 계통에 대한 검토 범위는 

설계도면, 계통흐름도, P&ID,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과 그의 운전에 필수적인 지원 계

통에 대한 기술사항 등이다. 원자로의 안전정지 또는 사고 결과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의 필수 부분들은 내진범주 I과 품질그룹 C로 설계된다. 

   검토자는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의 설계가 적절하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과 제24조의 요건을 만족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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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론은 다음 사항을 근거로 해야 한다.

  1. 신청자는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이 위치한 구조물과 계통이 지진, 강풍, 태풍, 홍

수와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 기준"을 만족 시키며, 내부 

또는 외부 비산물과 배관 휩, 배관파손에 따른 배관 충격력의 영향을 견딜 수 있

는 능력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

에 관한 설계기준"을 만족시킨다.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은 강풍과 강풍 비산물, 

터빈 비산물, 홍수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내진범주 I 구조물에 설치된

다. 이것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115 규정 C.1과 RG 1.117 부록의 13

항을 만족한다. 

  

  2. 신청자는 안전에 중요한 공유계통, 부품이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발전소의 각 호기는 그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이 비상디

젤발전기사이에 공유되지 않는 자체 비상디젤발전기를 갖추고 있다.

  3. 신청자는 디젤엔진 기동계통의 독립성 및 다중성 요건에 대한 만족여부와 관련하

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요건을 만족

시킨다. 각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은 다중 디젤 발전기의 역할을 하는 다른 계통

과 독립적이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계통 중 어느 하나의 단일고장은 오직 

해당 디젤발전기에만 영향을 끼칠 것이다. 각 기동계통은 공기저장조의 충전없이 

정지된 디젤엔진을 5번 돌릴 수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NUREG/CR-0660, "비상디

젤발전기 신뢰도 향상"의 규정을 만족시킨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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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5. Regulatory Guide 1.115, "Protection Against  Turbine Missiles.

 6. Regulatory Guide 1.117, "Tornado Design Classification."

 7. NUREG/CR-0660, "Enhancement of Onsite Emergency Diesel Generator Reliability." 

 8. Diesel Eng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DEMA) Standard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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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5.7절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은 비상디젤엔진의 기기에 필수적인 윤활을 수행한다. 담당

부서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와 제24조의 요

건에 따르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과 관련된 보조계통을 검토한

다. 검토에는 엔진 경계부까지 계통운전에 필수적인 배관, 펌프, 기기 및 관련 보조장

치를 포함한다.

각 세부 검토분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비상디젤엔진은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윤활계통을 보유한다.

 2. 계통이 허용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된다.

 3. 계통은 안전성 부분과 비안전성 부분의 경계영역을 갖고 있다. 

 4. 비내진범주 계통·기기·구조물의 고장이 계통의 안전기능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

아야 한다. 

 5. 계통중에 안전성에 중요한 부분은 내진범주Ⅰ 구조물 안에 위치한다.

 6. 계통의 단일능동고장시 한 대 이상의 비상디젤발전기 기능상실이 발생되지 않는

다.

 7. 과도한 누설에 대한 격리장치를 포함하여 윤활계통의 기능 감시 및 제어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8. 설계시 윤활유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9. 계통의 계측 및 제어 장치는 비상조건하에서 엔진 보호 연동신호에 의한 엔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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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발생하면 안 된다.

10. 설계시 계통의 열하중을 제거하고 냉각시키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11. 계통의 검사, 세정, 정비 및 보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비정상 고수위(가능최대홍수(PMF)) 동안 기능 수행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장 검

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기기의 내진 및 품질등급분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 및 3.2.2절 검토주관부서

가 수행한다.

 3. 안전정지지진(SSE), 가능최대홍수(PMF), 강풍 비산물 등의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디

기 위해 계통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능력을 확립하는 데 사용되는 설계해석, 절차, 

기준 등의 적절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3.1, 3.3.2, 3.5.3, 3.7.1～3.7.4, 3.8.4 및 

3.8.5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4. 홍수에 대한 방호가 요구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4.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5. 내부 비산물에 대한 방호가 요구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 검토주관부

서가 수행한다.

 6. 강풍 비산물에 대한 방호가 요구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2절 검토주관부서

가 수행한다.

 7. 격납건물외부의 고․중에너지 배관계통을 포함한 유체계통의 가상 배관 파손 방호를 

위한 발전소 설계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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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이 해당코드나 기준에 따라 설계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1～3.9.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9. 모든 필수 계측제어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을 결정하기 위한 계측제어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0. 연동장치를 포함한 계통의 신뢰성 있는 운전에 필요한 모든 전기기기의 설계, 설

치, 검사 및 시험의 적절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8.3.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1. 화재방호 요건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2. 사용전 및 시운전 시험의 수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4.0절 검토주관부서가 수

행한다.

13. 운영기술지침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4. 품질보증계획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5. 요구될 경우, 건설재료가 운전조건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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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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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

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動的)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의 파단(破斷)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련된 동적 영향은 설계기준

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 2이상의 원자로

시설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서는 아니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 축전지설비를 

포함하는 발전소내 전력공급원 및 발전소내 배전계통은 단일고장사건 발생시에도 그

들의 고유한 안전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독립성·다중성 및 시험성을 가져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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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에 따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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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윤활계통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적용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에 따라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動的)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해야하며, 윤활계통의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적용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에 따라 2이상의 원자로시설

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서는 아니되며 각각의 

발전소가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를 보유하고 또한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는 각각

의 독립된 윤활계통을 가져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과 관련하여 윤활계통은 독립성 및 

다중성 기준과 다음의 지침 및 규정 등을 만족해야 한다.

    가. NUREG/CR-0660, "소내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 향상"

    나. 엔진운전시 윤활계통의 운전 압력, 온도차, 유량 및 열제거율은 엔진제작자의 

권고에 따라야 한다.

    다. 엔진운전동안 요구되는 윤활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윤활유 시료분석

과 같은 계통 보호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라. 크랭크케이스의 폭발을 방지하고 그러한 사고의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보호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마. 대기상태에 있을 때 윤활계통의 유로가 항시 예열되고 충분한 윤활유를 유지

하고 있어야 한다.

    바. 엔진기동 직후 엔진구동 윤활유펌프가 신속히 동작할 수 있도록 대기상태에서 

윤활유를 순환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 ANSI/ANS-59-52의 기술내용과 같이 각각의 디젤엔진은 다른 디젤엔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비상디젤발전기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아. ANSI/ANS-59.52의 기술내용과 같이 설계기준사고 및 소외전원상실 이후 7일동

안 비상디젤발전기를 충분히 운전하는데 필요한 윤활유 저장능력을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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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 및 지원계통의 설명 및 관련

도면이 계통의 연속운전에 요구되는 온도, 압력, 연료유 유위를 감시, 지시하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계통운전을 분명하게 기술하였는지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가. 검토자는 본 안전심사지침 I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내진설계 근거, 품질등급 

및 내진범주 분류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의 필수 및 비

필수 부분을 분리하는 격리밸브를 포함하여 필수부분이 품질그룹 C 및 내진범

주 I로 분류되는지 확인한다. 기계 특성 및 성능을 나타내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내의 기기 및 계통설명이 상기 내진 및 품질 분류를 포함하고 P&ID가 계통이

나 계통기기의 연결부에서 변화점을 표시하는지를 확인한다.

   나. 배관 및 계기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배관 연결부의 파손이 윤활유계통 기능

의 저하를 일으키지 않는지 검토한다.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FMEA)의 결과가 

검토에 이용된다.

   다. 기기의 검사를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통 배치도

면을 검토한다.

   라. 대기상태 동안에 크랭크케이스 오일의 온도를 최소치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독

립적인 순환 회로를 가져야 한다.

   마. 계통도면(P&IDs)에는 온도, 압력, 수위 변수에 대해 엔진 제작자가 권고한 범위

를 초과할 때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온도, 압력, 유위 센서가 표시되어야 한다.

   바. 기동전 엔진의 과도한 장기 사전윤활의 결과로 터보차져 하우징(turbocharger 

housing)내의, 엔진 배출관에 윤활유의 누설 및 축적으로 인한 잠재적인 화재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계통이 설계되어야 한다. 엔진의 수동 기동전 사전윤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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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격은 디젤엔진 제작자의 권고사항이 없다면 3분에서 5분으로 제한한다.

    사. 장기간 동안의 대기시에 윤활유계통의 배유되는 경향에 의해 여러 군데의 베

어링 표면 또는 윤활부위(moving parts)에 윤활유의 일시적인 부족현상 즉,  

비상기동시 디젤엔진의 “건조 기동”을 방지하도록 계통이 설계되어야 한다. 

계통은 디젤엔진의 마모부(wearing parts)에 오일막(oil film)을 가능한 한 빨리 

만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베어링 표면의 손상은 엔진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래 사항 중에서 한 

방법이 이용될 수 있으며, 이를 디젤엔진 제작자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1) 전기구동 윤활유 펌프는 신뢰할 수 있는 직류 전원을 공급받으며 엔진구동 

주 윤활펌프(main lube oil pump)와 동시에 운전되도록 설치된다. 전기구동 

주 예윤활펌프(main prelube oil pump)는 엔진 주 윤활유 분배 헤더(main 

lube oil distribution header)에 적정한 윤활유 압력이 만들어 질 때까지 또

는 엔진 크랭크 주기 동안에만 운전되어야 한다.

   2) 연속적으로 운전되는 예윤활(prelube) 계통의 설치는 운전 대기상태에서 모

든 동작부위 및 베어링 표면에 윤활유를 공급한다. 펌프의 고장 또는 낮은 

계통압력시에 운전원에게 적절한 경보를 알려주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간헐적으로(intermediately) 운전되는 사전윤활계통의 설치는 운전대기 상태

에서 모든 동작부위 및 베어링 표면에 윤활유를 공급한다. 이 계통은 동작

부를 사전윤활하기 위해 하루에 최소 5분동안 자동적으로 운전된다. 펌프

기동시 펌프 고장을 운전원에게 경고하기 위해 적절한 경보설비가 갖추어

져야 한다.

    아. 설계는 계통이 요구하는 열제거율과 설계 열제거율 능력 측면에서의 여유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자. 엔진의 배수조(engine sump)와 소내저장 능력을 포함하여 계통이 디젤엔진을 

7일간의 연속적인 정격 출력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체적을 보유하도록 

설계된다.

 2. 검토자는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계통이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확인

하고, 기술적인 판단 그리고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FMEA)의 결과를 통해 다음 사

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 내진범주 I 요건으로 설계되지 않거나 또는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을 보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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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비내진범주 구조물 및 계통의 고장이 동 계통의 제기능 수행을 방해하

지 않는지 확인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2장, 3장에서는 부지특성을 기술하고 일

반구조물 배치 도면 그리고 구조물 및 계통의 내진설계 등급에 대한 도표를 기

술한다. 상기 설계요건에 만족되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은 적절하다.

나. 동 계통의 필수적인 부분은 홍수, 강풍, 태풍 그리고 내부 및 외부 비산물의 영

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3.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은 부근에 고․중 에너지 배관계통이 없으며 이러한 계통들의 

가상 배관파단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됨을 확인한다. 그러한 보호 수단은 안전성분

석보고서의 3장에서 기술되며 제시한 정보의 검토절차는 관련 안전심사지침에 제

시된다.

 4.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설명자료, P&ID, 관련 계통도면 및 계통분석자료는 동 계통의 

필수 부분이 동시에 발생된 단일능동기기 고장을 가정하여도 설계기준사고시에 제

기능을 수행함을 확인하기 위해 검토한다. 검토자는 기기의 작동성을 확인하기 위

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언급된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결과를 검토하며, 계통도면

상의 기기 활용가능성을 조사하며, 그리고 요구되는 짧은 시간에 각각의 악화된 

상황(degraded situation)에 대해서도 최소 계통요건을 만족하는지를 점검한다. 각각

의 경우에 대해 최소 계통요건을 만족하면 설계는 적절하다.

IV. 검토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은 펌프, 열교환기, 밸브, 배관, 보충수 배관(makeup piping) 

및 다른 계통과의 연결부분 또는 경계부분으로 구성된다. 신청된 발전소의 비상디젤엔

진 윤활계통의 검토범위는 배치도면, 계통흐름도, P&ID, 계통 및 그 운전에 필수적인 

보조계통에 대한 기술자료를 포함한다. 원자로의 안전정지에 필요하거나 또는 사고의 

결과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의 필수 부분은 내진범주 I 및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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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C로 설계된다.

   검토자는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의 설계가 적절하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과 제24조의 요건을 만족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러

한 결론은 다음 사항을 근거로 해야 한다.

 1. 신청자는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이 위치한 구조물과 계통이 지진, 강풍, 태풍, 홍수

와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을 만족하며, 내부 또는 외부 

비산물과 배관 휩, 배관파손에 따른 배관 충격력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능력과 관

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등에 관한 설계기준"

을 만족한다.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은 강풍과 강풍 비산물, 터빈 비산물, 홍수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내진범주 I 구조물에 설치된다. 이것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115의 규정 C.1과 RG 1.117 부록 13항을 만족한다.

 2. 신청자는 안전에 중요한 공유계통, 기기가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의 

요건을 만족한다.  발전소의 각 호기는 디젤발전기 사이에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

이 공유되어 있지 않는 자체 비상디젤발전기가 있어야 한다.

 3. 신청자는 윤활계통의 독립성 및 다중성 요건에 대한 만족여부와 관련하여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요건을 만족한다. 각 비

상디젤엔진 윤활계통은 다중 디젤 발전기의 역할을 하는 다른 계통과 독립적이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계통중에서 어느 하나의 단일고장은 오직 해당 디젤발

전기에만 영향을 끼칠 것이다. 각 디젤엔진에 대한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은 초기 

기동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온도에서 윤활유를 유지 및 운전하여 필요한 엔진의 

윤활을 제공한다. 신청자는 NUREG/CR-0660, "소내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 향상"

의 규정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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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5.8절 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은 디젤엔진에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연소공기를 

공급하고 디젤엔진으로부터 대기로 연소생성물을 배출한다. 검토자는 외부 흡입구에서

부터 디젤엔진에 연결된 연소공기 공급배관에 이르는 계통과 디젤엔진의 배기 연결부

위로부터 건물 외부에로의 배기지점까지의 계통을 검토하여 이들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와 제24조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각 세부 검토분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비상디젤엔진은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흡기 및 배기계통을 보유한다.

 2. 계통이 허용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된다.

 3. 계통은 안전성 부분과 비안전성 부분의 경계영역을 갖고 있다. 

 4. 비내진범주 계통·기기·구조물의 고장이 계통의 안전기능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

아야 한다. 

 5. 계통중에 안전성에 중요한 부분은 내진범주Ⅰ 구조물 안에 위치한다.

 6. 계통의 단일능동고장시 한 대 이상의 비상디젤발전기 기능상실이 발생되지 않는다.

 7. 계통의 계측 및 제어 장치는 비상조건하에서 엔진 보호 연동신호에 의한 엔진 정

지가 발생하면 안 된다.

 8. 계통의 검사, 세정, 정비 및 보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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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비정상 고수위(가능최대홍수(PMF)) 동안 기능 수행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장 검

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기기의 내진 및 품질등급분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 및 3.2.2절 검토주관부서

가 수행한다.

 3. 안전정지지진(SSE), 가능최대홍수(PMF), 강풍 비산물 등의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디

기 위해 계통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능력을 확립하는 데 사용되는 설계해석, 절차, 

기준 등의 적절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3.1, 3.3.2, 3.5.3, 3.7.1～3.7.4, 3.8.4 및 

3.8.5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4. 홍수에 대한 방호가 요구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4.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5. 내부 비산물에 대한 방호가 요구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 검토주관부

서가 수행한다.

 6. 강풍 비산물에 대한 방호가 요구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2절 검토주관부서

가 수행한다.

 7. 격납건물외부의 고․중에너지 배관계통을 포함한 유체계통의 가상 배관 파손 방호를 

위한 발전소 설계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8.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이 해당코드나 기준에 따라 설계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1～3.9.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9. 모든 필수 계측제어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을 결정하기 위한 계측제어 검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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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7.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0. 연동장치를 포함한 계통의 신뢰성 있는 운전에 필요한 모든 전기기기의 설계, 설

치, 검사 및 시험의 적절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8.3.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1. 화재방호 요건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2. 사용전 및 시운전 시험의 수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4.0절 검토주관부서가 수

행한다.

13. 운영기술지침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4. 품질보증계획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5. 요구될 경우, 건설재료가 운전조건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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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

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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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動的)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의 파단(破斷)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련된 동적 영향은 설계기준

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 2이상의 원자로

시설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서는 아니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 축전지설비를 

포함하는 발전소내 전력공급원 및 발전소내 배전계통은 단일고장사건 발생시에도 그

들의 고유한 안전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독립성·다중성 및 시험성을 가져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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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에 따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흡기 및 배기계통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적용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에 따라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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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動的)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해야하며, 흡기 및 배기계

통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적용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에 따라 2이상의 원자로시설

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서는 아니되며 각각의 

발전소가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를 보유하고 또한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는 각각

의 독립된 흡기 및 배기계통을 가져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와 관련하여 연료유계통은 독립성 

및 다중성 기준과 다음의 지침 및 규정 등을 만족해야 한다. 

 가. NUREG/CR-0660  "소내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 향상"

    1) 공기흡입구는 지면(ground level) 보다 최소 6m (20 ft) 위에 위치되도록 설계되어

야 하고 엔진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여과되어야 한다.

    2) 흡기계통과 비상디젤발전기 건물 공기조화계통은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

    3) 배기계통 가스는 비상디젤발전기 건물이나 다른 발전소 건물로 인입되지 않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는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흡기 및 배기계통을 가져

야 하며 비상디젤발전기가 계속적으로 정격출력을 내야할 때 어떠한 엔진성능

저하도 발생시키지 않도록 설계되고 물리적인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흡기계통은 비상전원이 요구되는 수명기간 동안 공기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

치를 확보해야 한다. 

 라. 배기가스 및 다른 희석물 때문에 발생하는 디젤엔진 출력 저하를 막기 위한 예

방대책을 확보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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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이 효율이 높은 계통이

며, 그에 대한 기술과 관련 도면이 계통부품 및 계통운전 모드를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검토한다. 

 검토자는 본 안전심사지침 I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내진설계 근거, 품질등급 및 

내진범주 분류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의 필수 부분

이 품질그룹 C와 내진범주 I로 분류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기계 특성 및 성능을 나

타내는 안전성분석보고서내의 기기 및 계통설명이 상기 내진 및 품질등급을 포함

하고 P&ID가 계통이나 계통기기의 연결부에서 변화점을 표시하는지를 확인한다.

 2. 계통기기의 검사를 허용하기 위해 그 계통주위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었는지 확

인하기 위해서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3. 발전소 부지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배출될지도 모르는 배기물질, 소화

약제(fire extinguishing medium), 또는 다른 기체로부터 흡입 공기가 희석되거나 

오염됨으로써 디젤엔진의 정격출력 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기상조건

이나 사고상태의 결과로 엔진을 정지시키지 않도록 흡기 및 배기시설의 위치가 설

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4. 만약 흡기유량 또는 엔진배기가 유량조절장치(louvers나 dampers)의 작동에 좌우되

는 경우, 능동기기에 고장 발생시 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이 제 기능을 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5. 이 계통의 대기상태 또는 운전중에 기상조건(먼지폭풍, 강우, 얼음, 강설)에 노출된 

계통기기를 고장(clogging)으로부터 보호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

고서를 검토한다.

 6. 다른 열악한 자연현상의 발생시, 요구대로 이 계통이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

한다. 검토자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기술적 판단과 고장형태 및 영향분

석(FMEA)의 결과를 사용하여 이 계통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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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진범주 I 요건에 따라 설계되지 않고 비상디젤엔진의 공기흡입 및 배기계통 

계통의 필수부분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계통이나 다른 계통의 고장, 비상디젤엔

진 공기흡입 및 배기계통의 필수부분을 수용하거나 지지 또는 이에 인접한 비

내진범주 구조물 또는 계통의 고장이 계통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는다. 

       부지특성, 일반구조물 배치도면을 기술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관련 절에 대한 

참고문헌 뿐만 아니라 구조물 및 계통의 내진설계 등급를 나타내는 안전성분

석보고서의 도표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상기 조건을 만족하면 안전성분석보

고서의 내용은 적절하다.

   나. 이 계통의 필수부분이 홍수, 태풍, 강풍, 내부 및 외부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3장의 기술내용은 안전심사지침에 따라 홍수로부

터의 방호 및 비산물 방호기준이 상세히 논의되고 검토된다. 이 계통과 구조물

의 위치 및 설계는 제시된 방호의 정도가 적절한지 결정하기 위해 검토된다. 

홍수와 비산물으로부터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개별적인 공간에 계통 기기가 

위치하고 있다는 기술이나 이 계통이 태풍에 의한 비산물 및 홍수로부터 보호

된다는 기술이 있으면 적절하다.

   다. 이 계통의 필수부분이 고․중 에너지 배관의 파손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된다. 고․
중 에너지 배관계통이 이 계통의 필수부분에 인접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 또

는 파손의 영향으로부터의 방호수단이 마련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배

치도면을 검토한다. 그러한 방호수단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3.6절에 기술되며 

이 정보에 대한 검토절차는 해당되는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되어 있다.

 7.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설명자료, P&ID, 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 설계, 계통도

면 및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자료는 동 계통의 필수 부분이 동시에 발생되는 단일

고장을 가정하고 설계기준사고시 제 기능을 수행함을 확인하기 위해 검토한다. 검

토자는 기기 고장의 원인을 검토하고, 다중 기기의 활용성에 대해 도면을 통해 확

인한다. 그리고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계통 성능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는지를 점검한다. 

 8. 비상전원이 요구되는 전체시간 동안 공기중 미립자들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젤발전기 연소용 흡기설계에 대한 내용들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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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또한 다음 내용도 확인한다. 

 가. 흡기입구의 밑바닥이 지면(ground level) 보다 최소 6m (20 ft)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흡기설계를 검토한다.

 나. 특히 여러 호기가 있는 발전소에서 1개 호기가 운전중이고 다른 호기가 건설 

중에 있을 때(먼지가 비정상적으로 발생함) 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

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환기계

통을 통하여 들어가는 디젤발전기실의 먼지제어는 안전심사지침 9.4.5절의 검

토책임의 일부로서 검토자에 의해 확인된다. 안전심사지침 8.3.1절에서 디젤발

전기를 기동하는 것과 관련되는 전기계통(예를 들면, 개별설치나 패널에 설치

된 보조계전기 접점(auxiliary relay contacts), 제어개폐기(control switches) 등)

이 먼지의 축적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다는 것과 디젤발전기실에 유입되는 다른 

물질들 및 콘크리트마루, 벽에서 생성되는 먼지로부터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IV. 검토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비상디젤발전기 흡입 및 배기계통은 연소용 공기흡입구에서 엔진 경계부 사이의 

연결부에 이르는 공기흡입계통 전 부품 및 배관을 포함하며 또 그 연결부위로부터 대

기로 배기하는 지점에 이르는 배기계통의 모든 기기 및 배관들을 포함한다.

 신청된 발전소의 비상디젤엔진 공기흡입 및 배기계통의 검토범위는 설계도면, 배관 

및 계기도면, 그리고 디젤엔진의 안전운전에 필수적인 계통 및 보조지원 계통에 대한 

기술들을 포함한다. 원자로의 안전정지에 필요하거나 사고의 결과를 완화하는데 필요

한 비상디젤엔진 공기흡입 및 배기계통의 필수부분들은 내진범주 I과 품질등급 C에 따

라 설계된다.

   신청자가 제출한 비상디젤발전기 공기흡입 및 배기계통은 설계가 적절하고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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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과 제24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는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아래 사항에 근거한다.

 1. 신청자가 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을 수용하고 지진, 태풍 및 홍수와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에 대해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성능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요건을 만족하고 있으

며 외부 및 내부 비산물, 배관 휩, 배관파단과 관련한 제트충격력에 의한 영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을 수용하는)에 대한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을 만족한

다.

    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은 강풍 및 강풍 비산물, 터빈 비산물, 홍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내진범주 I 구조물내에 설치된다. 이 계통의 노출부분도 강풍, 

강풍 비산물, 터빈 비산물 및 홍수로부터 보호된다. 이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115의 C.1 규정과 RG 1.117 부록 13항을 만족한다.

 

 2. 신청자는 안전에 중요한 공유계통 및 기기가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의 

요건을 만족한다. 발전소의 각 호기는 디젤발전기 사이에 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이 공유되어 있지 않는 자체 비상디젤발전기가 있다. 

 3. 신청자는 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의 능력과 관련하여 독립성 및 다중성 요

건 만족여부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

급설비" 요건을 만족한다. 각 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은 다중 디젤발전기

를 지원하는 다른 계통과 독립적이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2개 계통중 어느 

하나의 단일고장은 오직 해당 디젤발전기에만 영향을 준다. 

    디젤발전기가 최대 정격출력에서 연속적으로 운전하는 것이 요구될 때 엔진성능

이 열화되지 않도록 각 계통의 규모가 정해지고 배열된다. 공기흡입구는 발전소 

지면보다 최소 6m(20ft)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먼지와 같은 기체내 입상물질이 이 

계통에 유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여과기가 공급된다. 산소함유량을 

허용치 이하로 감소시키는 다른 희석제의 유입이나 배기가스의 재순환에 기인한 

디젤엔진 출력의 열화를 막기 위해 적당한 설계상 예방조치가 강구된다. 신청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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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EG/CR-0660, "소내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 향상"의 규정을 만족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5. NUREG/CR-0660, "Enhancement of Onsite Emergency Diesel Generator Reliability." 

 6. Regulatory Guide 1.115, "Protection Against Turbine Missiles.

 7. Regulatory Guide 1.117, "Tornado Design Classification."

 8. Diesel Eng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DEMA) Standard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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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9.5.1-1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 지침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Ⅰ. 서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제1항에서는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들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배치하도

록 요구하고 있다.

- 원자로시설내 어느 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원자로안전정지·잔열제거 

및 방사성물질 유출방지능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 원자로시설 전체에 가능한 한 비가연성 또는 내화·내열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

며,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악영향

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설비의 안전의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능력을 가진 

화재탐지 및 소화계통을 설치할 것.

- 소화계통의 고장·손상 또는 오동작으로 인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들의 안전성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본 부록은,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계획의 검토시, 검토자에게 적합한 지침을 제시

하고 있으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

준 등", 제16조 "설비의 공유", 제25조, "원자로제어실",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및 

제59조 "화재방호계획"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2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

한 기술기준 고시" 및 제2013-11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와 

같은 많은 관련문서의 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계획의 목적은 화재발생시에도 원자로를 정지시켜 안전한 

정지상태로 유지하고 외부환경으로의 방사능물질 누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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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안전관련 기기들에 미치는 화재의 위험이나 부수적인 영향에 

하여 심층방어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만일 발전소의 설계나 설치방법이 여기서 권고

하는 지침과 다를 경우에도 이와 동등한 화재방호계획을 제시하여야 하고 일반설계기

준 3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타당한 기준과 정당성이 안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본 부록에는 발전소의 안전관련 계통 및 기기와 안전관련계통에 피해를 줄 수 있

는 화재위험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에 한 화재방호계획의 내용을 기술한다. 여기

에는 인명이나 발전소종사자의 안전에 한 사항이나 경제적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은 포함되지 않는다. 

II. 일반사항

1. 규제요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제1항에서는 원전 화재방호에 한 일반설계기준으로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들을 다음과 같

은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화재방호에 관한 일반설계기준은 다음과 같은 심층방어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화재

방호계획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 화재를 예방하고

- 화재를 신속 감지하여 제어 및 진화해야 하며

- 안전정지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보호함.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계획의 목적은 인명이나 발전소종사자의 안전에 한 사항

이나 경제적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보호하는 것보다 화재발생시에도 원자로를 정지시

켜 안전한 정지상태로 유지하고 외부환경으로의 방사능물질 누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에 

따라 화재손상 제한요건이 설정되어 있다.

   - 고온정지기능 : 주제어실이나 비상제어실에서 고온정지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

기중 하나의 계열은 노출화재를 포함한 단일화재에 의하여 손상을 입지 않은 상

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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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온정지기능 : 노출화재를 포함한 단일화재에 의하여 상온정지에 필요한 기기의 

두 계열이 모두 손상될 수 있으나, 그 손상된 계열중 적어도 하나의 계열은 72시

간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화재로 인하여 해당 방화지역의 기기는 기능이 상실되고 방화지역에 보수를 위

하여 출입하거나 운전조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어실과 물리적 또는 

전기적으로 독립된 별도의 체정지능력이 설치되어 있다면 제어실은 이 요건에

서 제외된다.

   - 설계기준사고로 인한 피해를 완화시키는 데 필요한 두 계열의 기기는 단일 노출

화재에 의하여 모두 손상 받을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2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및 

제2013-11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고시" 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이러한 요건에 따라 설계 및 건설됨을 입증할 수 있도록 화재위험도분석을 수행하고, 

심층방어개념에 입각한 화재방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화재방호계획 성능목적

이 지침에는 원자력법의 규정에 따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및 화재방호계획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계획의 검토시 필요한 

지침이 제공되어 있다. 화재방호계획의 목적은 어떠한 화재발생시에도 원자로를 정지

시켜 안전한 정지상태로 유지하고, 외부환경으로의 방사능물질 누출을 최소화할 수 있

는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다. 화재방호계획의 성능목적은 규제기준에 기술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제1항에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한 화재방호를 요구하고 있지만 

설계기준 사고를 비하는 계통에 한 화재손상한도보다 화재이후 안전정지 조건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계통에 한 화재손상한도를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의 안

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나. 화재후 안전정지

 고온정지를 위한 적어도 하나의 계통을 구성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화재



부록9.5.1-1                     - 4 -                   개정 4 - 2014. 12

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하며, 상온정지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계통을 구성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발전소 자체의 능력으로 규정된 시간(72 

시간) 내에 보수 또는 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화재가 발

생한 방화지역의 모든 기기가 화재로 인하여 작동 불능으로 간주하고 화재 이후 보수

나 운전원의 조작이 가능하지 않은 조건에서도 안전정지가 가능해야 한다. 안전정지에 

한 원자로안전 및 성능 목적은 연료허용 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화재 이후의 원자로안전 및 성능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원자로의 미임계 조건 달성 및 유지

-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유지

- (가압경수로형 원전) 고온 기상태 달성 및 유지

- 72시간 내에 상온정지상태에 도달하고 상태 유지

보수나 재장전을 포함하는 정지운전기간에는 작업으로 인하여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안전에 중요한 다중설비들도 기술지침서나 발전소 절차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지 또는 재장전 운전조건에서의 화재방호는 안전기

능(반응도 조절, 붕괴열 제거 및 사용후연로 저장조 냉각)에 영향을 주거나 방사성물질

의 방출을 야기하는 화재의 잠재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화재방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 방사성물질 누출 방지

원자력발전소는 화재시 환경으로 방사성물질 누출 잠재성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유

지하여야 한다. 화재는 원전의 수명기간동안 일어날 수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에 기술된 예상운전과도(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로 간주되어야 한다.

3. 범위

이 지침에는 신규 발전소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화재위험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한 화재방호계획에 하여 기술되어 있다. 발

전소의 설계나 설치방법이 본 지침에서 권고하는 지침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 

화재방호계획이 본 지침과 동등한 수준으로 수립되고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요건

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기존 원전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원자

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2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에 따른 화재

위험도분석 재평가와 원자력안전법 제23조, “주기적안전성평가” 및 원자력안전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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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 제38조, “주기적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따른

다.

이 지침에는 인명 안전에 한 사항이나 경제적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

한 지침이 제공되어 있지 않으며, 원자로 안전과 방사성물질 유출방지에 관한 지침이 

제공되어 있다. 또한, 이 지침에는 리스크정보활용 성능기반 화재방호에 한 세부사

항을 기술하지 않았다. 리스크정보활용 성능기반 화재방호는 주로 10 CFR 50의 

Appendix R에 해당하는 원자력발전소에 한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과 원자

력발전소의 전분야에 한 규제를 리스크정보활용 성능기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NFPA-805, “Performance-Based Standard for Fire Protection for Light-Water 

Reactor Electric Generating Plants”에 따른 성능기반 화재방호와 Regulatory Guide(이

하 "RG") 1.205, “Risk-Informed, Performance-Based Fire Protection for Existing 

Light Water Nuclear Power Plants” 및 NUREG/CR-6850, “EPRI/NRC-RES Fire PRA 

Methodology for Nuclear Power Facilities”에 따른 확률론적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하

는 것으로 발전소가 리스크정보활용 성능기반 화재방호계획으로 전환할 경우 화재방

호 관련 업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규제는 아

직 리스크정보활용 성능기반 체계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화재방호 분야에서도 구형 원

전에 한 화재위험도분석을 수행하여 설비개선 및 절차 보완 등 화재안전성 증진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화재방호분야에 국한하여 리스크정보활용 성능기반 

화재방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 다만 기존 원전의 화재위험도분석 재

평가 또는 주기적안전성평가시 도출된 사항중 설비개선이 어려운 사안에 해서는 원

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2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제8조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화재위험성평가 결과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되는 소방설비1)에 한 기술기준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방재청의 고시로 제정되어 있는 화재안전기준이 있으

나 원자력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재산보호 

및 인명안전을 위한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소방설비와 관련된 기술기준이다. 본 규제

지침에서는 원자로의 안전과 방사성물질 유출방지와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 설계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화재안전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방호할 수 

있는 소방설비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시에는 본 규제

1) 소방시설이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정의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화설비ㆍ경보설비
ㆍ피난설비ㆍ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동법 시행령에 상세하게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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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에 한 전력산업기술

기준인 FPN-803과 804에도 원전 상황에 적합한 방호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를 통하여 원자력발전소에 적용될 수 있다.

4. 정 의

   본 부록에서 사용되는 화재방호와 관련된 용어에 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 승인(Approved) : 어떤 특수한 목적이나 응용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시험

기관에 의하여 시험되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

   - 자동작동(Automatic) : 전류, 압력, 온도 또는 기계적인 형태의 변화에 하여, 수

동으로 조작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작동하거나 운전되는 것.

   - 가연(성)물질(Combustible Material) : 불연성의 정의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질.

   - 주제어실(Control Room Complex) : 주제어실 비상환기계통이 작동되는 지역 

   - 연쇄화재(Exposure Fire) : 본래 존재하거나 또는 임시로 존재하는 가연성물질에

서 발생한 화재가, 같은 지역 또는 인접한 지역의 구조물, 기기로 확산하여 발생

하는 화재를 말하며, 이러한 화재의 영향(연기나 열, 불씨 등)으로 인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이나 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안전정지계통의 한 트레인

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같은 지역에 위치한 다른 다중계통의 트레인에 연쇄화재를 

유발할 수 있고, 다중계통의 트레인 외의 다른 가연성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같은 

지역에 설치된 두 중복 트레인 모두에 연쇄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

   - 방화지역(Fire Area) : 주어진 시간동안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

과 내화방벽으로 분리된 건물의 부분을 말한다.

   - 내화방벽(Fire Barrier) :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화재

저항력이 시간단위로 평가된 보, 들보, 기둥, 관통부 봉재나 마개, 방화문, 방화

댐퍼 등을 포함한 건설자재(벽, 바닥 그리고 이들의 지지 )를 말한다.

   - 화재차단(Fire Stop) : 어떤 방화지역이나 구역 내에서 케이블의 길이방향으로의 

화재확산 및 인접한 가연성물질로의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시공방법 

   - 소방 (Fire Brigade) : 소방활동에 배치되어 화재진압에 필요한 훈련과 장비를 

갖춘 발전소 인원의 팀.

   - 화재감지기(Fire Detector) : 화재발생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울리고 기타 

필요한 작동을 하는 기구(NFPA 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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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방호계획(Fire Protection Program) : 모든 화재방호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기나 절차, 사람 등을 말하는 총체적인 활동을 뜻하는데 계통이나 기기의 설계, 

화재예방, 화재감지, 경보, 제한조치(Confinement), 화재진압, 행정관리, 소방  조

직, 검사 및 보수, 훈련, 품질보증 및 시험 등을 포함한다.

   - 내화등급(Fire Resistance Rating) : NFPA 251, “Standard Methods of Tests of 

Fire Endurance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의 시험절차에 따라 어떤 

자재나 집합체가 화재에 노출되어 견디는 시간으로 정해진 등급

   - 화재진압(Fire Suppression) : 화재의 억제와 소화작업 - 수동화재진압은 호스, 이

동용 소화기, 발전소인원에 의하여 수동으로 작동되는 고정식 소화설비 등을 사

용하는 것이며, 자동진압은 물, 할론, 이산화탄소설비 등과 같은 자동으로 작동되

는 고정식 소화설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방화구역(Fire Zone) : 가연성물질의 제한, 공간적인 격리 또는 화재진압설비에 

의해 화재가 전파되지 않도록 방화지역을 세분한 부분을 말한다.

   - 불연(성)물질(Noncombustible Material) 

  가. 사용되는 형태나 예상되는 조건하에서 불이나 열에 의하여 점화, 연소되지도 

않고 연소를 돕거나 가연성 증기를 방출하지 않는 물질

  나. ASTM E-84, “Standard Test Method for Surface Burning Characteristics of 

Building Materials” 시험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화염전파등급이 50이하이

고 두께가 3.2mm(1/8인치)이하의 표면재를 갖는 것으로 위 가.의 정의에 따

른 불연성을 갖는 물질

   - 도관 (Raceway) : RG 1.75, "Physical Independence of Electric Systems" 참조

   - 도관 내화방벽 (Raceway Fire Barrier) : 공인된 시험소에서 화재저항력을 시간단

위로 평가하고 화재에 의한 손상없이 안전정지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기

나 케이블의 주위에 설치된 하중을 받지 않는 칸막이형 외부덮개 계통

   - 제한지역(Restricted  Area) : 방사능이나 방사성물질로부터 인원을 보호할 목적으

로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

   - 안전관련 계통 및 기기(Safety-Related systems and Components) : 원자로를 정지

시키고 가상사고의 피해를 경감시키고 원자로를 안전정지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

되는 계통 및 기기

   - 2차 격납건물(Secondary Containment) : 격납건물 누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1차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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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건물을 완전히 둘러싸도록 설치된 구조물

   - 스프링클러 계통(Sprinkler  System) : 화재지역 전체에 물을 분사하고 화재를 완

전히 소화하거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수 공급원에 연결된 배관망을 말한

다. 스프링클러는 보통 열에 의하여 동작되며, 조절밸브와 스프링클러 동작시 경

보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포함한다. 

   - 소화전 및 호스계통(Standpipe and Hose  Systems) : 건물내부의 특정한 지역에 

하여 소화수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소화수 공급원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연결구, 호스, 노즐 등을 갖춘 고정배관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Water  Spray System) : 개방형의 분사노즐을 사용하는 점을 제

외하고는 스프링클러계통과 유사한 구조의 배관망이며 NFPA 15에 지침이 기술되

어 있다.

III. 규제입장

1. 화재방호계획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및 제59조 “화재방호계획”에 따라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화재위험

도분석을 수행하고 화재방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화재위험도분석의 항목별 세부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2호, “화재

위험도분석에 한 기술기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하여 화재위험도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 화재방호구역의 구분

-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

- 설계기준화재의 범주

-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

- 화재위험성 평가

- 원자로안전정지·잔열제거·화재감지 및 방사성물질 유출방지능력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2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고시에는 가동원전의 화재방호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하는 세부사항이 기술되어 있으

며, 화재방호 관련 조직의 구성에 한 내용과 화재예방, 화재진압 및 화재발생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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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지관련 운영절차에 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즉 원자력발전소의 설계단계에서

는 화재위험도분석을 통하여 그리고 운영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화재방호계획의 이

행을 위한 책 수립을 통하여 원자로안전과 방사성물질 유출방지와 관련하여 규정된 

요건의 만족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설비에 한 전반적인 화재방호계획

- 화재방호계획에 책임이 있는 사업조직내의 다양한 직책

- 책임 이행을 위한 직책별로 위임된 권한

- 화재방호, 감지 및 진압기능과 화재손상한도에 한 개요

- 화재방호 및 수동 화재진압활동을 위한 행정관리 및 인적 요건

- 자동 및 수동으로 조작되는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

- 발전소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기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 계통 및 기기의 손상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

또한 가동되고 있는 원전과 더불어 건설, 변경 및 폐로 중인 원전이 있는 부지에서

의 화재방호계획에는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과 관련된 화재위험들을 지속적으로 평가

해야 한다. 가동 원전을 다른 원전의 건설 혹은 폐쇄에 따른 화재 위험으로부터 보호

하기 위해 부가적인 방화벽, 화재방호능력, 행정관리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1.1 조직 구성, 인원, 책임과 권한 

화재방호계획에는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조직의 체계 및 책임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에는 화재방호계획의 정책, (계획의 개발, 유지, 개선 및 일

치성 검증을 포함하는) 계획 관리, 화재방호 담당직원 및 자격, 설계 및 변경, 화재방

호계통 및 장비의 검사, 시험 및 유지보수, 화재예방, 비상 책(소방  및 소외 상호 

협조), 일반고용인, 운전원 및 소방 원 훈련 등이 포함된다.

사업책임자는 원자로안전과 화재방호 관련지식 및 지위책임이 있는 자에게 화재방

호계획의 감독관리를 할당해야 한다. 총괄적인 화재방호계획의 책임은 화재방호 활동

에 관여된 모든 조직들의 유지관리 권한을 가진 자에게 부여되어야만 한다. 화재방호

계획의 체계적인 이행과 종합적인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화재방호와 원

자로안전에 경험과 훈련을 통해 준비된 자에게 위임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직위들과 

조직들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1) 경영층: 관련 조직의 체계화, 화재방호계획의 이행, 원자력 발전소 화재방호계획

의 효율성 평가에 한 관리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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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직: 조직구성, 업무수행 그리고 화재방호계획의 효율성에 한 주기적 평가

에 한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다. 원자력발전소 사업자의 화재방호계획에는 화

재 피 훈련, 발전소 직원과 소방 와의 공동훈련도 포함되어야 한다. 화재방호

계획의 효율성에 관한 평가결과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수정조치, 혹은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들과 함께 화재방호에 책임이 있는 상급 관리직위에 보고되어야 

한다. 

3) 현장 관리직: 화재예방 및 화재방호를 포함하고 모든 우발적인 사고를 지휘하고 

발전소운전과 비상계획의 전반적인 관리에 책임이 있다. 가동원전의 책임자는 

가동원전이나 원자로나 건설, 규모 변경, 혹은 다른 호기의 폐로가 진행중인 

현장에서 부지에 한 화재방호의 우선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 

4) 현장조직

   가) 안전에 중요한 발전소지역에서 가연물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기검사

를 수행하고, 청결관리의 효과를 판단하는 조직, 

   나) 모든 화재방호계통/기기, 비상호흡장비, 비상조명, 통신설비, 방화체, 관통부 

봉재 및 내화도료의 적합한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방호에 상태를 개선하

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수행됨을 확인하

는 조직. 

   다) 운전원이나 발전소소방 의 소방훈련, 설비의 설계 및 선택, 절차에 따라 화

재방호계통과 설비의 주기시험 및 검사, 시험결과의 평가 및 시험중인 설비

의 적합성 판단을 책임지는 조직

   라) 훈련목적이 적절히 만족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훈련의 평가를 

지원하는 조직

   마) 일시적인 화재위험성을 확인하고 작업절차서에서 추가적인 화재방호를 명시

하기 위하여 주어진 작업의 화재방호검토를 담당하는 조직

   바) 화재방호와 화재방호 관련 비상절차를 이행하는 행정절차에 하여 모든 발

전소 계약자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조직

   사) 화재방호 관련 가연성물질의 누설이나 흘러넘침과 같은 우발적인 사고를 취

급하는 사람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조직

   아) 고온작업의 검토를 담당하는 조직

5) 화재방호 품질보증을 담당하는 현장부서 : 계획된 검사 및 감사에 의하여 화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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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획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이들 검사 및 감사결과가 신속하게 관련 운영층

에 보고됨을 보증할 책임이 있다. 

6) 초동소방 (규제입장 3.5.1항 참조).

   가) 초동소방 는 화재진압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 화재방호 관련 각 소방 원의 

권한과 책임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나) 각 소방 원의 임무는 화재진압절차에서 요구하는 행위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소방 원의 부수적인 임무는 화재비상시 소방 와 관련된 임무와 충돌되어

서는 안된다. 

   라) 초동소방 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활동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며 각 

교 조마다 최소한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소방 의 규모는 부상자를 적절히 

고려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기능에 근거하여야 한다. 소방 는 심

각한 화재시 교 조의 운전원에게 부과되는 모든 운전 및 비상 응에 필요

한 요구사항들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1.2 화재위험도분석

발전소 사업자는 화재위험도분석을 통하여 화재 발생시 안전정지능력을 유지하고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방출을 최소화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는 

발전소 설계 및 운영 변경시에 필요하면 개정되어야 한다.

화재위험도분석은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원래 존재하거나 또는 일시적인 화재위험의 파악

2) 원자로의 안전정지능력이나 환경으로의 방사능물질 방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

력에 한 발전소 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영향 평가

3)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설치된 방화지역에 필요한 화재예방, 감

지, 진압 및 확산방지 및 체 정지성능을 위한 방안을 규정

화재위험도분석을 통하여 규제요건이나 화재방호계획지침이 만족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분석에서 지역, 계통종류, 설계기준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설명과 함께 계획의 

적용가능한 요소를 목록으로 기술한다. 분석에서는 규제지침에서 벗어나는 사항을 파

악하여 정당화하여야 한다. 규제지침과 차이가 있는 사항에 한 정당화는 동일한 수

준(규제입장 1.8항 참조)으로 방호될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체방호설비를 수립하지 

않고 방호설비를 제거한 경우 그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화재위험도분석은 다음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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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방호 요건 및 지침의 적용성

-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즉 케이블 절연체 및 외피재료, 윤활유, 디젤유, 인화

성가스, 화학약품, 건축재료 및 마감재)의 양, 형태, 배열 및 위치를 포함한 상

존하거나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을 운전 유지보수 

및 재장전 활동과 연계하여 확인

- 화재의 영향(즉 열, 화염 및 연기)에 의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

기들이 잠재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즉,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 

또는 가스 저장, 보조보일러 장비, 인근 산업설비 또는 이송 수단, 자연적인 

식물 및 인접한 발전소 지원설비)들을 확인

- 자동화재감지 및 진압기능에 한 설계, 설치, 운전 시험 및 유지보수에 한 

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화재위험도분석에서 확인된 특정 화재위험과 관련하여 

제공된 자동진압능력(즉 방수 도, 가스소화약제 농도)의 수준을 기술해야 한

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계에 낙뢰의 영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배열 및 배치도가 묘사되어야 한다.  

방화지역 내부 안전정지계통의 방호(규제입장 5.다 항 및 5.마 항)는 가장 심

각한 화재와 화재피해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화재위험도분석을 통하여 

그러한 손상범위를 기술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화재위험도분석에서는 다중정

지계통간의 공간격리수준, 영구 및 임시가연성물질, 가용한 화재방호계통, 점

화원, 화재 발생 지역내에 있는 안전정지 관련 케이블, 기기, 계통 및 설비에 

한 화재피해 취약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화재시험성적서, 재료와 내화방벽 계통의 품질, 내화방벽의 설치품질을 포함

하는 내화방벽의 인증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규제입장 4.3 항에 내화방벽의 

전선관로(raceway)의 품질 및 시험에 한 상세지침이 기술되어 있다.

- 방화지역 구조(벽, 바닥과 코팅 및 두께를 포함한 천장의 재료, 구조체 내화시

험, 지역의 크기 및 체적, 정상 환기 및 연기제거능력, 수동화재진압을 위한 

진입시 혼잡정도)가 기술되어야 한다. 화재위험도분석에는 방화지역이 적절히 

선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규제입장 4.1.2항

에는 방화지역과 방화구역에 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 옥내·외 소화전(hydrants, standpipes) 및 소화기를 포함한 수동진압능력, 소

방 , 수동진압장비, 계획 및 절차, 훈련 상호협조 및 수동진압을 위한 발전소

지역 접근성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화재위험도분석에서 수동 화재진압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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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형태, 수동화재를 위한 접근성 등이 열거되어야 한다.

- 운전에 한 화재의 잠재적 영향이 확인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어실 안전에 중요한 운전을 수행하는 지역에서의 화재

   + 안전정지를 위해 상주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소개해야 하는 화재

조건

   + 안전에 중요한 발전소 지역에서의 발전소 조작이나 화재진압을 방해하는 

적절한 접근로나 연기제거기능의 부족

- 화재진압설비의 기능손상 가능성이 안전정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야 한다. “화재피해”는 화재진압설비의 정상 혹은 비정상 운전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설비의 피해를 포함한다. 화재위험도분석에는 소화활동의 효과

도 기술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화재방

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에 “소화설비의 고장·손상 또는 오동작으로 인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들의 안전성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 인화성가스 또는 잠재적인 에너지원(화학처리계통, 이온교환기의 단, 고압전기

장비 등)으로 인하여 잠재적인 폭발환경이 있는 지역에서의 폭발방지 수단이 

열거되어야 한다.

- 산소의 가용성(예 : 불활성기체를 충진한 격납용기)이 확인되어야 한다.

- 다중의 안전정지계통들이 적절하게 격리될 수 없는 지역에 한 체 또는 

전용의 정지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화재

를 야기할 수 있는 방화지역/구역 내부의 지점에서 화재가 시작되는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화재의 성장은 방화지역내의 상존 혹은 임시가연성물질의 인화가능성을 고려하

여야 한다. 자동진화설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자동진화설비의 동작시와 동작이 안 될 

경우에 하여 가상화재의 영향이 평가되어야 한다. 

안전관련 계통의 화재와 관련 없는 사고, 다른 발전소 사고 또는 심각한 자연재해

와 동시에 발생하는 최악의 화재는 가정하지 않는다. 

다수호기 부지에서 2개 이상의 호기에서 화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가정하지 않

는다. 발전소간 공유설비 화재나 상당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인위적인 부지 관련 사고

(예, 항공기 충돌)로 한 개 호기 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는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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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도분석에서는 아래의 결과로 인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

의 기능 상실을 유발하지 않도록 화재위험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방호하여야 한다.

- 연료재장전, 보수 및 설계변경과 같은 정상운전 중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연성 물질의 양과 도를 고려한 임시화재위험

- 건축재료, 가구 또는 가연성 물질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화재 전파가 용이한 배열

- 안전정지를 위해 상주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소개해야 하는 화재, 열, 연

기 또는 용수에 한 노출 

- 주제어실이나 안전에 중요한 필수기능을 갖는 지역의 화재

- 안전에 중요한 지역에서의 발전소 조작이나 화재진압을 방해하는 적절한 접근로

나 연기제거기능의 부족

- 폭발예방 수단의 부족

- 전원, 제어 및 계측 회로의 상실

- 화재진압설비의 오작동

화재위험도분석은 자격 있는 화재방호 및 원자로계통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발전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상화재의 결과와 화재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험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 원자로안전에 한 가상화재 결과의 평가는 원자로안전에 완전

히 훈련되고 경험을 가진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화재위험도분석을 수행하는 

사람은 화재예방 및 관리의 이론, 화재발생에서 화재성장을 통하여 인근지역으로 파급

되는 화재현상에 하여 완전하게 훈련을 받고 경험을 가져야 한다. 

1.3 안전정지분석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에 

따라, 모든 가동원전은 원자로 안전정지 기능을 확보하도록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

통 및 기기들에 화재손상을 제한하는 수단이 주어져야 한다. 

사업자는 주어진 지역의 화재에 하여 원자로 안전정지기능을 입증하는 안전정지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규제입장 5.1 항에는 안전정지 성능목표가 기술되어 있다. 사업

자는 이러한 성능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계통의 기능을 입증해야 한다.

안전정지분석에서 방화지역의 안전정지 기기와 회로를 확인하고, 5.3 항의 지침을 

만족하거나 체 또는 전용의 정지계통이 5.4 항에 따라 설치되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정지기능을 갖는 계통의 조합은 발전소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정지기

능은 안전정지 성능목적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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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안전정지를 수행하는 절차를 개발하고 수행하여야 한다(참조 5.5 항). 

1.4 화재시험기록

화재방호요건과 일치함을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화재시험보고서와 화재 data (예: 내

화방벽 시험자료 및 케이블 전압강하자료)는 정보가 적절하고 자료의 표성이 있는지 

평가되어야 한다. 

NFPA 251, "건축재료의 내화시험 표준방법“에 의하면 시험편 제작의 차이나 시험

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시험체의 성능특성이 상당히 변할 수 있으므로 시험조건은 주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내화방벽의 시험에서 모든 형태를 시험할 수 없으므로 시험조건을 벗어나는 형태의 

평가에 하여는 규제입장 1.8.3과 4.3에 기술되어 있다. 

1.5 보완수단

보수나 설계변경작업을 위한 특정 화재방호특성을 임시로 변경하는 것은 화재감시

인, 임시 내화방벽, 혹은 보조진압기능과 같은 임시의 보완수단이 마련된 경우에 허용

될 수 있다. 보완이 필요한 공통적인 형태에 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화재방호계획

이나 운영기술지침서에 구체적인 보완수단을 기술하여야 한다. 발전소 고유의 상황이

나 승인된 화재방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수단에 해서 사업자는 적절한 보완수단을 

결정할 수 있다. 

사업자는 성능저하 또는 부적합상태에 해서도 보완수단을 이행할 수 있다. 발전

소나 개별적인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운전에 한 성능저하 또는 부적합상태의 영

향 평가에서 사업자는 최종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운전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중간단계로 보완수단을 사

용할 수 있다. 시정조치를 완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운전성을 위한 보

완수단에 한 신뢰는 중요한 고려사항이어야 한다. 보완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신뢰도

가 크게 저감되는 상태에서 운전성을 입증하는 것보다 보완수단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운전성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는 화재방호계획에 명시된 보완수단을 체하거나 이들 수단을 조합하여 이

행할 수 있다.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유해야 한다.

- 화재방호계획에 한 체보완수단의 영향을 보여주는 문서화된 평가결과

- 사업자의 화재방호계획에 의해 요구되는 보완수단에 한 체보완수단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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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하는 문서화된 평가결과

- 체보완수단이 화재사고시 안전정지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발전소의 기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여주는 평가결과 

화재방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원자력법의 관련 규정에 만족하여야 하고, 변경이력

이 관리되어야 한다. 

체보완수단의 평가는 방화지역내에 가연성물질의 위치, 양 및 형태, 점화원의 존

재 및 발생가능성, 방화지역내 자동화재진압 및 화재감지 기능, 방화지역내 수동화재진

압기능 및 발생가능한 인적오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관점과 연계되어야 한다.

1.6 화재방호 훈련 및 자격인정

화재방호계획은 화재방호와 원자로안전 모두에 상당한 지식을 가진 자의 지도하에 

수립되어야 한다. 발전소 직원은 화재방호계획과 화재방호 관련 비상절차를 수행하는 

행정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훈련을 받아야 한다. 

1.6.1 화재방호 담당자의 교육 및 자격

화재방호 담당자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 화재방호계획의 구성 및 보증과 이행계획은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계획 지도

시 상세한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화재방호와 원자로안전에 관한 훈련 

및 경험을 보유한 직원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 원자로 운전원 자격증 및 소

방관련 자격증 또는 동등한 지식이 있는 자는 이러한 능력이 갖추어진 것으

로 본다. 

- 초동소방 원은 화재진압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어

야 하며 규제입장1.6.4에 기술된 소방훈련을 받아야 한다.

- 화재방호 설비의 정비와 시험을 수행하는 자는 해당분야에서 훈련과 경험을 

쌓은 유자격자이어야 한다.

- 초동소방 의 훈련을 담당하는 자는 해당분야에서 훈련과 경험을 쌓은 유자

격자이어야 한다.

1.6.2 일반직원 교육

발전소 일반직원은 화재 예방, 감지 및 진압 활동에 한 책임이 있다. 모든 직원들

에게 화재방호요원의 책임을 포함한 화재방호계획서에 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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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화재의 종류와 적절한 소화약제, 부지에서의 특정 화재위험, 화재소화설비 작동

시 조치사항 등에 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발전소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 해 다음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 주제어실에 통보, 즉각적인 소화작업, 현장 화재진압 설비의 작동과 같은 화

재 발견시 적절한 조치사항, 

- 화재경보 인식후 조치사항

- 가연물 및 점화원 사용에 관한 행정관리

- 가연성 액체 또는 기체 누출시 조치사항

1.6.3 화재감시인 교육

화재감시인은 고온작업시 감시 및 통제를 위해 필요하며 화재방호설비 기능저하에 

한 보완 수단의 역할을 한다. 화재감시인 교육에는 화재감시자 임무, 책임, 주기적인 

순찰 및 연속감시에 조치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감시인의 자격에는 화재진압장

비 사용과 같은 실기교육이 포함된다. 감시인을 보완 수단으로 사용하면 감시인 교육

에 기록유지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1.6.4 초동소방  자격 및 교육

초동소방  교육계획은 화재를 확실하게 진압하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립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은 초기 강의실교육과 주기적인 강의실 교육, 소화 실습 

및 훈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훈련지침은 규제입장 3.5.1.4 참조). 

초동소방  교육과 관련하여 적용가능한 NFPA 기준들을 참조할 수 있다. NFPA 

600, "Standard on Industrial Fire Brigades"와 참조하고 있는 NFPA 지침에는 발전소 

소방  교육에 한 적절한 허용기준들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사업자는 NFPA 1410, 

"Standard on Training for Initial Emergency Scene Operations"와 NFPA 1500, 

"Standard on Fire Departm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gram"을 사용할 수 

있다. 

1.6.4.1 자격

초동소방 장과 최소 2명 이상의 소방 원은 안전관련 계통에 한 충분한 교육을 

받거나 지식을 보유하여 화재 및 소화약제가 안전정지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초동소방 장은 화재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주제어실 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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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자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원자로 운전원 자격증 또는 동등한 지

식이 있는 자는 이러한 능력이 갖추어진 것으로 본다. 발전소 전용의 전문소방 (자체

소방 )가 설치된 원전에서는 화재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주제어실 운전원 

및 사고 지휘자에게 자문하는 자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자문가는 원자로 운전원 또는 

동등한 발전소 지식을 보유하고 화재시 사고지휘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전담하여야 한

다. 소방 원은 소방활동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신체조건이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1.6.4.2 소방  교육

발전소내 화재종류별 진화와 원자력발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사용에 한 

훈련, 지식, 경험을 보유한 유자격자에 의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상은 모든 

소방 원과 소방 장이 해당된다.

최초 강의실 교육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발전소 화재진압계획과 각자의 임무 및 특정 역할에 해 교육

- 발전소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의 종류 및 위치

- 연소생성물의 독성 및 부식성

- 방화지역별 화재진압 장비의 위치 및 발전소 배치에 친숙화, 각 지역의 접근 

및 피 경로 인지

- 가용한 화재진압 장비의 사용법, 적절한 화재진압 방법

   + 방사성물질이 관련된 화재

   + 여자된 전기기기 화재

   +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화재

   + 수소화재

   +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 또는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관련된 화재

   + 건설 또는 개조작업 중 화재

   + 보존 문서 화재

- 통신, 조명, 환기, 비상호흡장비의 적절한 사용법

- 건물내 및 제한구역에서의 적절한 화재진압 방법

- 화재진압 활동의 방향 및 협조(초동소방 장 임무)

- 화재진압 전략 및 절차의 상세 검토

- 최근의 발전소 변경사항 및 이에 따른 화재진압 계획의 변경 검토

초동소방  훈련은 각자의 임무와 책임이 미리 정해지도록 자체소방  및 지역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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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협조하여야 한다. 이 협조는 교육과정 일부로 포함되어야 하고 자체소방 원 및 

지역소방  요원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은 원전, 특히 플라스틱 절연체로 된 전기케이블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전기케

이블을 진화하는데 물을 사용하는 기술, 장비에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초동소방  훈련을 통해 도출된 화재진압 책의 개선이나 기타 화재방호계획서의 

변경을 검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2년 이상 지난 모든 소방 원에 

해 강의실 교육을 반복하기 위해 주기적인 보수훈련계획을 가져야 한다. 주기적인 

보수교육은 정기적인 회의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건물내에서의 화재진압에 한 

재훈련 혹은 확 교육은 수행성적이 미달되는 모든 소방 원에게 실시되어야 한다. 

1.6.4.3 소방  실습

실습은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재에 해 적합한 진화방법을 소방  

근무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실습에서는 실제 화재진압 경험과 격렬한 진화활동에

서 비상호흡장비 사용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실습은 모든 소방 원에 

하여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6.4.4 소방  훈련기록

훈련평가를 포함한 소방 원의 훈련기록은 각 원이 훈련계획의 모든 분야에서 훈

련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소 3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 훈련기록은 규제검사

원이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1.7 품질보증

화재방호 품질보증은 전사 품질보증계획의 일부이어야 하고, 화재방호계통에 하

여 사업자는 화재방호계통이 본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하

며, 시험·유지 및 운전됨을 보증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화재방호 품질보증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1) 화재방호 품질보증계획을 

원자력법 품질보증요건에 의한 발전소 전체 품질보증계획의 일부로 포함시키거나 혹

은 (2) 별도의 화재방호 품질보증계획과 수행방법을 제출하는 두가지 방안에서 선택할 

수 있다. 

품질보증계획은 품질보증조직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1) 화재방호 품질보

증계획이 적합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고 화재방호를 담당하는 운영층에 적합함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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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2) 검토, 점검 및 감사를 통하여 화재방호 관련 품질보증계획서의 유효성을 확

인하는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재방호계획 요건을 만족하는 기타 품질보증계획기

능의 수행은 품질보증조직 외부인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화재방호 품질보증계획은 특정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허용기준은 화재방

호계통, 비상조명, 통신 및 자가호흡장비 뿐만 아니라 안전에 중요한 설비의 화재방호

요건을 포함한 화재방호계획의 범위내에 있는 항목에 적용된다. 

1.7.1 설계 및 구매문서 관리

사업자는 설계 및 구매문서에 본 규제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지침을 포함시키는 방

안을 설정해야 한다. 사업자는 또한 본 지침에 한 불일치사항이 다음과 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현장 변경사항과 설계위배사항을 포함한 설계 및 구매문서 변경은 원래문서

에 적용했던 수준으로 관리되고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 해당 화재방호코드와 표준과 같은 설계문서에는 품질표준이 명시되고 이 품

질표준을 위배한 사항이나 변경사항은 관리되어야 한다. 

- 화재방호계통을 포함한 새로운 설계와 발전소 개선은 해당 화재방호요건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격을 가진 자가 검토한다.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 케이블격리 허용기준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설계검토

  + 격실 격리(관통부 봉재, 바닥 및 기타 내화방벽)를 위한 요건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설계검토

- 구매문서에 기술된 화재방호요건과 품질요건의 적합성에 한 검토와 승인이 

자격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수행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화재방호요건과 품

질요건이 바르게 기술되고 검토되고 관리되는 것과, 적절한 승인 및 부결 허

용기준이 있으며, 해당 품질보증계획요건에 따라 구매문서가 작성되고 검토되

고 승인되고 있음을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1.7.2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사업자는 화재방호계획을 구성하는 검사, 시험, 행정관리, 화재진압훈련이 문서화된 

지시서, 절차서 도면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 문서화된 절차에 따른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을 위한 교육 및 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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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화된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에 따른 화재방호계통의 설계, 설치, 시험, 

검사, 유지보수 및 개선과 같은 작업

- 점화원 및 가연물 관리, 보조 화재방호기능 설비, 화재방호계통의 기능상실, 

특별히 평가되지 않은 재료 사용의 제한과 같은 적절한 화재방호요건에 근거

한 설계, 설치, 시험, 검사, 유지보수, 개선 및 행정관리를 위한 지시서, 절차

서의 검토

- 승인된 절차서에 의한 관통부 봉재, 내화방벽의 설치작업, 내화도료 도포작업

1.7.3 재료, 설비, 역무의 구매관리

다음과 같이 구매된 재료, 설비, 역무가 구매문서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장에서의 평가와 선정, 계약자 품질의 객관적인 증거, 공급자 검사, 인수검

사를 위한 적절한 조항

- 설치 후 품질이 확인되지 않는 품목의 최소한의 공장 혹은 인수검사

1.7.4 검사

문서화된 설치도면과 시험절차를 만족함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수행

하는 화재방호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에 한 독립적인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야 한다. 이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화재방호계통의 설치, 유지보수, 변경에 한  검사

- 설계 및 설치요건에 따름을 확인하는 비상조명 및 통신설비에 한 검사

- 작업 완료상태 확인을 위한 관통부 봉재, 내화방벽, 난연성도료도포 검사

- 설계 및 설치요건에 따름을 확인하는 케이블 배선검사

- 건설과정에서 격실 격리(관통부, 바닥 및 기타 내화방벽의 봉)요건이 달성

되었음을 확인하는 검사 

- 검사원이 작업부서와 독립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화재방호의 설계와 설

치요건에 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단

- 다음 사항에 한 검사절차, 지침, 점검표:

   + 검사 상물의 특성 및 작업 확인 

   + 검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확인

   + 허용 및 부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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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방법의 기술

   + 제작, 점검, 시험 등의 완료 및 검증을 위한 기록

   + 검사자, 데이터, 검사결과의 기록.

- 화재방호설비, 비상호흡기구 및 보조기구, 통신설비의 적합한 상태를 확인하

기 위한 주기적인 검사.

- 내화방벽, 방화체, 봉재, 난연도료 등의 열화 및 파손 상태를 확인하는 주기

적인 검사.

1.7.5 시험 및 시험관리

시험이 수행되고 설계 및 계통 구성요건과 일치함을 입증하는 검사와 감사에 의하

여 확인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한 시험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시험은 문서화

된 시험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시험결과는 적절히 평가되어야 한다. 시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공시험 : 건설, 설계변경, 보수 및 교체시공 이후 화재방호계통, 비상조명등 

및 통신설비가 만족스럽게 작동되고 설계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입증하기 위

하여 충분한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설치시험을 위한 문서화된 시험절차에 

관련 설계문서에 있는 요건과 허용범위가 연계되어야 한다.

- 주기시험 : 주기시험을 위한 계획과 방법이 개발되어 문서화되어야 한다. 화

재방호계통, 비상조명등 및 통신설비가 기능을 적절히 유지하고 설계허용기준

을 계속하여 만족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시험되어야 한다. 

- 품질보증 : 화재방호계통이 시험되고 시험원이 효과적으로 훈련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한 품질보증/품질검사를 위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문서화 : 시험결과는 적절성이 자격과 책임을 가진 자에 기록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1.7.6 시험, 검사 및 운전형태

요구되는 시험 및 검사를 만족스럽게 통과한 사항을 문서화하고 확인하기 위한 방

법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들 방법에는 요구되는 시험, 검사의 완료 및 운전형태를 표

시하기 위한 꼬리표, 라벨 혹은 유사한 임시표시와 같은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1.7.7 부적합사항

부적합한 사용 및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요건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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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단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들 방법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부적합하거나 운전이 불가능 또는 오작동인 화재방호계통, 비상조명등 및 통

신설비는 적절히 꼬리표로 표시되어야 한다. 

- 부적절한 재료, 부품, 기기 혹은 용역에 하여 확인, 문서화, 격리, 검토의견, 

관련 부서의 통보는 절차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문서화작업에는 부적합사항을 확인하고, 부적합내용과 부적합사항의 조치내용

을 명시하고 조치내용을 승인하는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부적합사항의 조치내용과 승인에 한 책임 및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이나 조

직을 확인하는 방법이 수립되어야 한다. 

1.7.8 시정조치

손상, 오동작, 결함, 불일치사항, 고장난 기기, 관리되지 않는 가연성물질, 부적합사

항과 같은 화재방호에 위해가 되는 조건이 신속하게 확인· 보고 및 시정조치됨을 확

인하는 방법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방법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되어야 한다. 

- 필요한 시정조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부적합사항, 손상, 오동작, 결함, 불일치

사항, 고장난 재료 및 기기와 같은) 화재방호에 위해가 되는 조건에 한 평

가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 화재사고와 같은 화재방호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상태의 

경우, 상태의 원인이 판단되고 분석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신속한 시정조치가 

취해진다. 상태의 원인 및 시정조치는 관련 경영층에 신속히 보고되어 검토 

및 평가되어야 한다. 

1.7.9 기록

화재방호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 위에서 열거한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보이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이 작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 기록은 식별되고 정정이 가능하고 화재방호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록에는 

검사, 시험, 검토 및 감사결과,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보고서, 건설, 유지/보

수 및 설계변경기록, 제작자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 기록 보존요건이 수립되어야 한다. 

1.7.10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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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방호 업무가 화재방호계획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화재방호특성과 안전정지기능에 적용되는 설계 및 구매문서, 지시서, 절차서, 도

면,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품질보증허용기준의 이행과 행정관리와 일치

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를 수행한다. 품질보증감사원은 미리 작성된 절차서와 

점검표에 따라 감사를 수행한다. 감사를 수행하는 직원은 수검하는 분야와 직접

적인 책임이 없어야 한다.

- 감사결과는 문서화되고 수검받는 분야의 책임있는 경영층에 의해 검토된다. 

- 감사결과 도출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책임있는 경영층에 의해 후속조치가 취

해진다. 

- 화재방호요건에의 만족여부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한

다. 

화재방호감사는 자격을 갖춘 감사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팀은 최소한 사업자

의 품질보증부서의 감사팀장, 계통기술자, 화재방호기술자를 포함해야 한다. 감사팀장

은 ASME NQA-1(원자력시설을 위한 품질보증계획요건)에 따라 인정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계통기술자는 안전계통, 운전절차서, 비상절차서에 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화재방호기술자(혹은 기술고문)는 화재방호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감사팀에 의하여 기술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품질보증요건이 적절히 평가되는

지 확인할 수 있다. 

1.8 화재방호계획 변경 및 코드 불일치사항

국내 원자력발전 산업의 역사가 30년을 초과하였으며, 다양한 원자로(경/중수형 원

전)와 다양한 도입국(미국, 캐나다 및 프랑스)에 따라 발전소별로 적용되는 화재방호관

련 규제요건과 기술기준이 차이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화재방호 관련 규

제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화재위험도분석과 가동원전 화재방호계획 수립

에 한 고시를 공포하였다. 

1975년 Browns Ferry 원전의 화재이전에는 미국의 화재방호규정으로 일반설계기준 

3(10 CFR 50의 Appendix A의 GDC 3)만 제시되어 있었으며, 일반 산업시설과 동일하

게 화재관련 산업기술기준에 따라 원전을 건설하였다. Browns Ferry 원전의 화재 후속

조치로 10 CFR 50.48, NUREG-0800, SRP 9.5-1 및 BTP CMEB 9.5-1 등 원자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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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수성이 고려된 미국의 화재방호규정이 정립되었다. 최근에는 화재방호분야에 

한 규제도 타분야와 동일하게 리스크정보활용 성능기반 규제체계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화재방호규정이 정립되기 이전의 원전(1979년 이전에 운영허가 된 원전으로 10 

CFR 50의 Appendix R을 적용)을 중심으로 리스크정보활용 성능기반 화재방호계획으로 

변경하는 단계에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원자력법 체계에서 10 CFR 50의 Appendix R을 별도로 소급적용하

는 규정은 없었으나 특별점검의 후속조치로 사업자는 원자로냉각재펌프 누유수집조 

등 설비를 개선하였으며, 2003년 제정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37호(현재는 원

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2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고

시”에 따라 1990년 이전부터 가동중인 모든 원전에 하여 화재위험도분석을 수행하

였다. 화재위험도분석 결과 NUREG 0800, Standard Review Plan의 BTP CMEB 9.5-1와 

비교하여 미흡한 부분이 도출되었으며 화재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수립된 개선계획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화재방호 이외의 분야의 규제체계가 리스크정보

활용 성능기반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가동중인 원전에 한 화

재방호계획을 리스크정보활용 성능기반 방법론을 사용한 화재방호계획으로 전환하도

록 요구하는 요건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사업자가 리스크정보활용 성능기반 방

법론을 사용한 화재방호계획으로 전환할 의도가 있거나, 계속운전 허가를 신청하는 원

전의 경우 사업자는 이러한 방법에 한 검토되고 승인된 방법론과 허용기준을 사용

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지침은 추후 개발될 예정이며, RG 1.174, "An 

Approach for Using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in Risk-Informed Decisions on 

Plant-Specific Changes to the Licensing Basis"에 발전소의 현허가기준(current 

licensing basis)에 한 리스크정보 변경을 위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화재방호 규제요건의 만족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불일치사항, 

면제사항 및 기타현안을 기술하기 위한 규제구조에 관련된 지침을 제시하였다. 

1.8.1 화재위험도분석 적합성 평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2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사업자는 화재위험도분석에 한 적합성을 10년 주기로 평가해야 한다. 

화재위험도분석 적합성평가의 주 목적은 변동된 기술적 요건의 적용성을 평가하는 것

이며, 원자로시설의 설계 또는 운전방법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화재위험도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기존 원전에 한 화재위험도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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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방호 관련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는 기존 화재방호 상태 또는 개선

될 화재방호가 기술적요건과 동등한 안전수준을 유지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화재위험

도분석 적합성 평가 방법 및 기준은 원자력법 시행령 제42조의4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를 따른다.

화재위험도분석(규제입장 1.2항 참조)을 통하여 적절한 화재안전성이 체방법(예를 

들면, 3시간 내화방벽에 1시간 내화방벽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정해진 요건과 다른 방

법)으로 설치될 수 있음을 보일 경우, 현재의 화재방호 관련 규정으로부터 면제승인을 

화재위험도분석 재평가 심의시 요청할 수 있다. 모든 면제요청은 화재방호 심층방어철

학이 적절히 유지되고 면제사항이 기술적으로 정당함을 분명히 입증하는 충분한 기술

적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 평가방법으로는, 해당 장소에 자동진압/감지기능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타 더 엄격한 화재예방/감지/진압방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충분한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세 화재위험도분석에 근거하여 체 화재방호설

비를 승인할 수 있다. 

- 체 화재방호설비는 제어실이나 비상제어실에서 고온정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

한 설비의 하나의 성공경로는 화재피해를 입지 않음을 보장

- 체 화재방호설비는 상온정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의 화재피해는 적합

한 시간(부지내에 저장된 기기를 이용한 소규모의 보수)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제

한되며 하나의 성공경로는 화재피해를 입지 않음을 보장

- 1시간 또는 3시간 내화방벽으로 난연성 방화도료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함.

- 설비개선에 의해서는 화재방호 안전수준을 기존 혹은 체 화재방호설비 이상으

로 향상시키지 않음. 

사업자가 불만족한 설비를 개선하고자 하나 전체적인 화재안전성에 도움이 되지 못

하는 경우에 체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체설비가 위의 네가지 기준을 만족하고, 

체설비가 적절한 화재안전수준을 유지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상세 화재위험도분

석에 근거하여 체 화재방호설비를 승인할 수 있다. 

1.8.2 화재사건 보고 및 기록

원자력발전소에서 화재방호와 관련된 어떤 사건에 한 보고 및 기록은 원자력안전

위원회 고시 제2013-7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11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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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른다. NUREG-1022 “Event Reporting Guidelines : 10 CFR 50.72 and 10 

CFR 50.73"을 참조할 수 있다.

1.8.3 NFPA 기술기준 불일치사항 평가

NFPA 기술기준에 따라 설계된 화재방호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하여, 공식적

으로 유효한 기술기준은 설계시점이나 화재방호설비에 해 규제기관에 공약한 시점

에 유효한 코드이다. 기술기준과의 불일치사항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나 화재위험도

분석에서 확인되고 설명되어야 한다. 불일치사항은 화재방호계통이나 설비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모든 신형 원전의 설계에서 규제기관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

해 요구되는 화재방호계통 및 설비에 한 설계 및 설치에 관련된 공식적으로 유효한 

기준은 신청서 제출 180일 이전에 유효한 NFPA의 기술기준들이다. 

사업자는 NFPA 기술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등가성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기술

적으로 동등함이 입증되고 방법, 계통 및 도구가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다면, 동등하거

나 우수한 품질, 강도, 내화성, 효율성, 내구성 및 안전성을 가진 방법, 계통 및 도구를 

NFPA 기술기준에서 규정된 방안의 체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 KEPIC의 화재 관련 

기술기준은 NFPA와 등가성이 있는 기술기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본 지침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규제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NFPA 및 KEPIC 기술기준의 불일치사항에 한 면제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 지

침에서 적절한 지침으로 참조하고 있는 NFPA 및 KEPIC 기술기준은 본 지침과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최근의 NFPA 및 KEPIC 기술기준에서는 관할권을 가진 당국(AHJ 

: Authority Having Jurisdiction)의 승인을 위해 체 계통, 방법 및 도구의 등가성을 입

증하기 위해 당국에 기술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자는 이러한 평가사항

을 문서화하고 규제기관 검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가 “설계는 NFPA 및 KEPIC 기술기준을 만족한다” 또는 “NFPA 및 KEPIC 

기술기준의 의도를 만족한다”라고 언급하고 기술기준의 불일치사항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 설계는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NFPA및 KEPIC 기술기준 기록에 

한 검사에 따른다.

1.8.4 화재모델링

화재방호계획의 변경에 화재모델링을 사용한 경우 사업자는 사용된 화재모델과 방

법이 관련요건을 만족함을 문서화해야 한다. 사업자는 분석에서 사용된 모델과 방법들



부록9.5.1-1                     - 28 -                   개정 4 - 2014. 12

이 분석의 특성 및 범위에 의해 엄격하게 요구되는 그들의 제한조건 범위내에서 사용

되었음을 문서화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간단한 수계산 또는 평가되어질 시나리오의 

특정 조건에 의존하는 복잡한 복합 컴퓨터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다. NFPA 805, 

“Performance-Based Standard for Fire Protection for Light-Water Reactor Electric 

Generating Plants”의 부록 C와 NEI 04-02 “Guidance for Implementing a Risk- 

Informed, Performance-Based Fire Protection Program Under 10 CFR 50.48(c)”의 부

록 D에는 화재모델을 결정하고, 제한범위 내에서 화재모델을 적용하는데 유용한 논의

사항들이 기술되어 있다. 

사업자는 공학적평가 공정의 일부분으로  다음과 같은 문서에서 승인된 화재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 NUREG-1824/EPRI 1011999, "Verification and Validation of Selected Fire 

Models for Nuclear Power Plant Applications" 

- NUREG-1805, "Fire Dynamics Tools (FDTs) Quantitative Fire Hazard Analysis 

Methods for the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Fire Protection 

Inspection Program"

사업자는 상기한 화재모델 이외에 타당성 검증이 특별하게 수행되지 않은 화재모델

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이러한 화재모델의 허용가능한 타당성 검증 자료를 제

공할 책임이 있다. 사업자가 제안한 화재모델의 타당성 검토 서류는 규제기관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하다.

2. 화재예방

화재예방은 화재방호를 위한 심층방어개념의 첫 번째 요소로 화재방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화재발생의 잠재성을 최소화 해야 한다. 화재예방에는 화재위험성이 적절하게 

방호되고 관리됨과 화재의 결과가 발생되는 화재에 제한됨을 적절한 수준으로 보장하

는 설계 및 행정관리 수단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화재위험

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관리 및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정상 및 비정상조건 혹은 

설비개선(예를 들면, 내화방벽이나 화재차단재의 파손, 화재감지 및 진압계통의 손상)

과 같은 기타 예상운전 그리고 보수작업중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화재위험상태는 책임

있는 경영층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고 화재감시 혹은 임시 내화방벽과 같은 적절한 보

완조치가 화재방호와 원자로안전을 위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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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영구히 종료하거나 폐로과정에 있는 발전소도 화재위험성은 지속적으로 변

하고 있으며, 화재방호계통과 설비들이 제거된 상태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화재예방 

속성은 화재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의 방출에 한 잠재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안점이다.

다음 절에서는 가연물과 점화원, 건물관리 검사와 같은 화재예방수단에 한 지침

을 제시하였다. 화재예방수단의 이행을 위한 조직적인 책임은 1.1항에서 다루어진다. 

NFPA 1, "Uniform Fire Code"에는 화재예방수단의 개발 및 이행에 사용되는 추가지침

을 포함하고 있다. 

2.1 가연성물질 관리

화재예방 행정관리는 가연성물질의 취급 및 사용을 관리하고, 안전에 중요한 지역

에 가연성물질의 저장을 금지하거나 적절한 화재방호기능을 가진 저장지역을 지정하

고, 안전에 중요한 발전소 지역의 특정 가연성물질(예: 나무)의 사용을 관리하는 절차

를 포함해야 한다.

2.1.1 임시 화재위험성

발전소의 모든 운전모드에서 안전에 중요한 건물이나 계통의 내부나 주위에 가연성

물질의 량저장을 금지해야 한다. 특히 정비 및 핵연료장전운전 기간에는 안전에 중

요한 계통이나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내부에 가연성물질 및 가연성액체, 나무 및 

플라스틱 제품, HEPA 필터 및 탄소필터, 건식이온교환수지, 기타 가연성물질과 같은 

임시적인 화재위험성의 취급을 관리하고 제한하는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제거할 수 없는 임시가연성물질은 관리되어야 하고 적절히 방호되어야 한다. 다음

과 같은 관리 및 방호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사용하지 않은 이온교환수지는 안전에 중요한 기기에 노출되어 있거나 설치

되어 있는 지역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 위험한 화학물질은 안전에 중요한 기기에 노출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는 지

역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 안전에 중요한 기기나 계통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 내부에서 나무를 사용하는 

것은 체할 수 있는 적절한 불연성 물질이 없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정비 및 

핵연료장전운전기간에 안전에 중요한 지역에서 사방 6인치보다 적은 모든 목

재(받침목이나 비계목과 같은)를 사용할 경우 방염처리를 하여야 한다(NF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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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참조). 안전에 중요한 지역에서 목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되는 시점에 반

입하여야 한다. 

- 플라스틱 재질은 가능한 한 최소로 사용하여야 한다. 염소중합체(PVC)나 네오

프렌(Neoprene)같은 할로겐족 플라스틱은 체할 수 있는 적절한 불연성 물질

이 없을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방염 및 난연성 재질을 포함한 모든 플라

스틱 재질은 매우 심하게 연소하고 일반 탄화수소와 유사한 범위의 열량을 발

생한다. 이러한 물질의 연소시 시야를 방해하는 심한 연기를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공기필터, 특히 탄소 및 HEPA 필터의 성능이 심각하게 저하된다. 또

한 할로겐족 플라스틱은 연소할 경우 인체에 유해하고 기기를 부식시키는 자

유염소와 탄산염소를 방출한다. NFPA 701, “방염 섬유 및 막의 화재시험 표

준방법”은 방염 플라스틱막(예: 플라스틱 판지, 방수포)의 화재시험지침을 제

시하고 있다. 

- 안전에 중요한 지역에서 HEPA 및 탄소필터, 건식 이온교환수지, 기타 가연성

물질은 사용되는 시점에 반입되어야 하며 관리되어야 한다. 

- 처리되지 않은 가연성 포장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기기나 제품(신연료와 같은)

은 운전상 필요하면 안전에 중요한 지역에서 포장을 해체할 수 있으나 가연성 

포장용기는 즉시 반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임시가연성물질은 승인된 용기에 

저장되지 않으면 반입되지 않아야 한다. 목재, 종이 팻밥 및 폴리에틸렌 판

지와 같은 가연성 포장재는 자동폐쇄 기능이 있는 폐된 금속재 용기에 보관

되어야 한다. 

- 사용된 이온교환수지, 탄소필터나 HEPA 필터와 같이 방사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은 폐된 금속용기에 저장하거나 점화원과 가연물이 없는 지역에 

있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들 재질은 주변지역의 화재에 노출되지 않도

록 방호되어야 한다. 저장되어 있는 방사성물질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방출열

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 보수작업기간에 사용된 임시 전력케이블은 임시 가연물이자 임시 점화원이다.  

임시 전력 공급 및 분배를 위한 적절한 화재방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1.2 변경절차

화재방호계획에서 화재예방에 한 요소는 발전소 변경시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변

경절차에는 화재예방측면의 설계 특성과 계획에 한 변경작업의 영향을 평가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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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발전소 설비변경을 위한 설계시 규제입장 4.1.1항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설비개선시 화재방호 요원은 고정적인 

화재부하가 화재위험도분석에서 계산된 양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하며, 초과하

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방호하고 화재위험도분석을 수정하여야 한다.

2.1.3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와 기체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와 기체는 잠재적 화재위험성을 지닌 물질이므로 이러한 물

질을 사용, 취급 및 저장을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의 

취급, 사용 및 저장은 최소한 NFPA 30, "Flammable and Combustible Liquids Code"의 

조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연성 액체 및 기체를 위한 다양한 저장 및 배관류들은 안전에 중요한 계통에 화

재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계통은 가연성물질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안전계통이나 가연물의 

특성 때문에 격리가 불가능할 경우, 화재로 인하여 안전계통의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

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가연물을 연소시킬 

수 있는 화재를 억제하고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동화재진압설비와 구조물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통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격리되지 않아도 될 가연성물질의 예

로는 비상발전기 일일연료탱크, 터빈-발전기 윤활유 및 유체계통  및 원자로냉각재펌

프 윤활유계통이다. 

디젤연료탱크는 규제입장 6.1.8 및 7.4항의 지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터빈-발전기 윤

활유 및 유압유계통은 규제입장 7.2의 지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 윤

활유계통은 규제입장 7.1의 지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량의 가스 저장 및 사용은 규제입장 7.5의 지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2.1.4 외부/노출 화재위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가연성 액체 및 가스 저장조와 같은 설비

에 근접해 있는 경우 사업자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미치는 노출화재의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NFPA 80A, "Recommended Practice for 

Protection of Buildings from Exterior Fire Exposures" 은 노출화재에 한 방호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NFPA 30, “Flammable and Combustible Liquids Code”은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저장탱크로부터 최소한의 격리거리에 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NF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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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Standard for the Storage, Use, and Handling of Compressed Gases and Cryogenic 

Fluids in Portable and Stationary Containers, Cylinders, and Tanks"은 가스 및 액화 수

소에 한 격리 거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규제입장 7.5) NFPA 58, "Liquefied 

Petroleum Gas Code"은 액화석유가스에 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사무실, 창고, 보조보일러실, 연료탱크 및 가연성 액체 저장탱크와 같은 다양한 지

역에서는 화재나 연기를 포함한 화재의 영향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

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치되고 방호되어야 한다. 

삼림화재(예를 들면, 삼림, 잡목, 초목)에 의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리학적인 지역에

서, 사업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하여 삼림화재에 의한 잠재

적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야 한다. NFPA 1144, "Standard for Protection 

of Life and Property from Wildfire"에 삼림화재의 심각성과 적절한 방호수단을 평가

하는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2.2 점화원 관리

전기설비(영구 또는 임시), 고열작업(나염, 용접, 절단 및 연마), 고온장비 및 표면, 

가열장비(영구 또는 임시설비), 반응성 화학물질, 정전기 및 흡연은 잠재적인 점화원이

다. 설계, 설치, 변경, 유지보수 및 운전절차 및 실습 등을 통하여 잠재적인 점화원을 

제어해야 한다. 공학적 설계실무는 전기장비가 산업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설계되

고 설치되었으며, 열발생장비나 고온의 장비가 적절하게 냉각되거나 가연성물질과 격

리되며,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와 가스들이 점화원에 노출되어 폭발되는 가능성을 최

소화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RG 1.191, “Fire Protection Program for Nuclear 

Power Plants During Decommissioning and Permanent Shutdown”의 규제입장 3.5에는 

운전을 영구히 종료한 발전소에 한 유사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2.2.1 나염, 용접, 절단 및 연마(고열작업)

용접이나 불꽃 절단과 같이 점화원이 이용되는 작업은 엄중하게 관리되는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직접 보조하는 인원은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재방호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화재감시인으로 직접 작업을 감시해야 한다.  

나염, 용접, 절단, 납땜작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점화원의 사용은 고열작업 허가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작업이 수행되는 작업장마다 별도의 허가가 발행되어야 한다.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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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교 조의 교 시간 이상 계속될 경우 작업허가는 발전소가 정지기간의 특정작

업기간이나 발전소가 운전중인 경우 24시간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NFPA-51B, 

"Standard for Fire Prevention During Welding, Cutting and Other Hot Work"은 용접

이나 절단작업에 따르는 위험에 한 안전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2.2.2 임시 전기설비 설치

원자력발전소에서 임시설비의 사용은 특히 핵연료장전기간의 유지보수와 기타 작업

을 보조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일이다. 일부 임시설비의 규모 및 복잡성 관점

에서, 적절한 공학적 감각과 설계근거를 유지(설치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발전소 

행정관리를 통하여 임시설치작업에 한 공학적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

에는 적절한 주의, 제한, 유지/보수작업이 설치기간동안 확립되어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IEEE Standard 835, "Standard Power Cable Ampacity Tables,"와 ANSI/IEEE C.2, 

"National Electrical Safety Code," 그리고 NFPA 70, "National Electrical Code"는 근접

한 케이블의 전압강하를 포함한 임시 전기설비 설치작업에 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

다. 

2.2.3 기타 점화원들

공기유동 확인과 같은 누설시험시 나염이나 연소로 인한 연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임시 전열기 사용을 관리하는 절차 또는 실무관행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발전소 

지역에서 난방기나 유지보수 장비(지붕 작업을 위한 타르 가열 솥)의 사용은 발전소 

화재방호 담당직원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 및 검토되어야 한다. 임시 전열기들이 가연

성물질이나 표면과 요구되는 격리를 포함하여 목록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됨을 보장하

는 절차나 실무관행이 수립되어야 한다. 임시 전열기는 가연성물질, 장비 및 구조물을 

제거하는 절차를 포함한 임시전열기 사용절차에 따라 설치되고 붕괴되지 않도록 안전

한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아스팔트와 타르 솥은 안전한 장소나 가연성물질의 점화원

이 되지 않는 지점에 있는 내화받침위에 위치하여야 한다. 솥이 달구어져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감시되어야 하고 금속제 솥뚜껑과 소화기가 있어야 한다. 

2.3 작업실 청결관리

사업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화재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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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관리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작업완료 후 또는 작

업교 전에 쓰레기, 부스러기, 파편, 기름잔재 및 기타 가연성물질의 제거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화재방호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

인 작업실 청결검사 수행되고 유질될 수 있는 절차가 행정관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RG 1.39, "Housekeeping Requirement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는 가연

성물질의 폐기를 포함하는 작업실 청결관리에 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2.4 화재방호계통 유지보수 및 장애

화재방호 행정관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화재방호설비는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하여 유지되고 시험되어야 한다 (규제입

장 1.6.1의 세 번째 항목 참조). 

- 내화방벽, 화재감지 및 화재진압설비의 정비는 허가제도로 관리되어야 하고 

보완조치(규제입장 1.5장 참조)는 계통이 분해된 장소에 시행되어야 한다. 

- 성공적인 화재방호를 위하여 화재방호설비에 한 검사, 시험 및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한다. 화재방호계통의 일상적인 시험과 검사와 관련된 시험원과 그

들의 책임을 기술한 시험계획이 개발되어야 한다. 시험계획에는 시험의 형태, 

주기 및 상세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시험주기 및 형태는 화재방호계통의 기

록에 적용하는 코드에 근거하여야 한다. 또한 절차서에는 화재방호계통이 손

상되거나 발전소 유지/보수기간에 화재방호(예: 화재감시인) 상태를 유지하는 

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 방화댐퍼, 방화문 및 관통부 봉재와 같은 내화방벽은 일정한 주기로 검사되

어야 한다. 관통부 봉재는 봉재가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장하는 주기

와 상 적인 샘플에 근거하여 시험될 수 있다. 샘플 규모와 검사주기는 관통

부 전체수와 실패율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검사주기는 모든 관통부가 

매 10년에 검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 시험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추가적인 지침은 NFPA 25, "Standard for the 

Inspection, Testing, and Maintenance of Water-Based Fire Protection Systems"에 제시

되어 있다.

3 화재감지 및 진압

3.1 화재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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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화재위험도분석과 규제요건은 발전소의 화재감지 및 진압계통의 범위를 

결정하는 반면에 적용 가능한 산업기술기준은 계통 및 기기의 설계, 설치 및 시험 요

건들을 결정한다. 화재감지계통의 설계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한 화재영향을 최소화한다. 자동화재감지계통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들에 한 노출 화재 위험이 존재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발전소 모든 지역에 설치되어

야 한다. 이들 화재감지계통은  소외전원과 항상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안전정지계통의 보호에 관하여 규제입장 5.3항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항목에는 

“추가적으로 화재감지와 화재자동진압계통은 방화지역에 설치되어야 된다”라고 기

술되어 있다. 자동화재감지기가 설치된 지역의 경우 방화지역 전체를 완전하게 보호하

여야 한다. 단지 부분적으로 보호되는 지역의 경우 화재위험도분석을 통하여 요구되는 

방호설비에 한 설계의 적절성을 입증해야 한다.

3.1.1 화재감지 및 경보계통 설계 목적과 성능기준

화재감지와 경보계통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

- 감지계통은 안전에 중요한 기기에 한 노출화재 위험이 있거나 포함하고 있

는 모든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 화재감지 및 경보계통은 NFPA 72, "National Fire Alarm Code"에 규정된 

Class A 계통과 NFPA 70, "National Electrical Code"에 규정된 Class I 회로의 

요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화재감지기는 NFPA 72, "National Fire Alarm Code"에 따라 선택 및 설치되

어야 한다. 펄스-라인형 열 감지기에 한 사용전 및 주기적인 시험을 통하여 

사용된 주기가 발전소 다른 계통의 보호계전기(protective relays)의 작동에 영

향을 주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화재감지 및 경보계통은 제어실에 음향 및 시각적 경보를 제공한다. 주어진 

방화지역 내에서 구역감지계통이 사용된 지역의 경우 어떤 감지지역이 작동되

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발전소의 다른 경보와 혼동되지 않도록 화재 경보는 구별되고 독특해야 한다.

- 화재감지계통과 화재자동진압계통에 설치된 모터구동 제어밸브에는 1차 및 2

차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1, 2차 전원공급은 NFPA 72, "National 

Fire Alarm Code"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2차 전원공급원인 4시간 배터리 

공급원과 함께 1차 전원공급으로 정상적인 소외전원을 사용하고, 소외전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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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고(LOOP)시에는 4시간 내에 비상전원 Class 1E에 수동으로 연결함으로 

규정에 적합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RG 1.6, "Independence 

between redundant Standby (Onsite) power sources and between their 

distribution systems,"와 RG 1.32, "Criteria for Power Systems for Nuclear 

Power Plants," 및 RG 1.75, "Physical Independence of Electric Systems"에 따

라야 한다.

- 심각한 지진활동 지역에서는 화재감지와 경보계통이 안전정지 지진 이후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시 고려하여야 한다.

- 화재감지 및 경보계통은 다음의 경우에도 본래의 설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1) 토네이도, 태풍, 홍수, 눈보라 또는 지정학적 특성인 

낮은 강도의 지진과 같은 가장 심각도가 높은 자연현상( 략 10년에 한번)보다 

빈도는 높고 심각도는 낮은 자연현상, (2) 유조선충돌이나 비행기 추락 등과 같

이 특정 발전소에서 적절한 확률을 가진 잠재적인 인적관련 부지연계사건

- 원자로건물 화재감지계통은 규제입장 6.1.1.3의 지침에 따라 원자로건물을 위

해 설치되어야 한다.

- 제어실 화재감지 및 경보는 규제입장 6.1.2의 지침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 안전에 중요한 기기를 포함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는 제어실에 경보 

및 통보할 수 있는 자동화재 감지기가 제공되어야 한다. 발전소 컴퓨터실, 스

위치 기어실, 원격정지반, 배터리실, 디젤발전기지역, 펌프실, 신 혹은 사용 후 

연료지역, 방사선폐기물 지역, 정화지역. (규제입장 6.1과 6.2도 참조)

3.2 화재방호 용수공급 계통

3.2.1 화재방호 용수공급

NFPA 22, "Standard for Water Tanks for Private Fire Protection"과 NFPA 24,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Private Fire Service Mains and Their Appurtenances"

는 화재방호 용수공급에 한 지침을 제공한다. 화재방호 용수계통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두 개의 계열로 분리되고 신뢰성이 보장된 청수 공급이 가용해야 한다. 모든 

청수가 소모되지 않았다면, 바닷물이나 소금기 있는 물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

다.

- 소화용수 공급은 2시간 동안 최 예상유량에 근거하여 계산되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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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000ℓ(300,000 gal)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이 유량은 스프링클러(NFPA 

13,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Sprinkler Systems") 또는 일제분사식

(NFPA 15, "Standard for Water Spray Fixed Systems for Fire Protection")계

통의 최  설계 요구량에 수동 호스 요구량인 1,900ℓ/min (500 gpm)을 합산

한 것에 기초한다. 

- 소화용수가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두 개의 100% 용량의 탱크(최소 

1,136,000ℓ)가 설치되어야 한다. 두 개의 탱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펌프

가 한 쪽 혹은 양쪽에서 흡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의 탱크 또는 배

관에서 발생한 손상으로 인하여 양쪽 탱크가 배수되지 않아야 한다. 용수공

급능력은 8시간 내에 한쪽의 탱크를 다시 채울 수 있어야 한다. 

- 용수공급 탱크에 소화수 저장과 공중위생 혹은 공공시설 용수를 저장할 수 

있다. 그러나 소화용수 최소저장량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용수 서비스

를 위한 수직 배관과 같이 수동적인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탱크출구 밸브

의 잠금을 포함한 행정관리로만 최소 용수량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은 허용할 

수 없다.

- 충분한 양의 하천 또는 저수연못은 화재방호를 위한 유일한 소화용수원으로

서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 이상의 취수건물 내에 분리된 다중의 흡입원을 요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하나의 공급원이 사용불가능인 경우가 다른 공

급원도 사용불가능하지 않도록 흡입원을 분리하여야 한다.

- 공동 용수공급이 화재방호와 최종 열제거원으로 허용된 경우 다음의 조건들

이 만족되어야 한다. 

   + 추가적인 화재방호 용수 요건들이 총 저장능력에 반영되어 설계됨.

   + 화재방호계통의 실패가 최종 열제거원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 두 개의 소화용수 공급원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용수계통은 영구적

으로 주소화수계통에 연결되어야 하고, 주소화수계통에 자동으로 배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계통에서 펌프, 제어, 전원공급은 주소화수펌프 요건을 만

족해야 한다. 화재방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용수계통은 발전소 안전정지

를 위해 요구되는 기능에 부적합하게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다른 계통의 운

전불능이 주소화계통의 기능을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 다수 호기 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는 공동의 주소화수 배관망과 함께 공동으

로 용수 공급이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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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용수공급원이 소화수계통의 부식에 의한 생물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침식

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제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리와 여과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정화되지 않은 용수인 경우 소화용수 배관망에 한 주기적인 세정이나 

유동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 안전정지 지진 발생시 발전소 안전정지에 필요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의 수동진화를 위하여 최소한 두 개의 소화전(standpipes)과 호스연결부에 소

화용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한 호스함을 위한 배관계통은 안전정지 지진

하중에 하여 분석되어야 하고, 계통압력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능요건에 영향이 있는 배관과 밸브는 최소한 ASME B31.1,  

"Power Piping"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한 소화수는 필수용수계

통과 같은 내진 1등급 용수로부터 헤더에 연결된 밸브를 수동으로 동작하여 

공급할 수 있다. 교차연결(cross connection)은 (1) 최소한 두 개의 호스함에 소

화수를 공급(248 ℓ/min (75 gpm))할 수 있어야 하며, (2) 내진 1등급 용수계통

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함(내진 1등급 용수계통의 성능을 저하시

키지 않아야 한다.)

3.2.2 소방펌프

소방펌프는 NFPA 20,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Stationary Pumps for Fire 

Protection"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소방펌프가 계통압력 또는 유량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소외전원상실이

나 최 용량의 펌프가 운전 불가능인 상태로 가정하고서도 100% 용량을 공급

됨을 보증하기 위한 충분한 수의 펌프가 설치되어야 한다. (즉, 3개의 50% 펌

프 또는 2개의 100%펌프). 전기구동 소방펌프와 디젤구동 소방펌프 또는 다중

성 Class 1E 비상전원과 연결된 두개 이상의 내진 등급 I Class 1E 전동기구동 

소방펌프를 설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RG 1.6, "Independence Between 

Redundant Standby (Onsite) Power Sources and Between Their Distribution 

Systems,"와 RG 1.32, "Criteria for Power Systems for Nuclear Power Plants," 

및 RG 1.75, "Physical Independence of Electric Systems"를 참조할 수 있다.

- 주소화수 배관망과 소방펌프의 연결부는 격리밸브(sectionalizing valve)로 격리

된다. 각 펌프와 구동 및 제어장치는 최소 3시간의 내화성능을 가진 내화방벽

으로 다른 소방펌프가 있는 지역과 격리된 격실에 배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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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젤구동 소방펌프의 연료는 안전에 중요한 설비가 화재원에 노출되지 않도

록 격리되어야 한다. 

- 펌프의 기동상태, 구동장치의 가용성, 기동실패 및 주소화수 배관의 저압력을 

지시하는 경보 및 신호표시기가 제어실에 설치되어야 한다. 

3.2.3 주소화수 배관

지하 매설 주소화수 배관은 예상되는 소화수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NFPA 24,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Private Fire Service Mains and 

Their Appurtenance”는 이러한 설비에 적절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ANSI나 

AWWA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와 같은 조직이 개발한 다른 설계코드나 

표준을 인용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허용기준이 기술되어야 한다. 

- 배관 형태 및 수처리는 변수의 하나로 침부식에 한 설계 고려사항이다. 

- 주소화수 배관을 검사하고 세정하는 방법이 제시된다. 

- 구역제어밸브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폐표시형밸브로 설치되어야 한

다.

- 주소화수 배관 및 수계소화설비에 있는 제어밸브 및 구역제어밸브는 전기적

으로 감시되거나 행정적으로 관리(열쇠 잠금장치 또는 부정 조작 방지용 봉

재)되어야 한다. 전기감시신호는 제어실에 지시된다. 화재방호계통의 모든 밸

브들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 주소화수 배관은 규제입장 3.2.1항에 기술한 바와 같이 소화전과 호스류에 내

진등급으로 설계된 용수를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용수나 위생용수

계통 배관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 주소화수 배관은 서로 교차 연결되어 있는 발전소로 구성된 다수호기 발전소부

지에서 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구역관리밸브는 각 발전소를 둘러싸고 있는 

주소화배관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1.6 km 또는 그 이상의 거리로 넓게 

격리되어 있는 다수호기 발전소에 하여는 별도의 주소화배관이 사용된다. 

- 안전에 중요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방호하는 1차 또는 보조 화재진

압설비에 소화수공급을 차단하지 않고 유지보수 및 정비작업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주소화수 배관의 일부를 격리하기 위하여 구역제어밸브가 설치된다. 

- 안전에 중요한 기기에 화재위험을 주는 지역에 설치된 자동 혹은 수동 화재

진압설비에 소화수 공급을 차단하지 않고 유지보수 및 정비작업을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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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주소화배관으로부터 옥외소화전을 격리하기 위하여 밸브가 설치된다.

- 스프링클러 계통과 소화전은 단일고장이나 배관파손이 일차 소화계통과 보조 

소화계통을 동시에 손상시키지 않도록 지하 매설 주소화수 배관에 연결되어 

있다. 헤더가 내진등급으로 설계되어 있는 소화전계통(hose standpipe system)

의 한 부분인 경우 스프링클러계통을 지원하는 첫 번째 밸브를 포함하며, 

ASME B31.1의 요건을 만족하는 강관과 관부속품들이 헤더까지 사용되는 한, 

체방안으로 각각의 끝단으로부터 헤더 공급관은 스프링클러와 소화전계통 

모두에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건물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한 헤더

를 설치할 경우, 헤더는 옥외소화전 주소화수계통의 연장으로 간주한다. 각 스

프링클러와 소화전계통은 OS&Y(Outside Screw & Yoke)게이트밸브나 차단밸

브와 유수경보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3.3 자동진압설비

자동진압설비는 화재위험도분석 결과, 안전정지에 필요한 다중계통이나 기기와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규제입장 5.5 두 번째 및 세 번째 항목 및 6 참조).

심각한 지진활동지역에서는 안전정지 지진 이후에도 기능이 유지되도록 화재진압설

비를 설계할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화재진압설비는 다음의 경우에도 본래의 설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 태풍, 홍수, 눈보라 또는 지정학적 특성인 낮은 강도의 지진과 같은 가장 심

각도가 높은 자연현상(약 10년에 한번)보다 빈도는 높고 심각도는 낮은 자연현상, (2) 

유조선 또는 비행기 충돌 등과 같이 특정 발전소에서 적절한 확률을 가진 잠재적인 

인적관련 부지연계사건

방화지역의 천장에 위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와 감지기 상부에 열수집을 위한 

금속판(방안의 중간높이로 천장에 부착된 배관 및 케이블 트레이 하단)을 사용하는 수

계소화계통과 화재감지계통에 해서는 이러한 설계가 허용작동시간을 만족함을 입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판은 스프링클러 헤드 또는 감지기를 효과적으로 작동

하기 위해 열을 적절하게 수집하지 못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계통의 응답을 방해

할 수 있다.

3.3.1 수계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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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소화설비에 의한 방호가 필요하지 않지만 분사된 소화수에 의해 부적절한 피해

를 받는 안전에 중요한 장비는 적절히 방호되어야 한다(수막 혹은 물차폐막). 범람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안전에 중요한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배수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3.3.1.1 스프링클러 및 물분무소화설비

스프링클러 및 물분무 소화설비는 자동 수계소화설비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다. 스프링클러 및 물분무 소화설비는 최소한 NFPA 13 및 NFPA 15와 같은 적절한 기

준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3.1.2 미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는  특수환경, 특히 물 분사가 제한적이어야 할 경우에 도움이 된다. 

미분무소화설비는 NFPA 750, "Standard on Water Mist Fire Protection Systems"와 같

은 적절한 기준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3.1.3 포워터 스프링클러 및 포헤드설비

가연성 액체를 포함하는 화재에는 포소화가 효과적이다. 포 스프링클러 및 분무계

통의 사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포 스프링클러 및 분무계통은 NFPA 16,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Foam-Water Sprinkler and Foam-Water Spray Systems" 와 NFPA 

11, "Standard for Low-, Medium-, and High-Expansion Foam"와 같은 적절한 기준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3.2 가스계 소화설비

운전요원이 안전정지 조치를 수행하거나 화재진압활동이 필요한 지역에 가스계 소

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역의 거주성에 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가스

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지역에는 개구부가 적절히 봉되어야 하며, 가스계 소화설비는 

바닥배수구와 기타 개구부를 통하여 소화약제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

계되어야 한다(규제입장 4.1.5항 참조). 

가스계 소화설비의 설계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최소 요구가스 농도, 분배, soak time 및 배기제어

- 가스와 관련된 산소결핍 및 독성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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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 열충격(냉각) 손상 가능성

- 방출기간의 과압방지를 위한 배기와 약제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봉간의 상

충되는 요건

- 연동 감지기의 선정 및 위치

- 약제의 열분해 생성물의 독성 및 부식 특성 

전역방출 가스소화설비가 사용되는 지역에는 지역의 급기/배기 환기댐퍼가 필요한 

가스농도를 유지하도록 적절한 기준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NFPA 

12, "Standard on Carbon Dioxide Extinguishing Systems,"와 NFPA 12A, "Standard on 

Halon 1301 Fire Extinguishing Systems," 그리고 NFPA 2001, "Standard for Clean 

Agent Fire Extinguishing Systems" 및 규제입장 4.1.4.4항 참조할 수 있다.

가스계 소화설비의 적합성과 가스 소화약제가 방사되는 방호지역의 경계 봉부는 

해당 NFPA 기준에 따라 시험되어야 한다. 

수동 가스계 소화설비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방호하는 1차 진

압계통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지만, 자동 수계화재진압설비의 보조설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3.3.2.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NFPA 12, "Standard on Carbon Dioxide Extinguishing 

Systems"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자동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사용되는 지역에서

는 작업자의 피를 위하여 분사전 경보설비와 분사지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현장에

서 자동 이산화탄소 소화계통의 작동을 국부적으로 제한하는 설비는 열쇠로 잠그고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자동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규제입장 2.4항에 기술되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동을 해제하지 않아야 한다. 

NFPA 12의 지침에 추가하여, 고압 이산화탄소 용기의 약제량의 확인을 포함한 계

통의 예방정비 및 시험이 실시되어야 한다. 

3.3.2.2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는 NFPA 12A, "Standard on Halon 1301 Fire Extinguishing 

Systems"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자동 진압설비가 사용되는 지역은 작업자의 피

를 위하여 분사전 경보계통과 분사지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현장에서 자동 진압설비

의 작동을 국부적으로 제한하는 설비는 열쇠로 잠그고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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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설비는 2.4항에 기술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동을 해제하지 않아야 한다. 

NFPA 12A의 지침에 추가하여, 할론 저장용기의 약제량의 확인을 포함한 계통의 예

방정비 및 시험이 실시되어야 한다. 

3.3.2.3 청정 소화약제 소화설비

할론 체물질(혹은 청정 소화약제) 소화설비는 NFPA 2001, “Standard for Clean 

Agent Fire Extinguishing Systems.”과 같은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승인된 약제

만 사용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작동을 국부적으로 제한하는 

설비는 열쇠로 잠그고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자동 진압설비는 2.4항에 기술되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동을 해제하지 않아야 한다. 

NFPA 2001의 지침에 추가하여, 청정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약제량의 확인을 포함한 

계통의 예방정비 및 시험이 실시되어야 한다. 

3.4  수동진압설비 및 장비

사업자는 화재피해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수동소화기능을 발전소 전체에 갖추

어야 한다. 호스와 노즐로 이루어진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및 휴 용 소화기를 적절

히 훈련된 소방 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3.4.1 소화전과 호스함

소화전 설비는 안전에 중요한 설비가 있거나 화재위험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지점에

도 최소한 하나의 호스류가 도달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섬유로 피복된 

직경 38 mm 및 최 길이 30.5 m인 호스연결부가 있는 소화전 및 호스와 적당한 노즐

이 모든 건물의 바닥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통은 소화전계통의 크기, 공간 및 

배관 지지  요건이 기술된 NFPA 14,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Standpipe and 

Hose Systems" 를 만족하여야 한다. 

호스함은 소방활동시 접근과 사용이 편리하도록 화재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라 배치

되어야 한다. 어떤 지역에 설치된 단 하나의 호스함에 화재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체 호스함이 그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각 지역에 설치되는 호스노즐은 화재위험도분석에 근거하여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

다. 분사/직사형의 일반적인 혼합형 노즐은 직사류가 과도한 기계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지역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고전압 충격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고정식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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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형 노즐이 설치되어야 한다. 모든 호스노즐은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동중인 

전기설비의 물분무 안전거리에 한 지침은 NFPA Fire Protection Handbook Vol II, 

Section 10의 1장에 제시되어 있다. 소방호스는 NFPA 1961, "Standard on Fire Hose"

의 권고를 만족하여야 하고, NFPA 1962, "Standard for the Inspection, Care, and Use 

of Fire Hose Couplings and Nozzles and the Service Testing of Fire Hose"의 권고에 

따라 수력학적으로 시험되어야 한다. 

3.4.2 옥외소화전과 호스함

영구적이거나 임시 가연성물질이 안전에 중요한 장비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어떠

한 지역에도 호스류가 충분히 분사될 수 있도록 옥외소화전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옥외소화전은 주소화수배관에 략 76 m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NFPA 24,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Private Fire Service Mains and Their 

Appurtenance”에서 권고한 호스, 혼합형 노즐, 기타 보조설비가 구비된 호스함이 305 

m 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이에 한 체방안으로, 호스

수레나 트럭과 같은 관련 설비와 호스가 구비된 이동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이동수단은 3개의 호스함에 구비된 장비와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 이송장비는 좋은 

작업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화재진압활동에 꾸준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 소방 가 사용하는 것과 병용할 수 있는 나사산이 모든 옥외소화전, 호스 

연결구, 옥내소화전에 갖추어져야 한다. 체방안으로 충분한 수의 호스 나사산 어답

터가 갖추어져도 무방하다. 소방호스는 NFPA 1962, “Standard for the Inspection, 

Care, and Use of Fire Hose, Couplings and Nozzles and the Service Testing of Fire 

Hose”의 권고에 따라 수력학적 시험되어야 하고 옥외 호스함의 소방호스는 매년 시

험되어야 한다. 

3.4.3 수동 포소화설비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 화재위험에 하여, 수동 화재진압을 위한 수동 포소화설비

의 사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 계통은 필요에 따라 NFPA 11, “Standard for Low-, 

Medium-, and High-Expansion Foam”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4.4 소화기

소화기는 안전에 중요한 설비에 화재노출위험이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지역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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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소화기는 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에 중요한 장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NFPA 10, "Standard for Portable Fire 

Extinguishers"은 소화기의 설치(위치 및 거리), 사용 및 분사에 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3.4.5 고정식 수동 진압

일부 고정식 화재진압설비는 수동으로 작동될 수 있다 (고정진압계통이 10 CFR 50

의 부록 R의 III.G.3에 따라 설치된 경우). 수동 동작은 일반적으로 수계 분무계통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가스계 소화설비는 자동 수계진압계통을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경우

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고정식 수동진압계통은 NFPA의 적절한 기준에서 

적용가능한 지침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자동계통을 수동조작계통으로 변경하는 것

은 적절한 평가에 의해 지원되어야 한다.

3.5 수동 화재진압능력

3.5.1 소방

화재진압을 위하여 훈련되고 장비가 갖추어진 초동소방 가 구성되어야 한다. 초동

소방 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발전소 모든 지역에 

적절한 수동 화재진압능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발전소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소

방 장은 열쇠가 잠긴 모든 문의 열쇠에 하여 비하여야 한다. 

초동소방  훈련 및 자격에 한 지침은 규제입장 1.6.4항에 제시되어 있다. NFPA 

600, “Standard on Industrial Fire Brigades”의 지침은 초동소방 의 구성, 훈련, 운영

에 한 적절한 허용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

3.5.1.1 초동소방  요원

초동소방 는 각 교 조마다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교 조 감독자는 

소방 의 일원이 될 수 없다. 

3.5.1.2 장비

초동소방 에 지급되는 장비는 방화복 상하의, 장화, 장갑, 방화모, 비상통신설비, 

휴 용 전등, 휴 용 환기장비, 소화기로 구성된다. 초동소방 , 피해관리, 제어실 종사

원들에게는 전면 양압 방독면을 갖춘 자가호흡장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초동소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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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최소한 10개 이상의 방독면이 준비되어야 하고 제어실 종사원들에게는 가능

하면 저장탱크로부터 다기관을 통하여 호흡용공기를 공급하는 것이 좋다.  자가호흡장

비의 정격공급용량은 최소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추가적인 지침은 NFPA 1404, 

“Standard for Fire Service Respiratory Protection Training”에 제시되어 있다.

자가호흡장비마다 저장용기에 최소 1시간 이상의 호흡공기가 추가로 발전소에 준비

되어야 한다. 추가로, 소방 원을 위하여 발전소에 6시간 공급용량의 공기를 비축하여 

소방 원이 돌아왔을 때 신속하고 충분히 소모된 공기병을 재장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공기압축기가 호흡용공기원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발전소에서 승인된 공기

만 사용되어야 하고 공기압축기는 소외전원상실의 경우에도 운전가능해야 한다. 공기

압축기를 먼지와 오염물질이 없는 지역에 위치하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료재장전 및 정비기간중, 화재방호 및 피해관리요원을 위하여 원자로건물 입구근

처에 적당한 자가호흡장비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들 장비는 일반 발전소 작업에 사용되는 호흡장비나 공기공급계통과는 별도로 준

비되어야 하고 비상장비로 분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3.5.1.3 화재진압 절차 및 사전계획

화재가 발생하여 제어실에 통보되면 소방  활동을 관리하고 화재방호 전략을 정의

할 수 있는 절차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 화재보고를 받거나 제어실 화재경보반의 경보를 듣고 소방 (초동소방 , 자

체소방  및 지역소방 )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제어실 요원이 취해야 할 행

동, 예를 들면, 방송을 통한 화재위치통보, 화재경보 발령, 교 조장 및 소방

장에게 화재형태, 규모 및 위치 통보

- 제어실로부터 화재통보를 받고 초동소방 가 취해야 할 행동, 예를 들면, 지

정된 장소에 집합, 소방 장으로부터 명령 수령, 소방장비의 선정 및 화재장소

까지의 이동, 보호장비의 선택, 화재진압장비 사용지침의 선택, 화재장소에서 

화재진압을 위한 사전 전략의 선정을 포함한 특정소방업무의 수행

- 발전소 모든 지역에서의 화재진압전략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사전계획에 포함된 각 지역의 화재위험

   + 화재안전정지를 위해 신뢰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

   + 그 지역의 화재위험에 관련되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가장 알맞은 소화약

제와 이 소화약제의 가장 가까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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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에 영향이 없는 환기방향, 접근복도, 계단, 출입문의 관점에서 각 지역

의 화재를 진압하기에 가장 좋은 방향, 화재진압에 최고의 장소 및 높이

(층), 잠금장치에 의해 폐쇄된 문을 포함하는 모든 접근 및 피로에 한 

적절한 주의사항과 접근방법 

   + 현장 화재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영해야 하는 발전소 계통과 그러한 운

영에 필요한 현장 및 원격조정장치의 위치(예를 들면, 화재진압 절차서에 

포함된 지역/구역에서 과압이나 전기위험 때문에 그 지역 내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압 혹은 전기계통)

   + 현장의 화재를 진압하는 동안 냉각시킬 필요가 있는 특별히 열에 민감한 

계통과 기기와 특히, 냉각이 필요한 위험한 가연성물질

   + 모든 화재진압기능이 모든 교 조 전원에 부여되도록 하기 위한 소방 의 

구성 및 직무에 따른 특수업무의 부여. 이들 업무에는 소방 의 명령관리, 

화재진압 및 보조장비의 화재장소로의 운반, 화재지점에 소화약제의 투약, 

제어실과의 통신, 외부소방 와의 협조가 포함된다. 

   + 방화지역/구역의 방사선위험 및 독성위험 가능성

   + 환기방향이 화재억제나 배연운전으로 변경될 경우 바람직한 발전소 공기

분배를 보장하는 환기계통 운전.

   + 제어실 운전 및 교 조원의 협조/권한

   + 화재시 발전소 운전원과 일반 발전소 종사자를 위한 지침

   + 소방 장, 소방 , 소외 의무지원반, 제어실, 사업자의 비상 응조직간의 통신

특히, 플라스틱 절연체로 피복된 전기케이블이 다량 집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소 

지역의 전기케이블 화재에 소화수를 사용하기 위한 기술과 장비가 해당 화재진압절차

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사전계획에 한 추가지침은 NFPA 1620, “Recommended 

Practice for Pre-Incident Planning”에 제시되어 있다. 

3.5.1.4 기능평가/훈련허용기준

초동소방  훈련은 소방 가 팀으로 활동하도록 발전소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모든 

교 조 소방 에 한 훈련은 분기별로 수행되어야 한다. 각 소방 원은 연간 최소 2

회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초동소방 원 및 소방 장에 한 화재방호계통 및 장비에 한 화재진압능력을 평

가하기 위하여, 연간 각 초동소방 별로 1회 이상의 충분한 횟수의 불시훈련이 실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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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불시훈련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요원은 상 초동소방 가 훈련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훈련계획이 알려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훈련의 목적을 수립하기 위하여 훈련이 사전에 계획되고 훈련목적이 어느 정도 달

성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불시훈련은 발전소안전과 화재방호에 책임이 있는 경

영층에 의하여 계획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소방 나 소방 원의 기능상 미흡한 사항은 

추가훈련을 계획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한 훈련은 30일 이내에 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체소방 는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소방 훈련에 동참하여야 한다.

3년 간격으로, 무작위로 선정된 불시훈련이 사업자와 무관하고 자격이 주어진 요원

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한 요원이 작성한 보고서 사본은 규제기관이 검토하도

록 하여야 한다. 

훈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화재경보 효과, 소방  통보와 소집시간, 장비의 선택, 배치 및 사용, 화재진

압전략

-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된 지역에 한 화재진압전략에서 소방 원의 

인지상태, 수립된 발전소 화재진압절차의 준수성, 자가비상호흡장비, 통신, 조

명 및 환기설비와 같은 화재진압장비의 사용에 한 평가

- 훈련에 선정된 화재상황 및 형태에 처하기 위해 필요한 화재진압장비의 가

상사용에 한 평가. 소방 원이 다양한 발전소지역의 화재진압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을 위해 선정된 지역과 화재의 형태는 이전의 훈련에 이용된 

것과 달라야 한다. 훈련에 선정된 상황은 자동진압기능이 상실되는 경우를 가

정하여 화재 응, 장비 동원, 화재제어 등에 요구되는 시간동안 화재가 확

되는 선정된 지역에서 합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화재의 규모와 배열을 모사

해야 한다. 

- 완벽성, 정확성, 효과성에 하여 소방 장의 화재진압 추진방향에 한 평가

훈련기록은 3년동안 유지하고 규제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훈련기록에 

한 추가지침은 1.6.4항 참조)

3.5.2 자체소방 의 기능

초동소방 는 일반적으로 일차적인 응역할을 수행하지만 모든 화재사건을 처할 

수 있는 인원, 장비 및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 할 수 있다. 화재위험도분석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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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따라, 소내 화재진압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자체소방 의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3.5.2.1 기능

보조 수동 화재진압기능을 제공하는 자체소방 는 다음 기능을 가져야 한다.  

- 발전소 화재위험도분석과 사전계획에서 예상하는 것과 일치하는 기능을 가진 

인원과 장비.

- 소내 옥외소화전, 호스연결구, 옥내소화전과 연결하기 위한 호스나사산 혹은 

어답터(규제입장 3.4.2항에서는 소내 수계화재진압설비는 지역 소방 에서 사

용하는 것과 호환되는 나사산이나 충분한 수의 나사산 어답터를 가져야 한다

고 기술되어 있다.) 

3.5.2.2 훈련 

보조 수동 화재진압기능을 제공하는 자체/지역소방 원은 다음과 같이 훈련을 받아

야 한다.

- 원전부지에서 화재를 진압할 경우의 운영주의사항과 원전부지에서 경험하는 

요원을 위한 방사선방호와 특수위험 방호 필요성.

- 자체소방 원의 통보와 예상역할에 한 절차

- 부지 접근절차와 소방 원의 지원활동을 관리할 소내조직의 개인 파악(직위 

및 직급). 필요시 자체/지역소방 원은 적절한 식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 초동소방 와 자체/지역소방 간의 화재사고 명령체계를 포함하여, 발전소 화

재의 응에 관하여 화재방호 권한, 책임 및 의무.

- 발전소 배치, 화재방호계통 및 장비, 화재위험도, 사전 응계획 및 절차.

3.5.2.3 합의사항/발전소 훈련

화재위험도분석결과 어떤 지역에서의 화재에 한 초동소방 와 자체소방 의 기능

이 부족한 경우 지역소방 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발전소 화재시 지원을 위하여 화재

위험도분석과 사전계획에 부여된 사업자와 지역소방 간에 서면상의 상호 협의사항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합의사항은 발전소 화재와 비상사건의 응에 관하여 발전소 소

방 와 지역소방 간의 화재사고 명령체계를 포함하여, 화재방호 권한, 책임 및 의무

를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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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방 가 주기적(최소한 1년에 1회 이상)으로 참가할 수 있는 발전소 소방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들 훈련은 발전소 소방 와 지역소방 간의 화재사고 

명령체계를 효과적으로 연습하여야 한다(소방  훈련의 수행 및 평가에 한 지침은 

규제입장 3.5.1.4항 참조.) 지역소방 의 응은 원자력법에서 요구되는 방사선 비상

응계획 및 훈련과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시험되어야 한다. 

4. 건물설계/내화방벽 

4.1 일반건물 및 건물계통설계 

이 장에서는 화재예방과 화재방호에 중요한 건물구획(방화지역 및 방화구역), 건축

자재 및 건물설계(전기, 공기조화, 조명 및 통신계통)에 한 지침을 제시한다. 내화방

벽에 한 지침은 규제입장 4.2에 제시되어 있다. 

4.1.1 건물 자재 및 설비의 가연성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에 

따라 발전소에는 가능한 한 불연성 물질과 난연성 물질이 사용되어야 한다. 내부 벽 

및 구조물, 단열재, 방사선 차폐물질 및 방음재는 불연성이어야 한다. 화재위험도분석

에서 발전소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사용되는 상존 가연성물질을 확인하고 화재방

호에 적합한 것을 규정해야 한다.

지붕처마의 금속성재료는 불연성이어야 하며,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UL)

의 "Building Materials Directory"에 화재에 허용가능한 것으로 기술되었거나 "Factory 

Mutual Research Approval Guide - Equipment, Materials, and Services for 

Conservation of Property"에 I 등급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4.1.1.1 내부 마감재

내부마감재는 불연성물질이어야 하며, 다음 재료는 시험이나 공인된 시험기관의 승

인없이 내부마감재로 사용할 수 있다.

- 석회, 방음용 석회(Acoustic plaster), 석고보드를 사용하거나 벽지, 유성 또는 

수성페인팅 처리한  것.

- 쎄라믹 타일,  쎄라믹 패널

- 유리, 유리블록

- 벽돌,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거나 도색처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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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이나 알루미늄 판넬을 사용하거나 에나멜 처리한 것

- 콘크리크 바닥 위에 처리한 비닐 타일, 비닐-석면 타일, 리놀륨(바닥재) 또는 

아스팔트 타일

매달린 형태의 천장과 지지 는 불연성 재료이어야 하고, 폐쇄된 공간은 규제입장 

6.1.2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제어실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연성물질이 없어야 한다. 

현장의 화재위험을 확인 하고 적절한 방호설비를 설하여야 한다.

4.1.1.2 시험 및 인증

내부마감재는 불연성이거나 아래와 같은 시험으로 인증된 것이어야 한다.

- ASTM E-84 “Standard Test Method for Surface Burning Characteristics of 

Building Materials”에 의한 시험에서 표면화염 전파율이 25이하, 연기발생률이 

450 이하 

- ASTM D-3286, “Standard Test Method for Gross Calorific Value of Coal and 

Coke by the Isoperibol Bomb Calorimeter”이나 NFPA 259,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Heat of Building Materials” 에 의한 시험에서 열방출률

이 8,141 kJ/kg이하

- 바닥재의 임계방출열속(Floor covering critical radiant flux)은 NFPA 253, 

“Standard Method of Test for Critical Radiant Flux of Floor Covering 

Systems Using a Radiant Heat Energy Source”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4.1.2 방화구획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화재나 폭발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고 배치되어야 한다. 방화구획의 개념은 내화방벽을 이용하여 발전소를 방화지

역 또는 방화구역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방화지역이나 방화구역은 화재 영향을 단일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므로, 안전에 중요한 다중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화재의 악영향이 미치는 것을 최소화한다.

4.1.2.1 방화지역

방화지역(fire area) 은 건물의 일부분을 내화방벽(빔, 연결부, 기둥, 관통부 봉재, 

방화문, 방화댐퍼 등)으로 다른 지역과 격리시킨 지역을 말한다. 방화지역의 경계를 이

루는 내화방벽은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져야 하며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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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안전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안전 

관련지역의 화재로부터 격리하여야 함. 

- 단일화재로부터 손상을 받지 않도록 안전에 중요한 다중 계통 및 기기를 서로 격

리하여야 함.  

- 화재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요

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수호기 부지의 각 호기를 격리하여야 함.  

방화지역은 화재위험도분석에 근거하여 구분되어야 한다. 다중계열 케이블에 하

여 독립된 방화지역으로 특별히 설계하는 것은 안전에 중요한 다중계열 케이블이 손

상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안전지역에서 중 한 화재위험이 있는 안전관련 케이블이 

집되는 것과 기기사이에 화재전파를 제한하기 위하여 독립된 방화지역으로 설계되

어야 한다. 

방화지역의 경계가 3시간 등급이 아니거나 모든 관통부가 내화등급으로 폐된 벽 

 벽 또는 바닥  천장이 아닌 경우, 방화지역의 경계가 어떤 지역의 화재위험에 충

분히 견딜 수 있거나 필요시 해당 지역의 외부 화재로부터 안전에 중요한 기기를 보

호할 수 있음을 결정하기 위하여 방화지역의 경계(즉 내화방벽)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한다. 폐되지 않은 개구부는 내화방벽의 전반적인 효과성 평가시 확인되고 검토되어

야 한다(규제입장 4.2.1항 내화방벽 시험 및 허용기준 참조).

벽이나 바닥/천장에 출입구나 계단과 같은 방호되지 않은 개구부가 있는 경우 내화

방벽의 양쪽지역을 단일 방화지역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한 계열이 다른 계열로부터 

수평으로 6.1m 이격되어 있고, 중간에 가연물이나 화재위험이 없으며 양쪽 지역에 모

두 화재감지/진압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지역은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외벽에 인접한 다중기기와 발전소 내부의 안전정지 기기를 격리해야 하거나, 안전에 

중요한 지역에 심각한 화재영향을 미치는 비안전 관련지역으로부터 안전에 중요한 지

역을 격리해야 하거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나 화재위험도분석에서 달리 언급한 경우

가 아니면, 관통부를 포함하는 외벽은 내화방벽과 같은 내화등급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내화방벽이 없는 옥외 지역은 한 개의 방화지역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몇 개

의 방화구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4.1.2.2 방화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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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역은 방화지역을 세분화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화재위험도분석에 근거하여 

방화구역의 화재방호계통 및 설비가 해당 구역의 화재위험을 적합한 수준으로 방호하

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방화구역개념은 발전소 설계/배치상 방화지역을 더 이상 

방화지역으로 나누기가 어려울 경우에 방화지역을 다수의 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이

용된다.

방화구역의 경계는 화재위험도분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옥외에 있는 다중, 

체, 전용 또는 보조정지계통의 방호 책은 발생 가능한 가상최 화재와 손실을 바탕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구역에 한 경계는 화재위험도분석을 통하여 타당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분석에서는 계열간의 공간적 이격의 정도와, 통행빈도, 등급, 가용한 

화재방호 수준, 점화원, 안전정지계통의 중요도 및 취약점 등을 포함한 고정 및 임시

가연물의 존재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4.1.2.3 접근 및 피로 설계

방화지역에는 접근 및 피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비상 상황에서도, 화재를 수동진

압하고 안전정지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에 중요한 지역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어야 한

다.

피로로 이용되는 원자로건물 외부 계단, 화재진압 접근로 또는 안전정지 기기지

역의 접근로는 2시간 내화등급의 조적벽 또는 콘크리트 탑과 상응하는 자동닫힘 방화

문으로 폐되어야 한다. 화재 피 경로는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필수요원이 전기식 잠김장치가 되어 있는 지역에 신속히 출입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 모든 전기잠금장치와 제어설비에 신뢰성있는 무정전 보조전원 공급

- 전기잠금장치는 주전원과 보조전원이 모두 상실되어도 장치가 기계적인 구조와 

절차에 따라 저절로 보안목적이 이루질 수 있도록 보안장치가 기능이 상실되어야 

한다(예: 사용법을 아는 요원이 가진 열쇠로 개방할 수 있는 잠김장치).

- 보조전원으로 전환되는 기능과 운전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잠금장치 및 기계식 해

제 장치의 주기적인 시험

4.1.3 전기케이블에 한 화재방호 설계

4.1.3.1 케이블 설계

전기케이블 재료는 IEEE-383(Class 1E 케이블) 또는 IEEE-1202(Industri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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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occupancies)에 따라 내화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가동원전의 경우 IEEE-383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케이블에는 화재위험도분

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내화도료를 칠하고 적절하게 전기등급을 낮추거나 자동진

압 설비로 보호해야 한다. 내화도료는 화재전파속도를 늦출 수 있으나 내화도료를 입

힌 케이블은 가연성물질로 고려되며, IEEE-383 및 IEEE-1202 케이블과 동등하다고 볼 

수 없다.

광섬유 케이블 및 피복은 IEEE-1202의 내화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4.1.3.2 전기 배선 시공 

케이블 트레이는 금속재이어야 하며 전선관은 두께가 두꺼운 금속관만 사용되어야 

한다. 휨이 가능한 유연한 금속관은 장비에 연결되는 짧은 거리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기타 배선관은 불연성 재료이어야 하며 케이블 배선관은 케이블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4.1.3.3 전기케이블의 화재감지 및 진압

케이블포설실 외부에 있는 안전에 중요한 다중계열 케이블은 3시간 이상의 내화방

벽을 사용하여 계열별 케이블을 서로 격리하고 비안전지역의 화재위험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케이블트레이가 설치되어 있는 방화지역에는 화재감지설

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케이블트레이는 수동화재진압을 위하여 접근할 수 있어야 하

며, 소화용수에 노출되어도 전기적인 결함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소화전과 이동

식 소화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3시간 내화등급의 내화방벽으로 다중안전계열과 격리되어 있는 안전에 중요한 단일

계열의 케이블 트레이를 보호하기 위한 일차적인 화재진압설비로 수계자동화재진압설

비를 신하여 수동조작이 가능한 소화전이 사용될 수 있는 경우는 수동진압을 위해 

접근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해당 방화지역의 등가개수(트레이에 충진상태와 상관없이, 폭이 610 mm인 트레

이는 2개로 계산하고 폭이 1220 mm인 트레이는 3개로 계산)가 안전관련이나 비

안전관련을 포함하여 6개 이하일 것.

- 케이블이 고온정지를 달성/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기, 제어설비, 전력설비와 관련

이 없을 것. 

- 연기감지기가 케이블 통로에 설치되고 케이블트레이에 연속라인형 열감지기가 설

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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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내화방벽으로 안전에 중요한 다중 케이블 계통을 원자로 안전에 필요한 설계

특성상 격리할 수 없거나 수동화재진압을 위해 케이블 트레이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자동화재진압설비를 사용하여 케이블트레이를 방호하여야 한다. 

4.1.3.4 전기케이블 격리

안전정지에는 필요하지 않으나, 설계기준사고의 영향을 완화하는데 사용되는 다중 

계통은 단일 화재에 의하여 손상될 수 있다. 그러나 한 계열의 화재가 다른 계열을 손

상시키지 않도록 방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제입장 5.5장의 격리요건은 화재후 안전

정지에 필요한 계통의 케이블에만 적용된다. 기타 다중 Class 1E 및 연계 케이블은 

RG 1.75 "Physical Independence of Electric Systems"의 격리 지침을 따라야 한다.

케이블이 화재후 안전정지와 사고완화에 요구되는 격리기준에 적용된다면 규제입장 

5.3장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주 : 화재후 안전정지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다중 

Class 1E 케이블을 격리하지 않고도 체 또는 전용 정지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규제입장 5.4장 참조). 그러나 이것은 사고완화에 사용되는 다중 Class 1E를 위한 

RG 1.75 "Physical Independence of Electric Systems"의 격리요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4.1.3.5 변압기

안전에 중요한 기기에 화재위험을 주는 변압기는 규제입장 7.3장에 따라 보호하여

야 한다.

4.1.3.6 전기 케비넷 

전기 케비넷은 점화원을 보유하고 있고 케비넷 자체의 손상은 물론 주변에 있는 기

기, 케이블 및 기타 전기 케비넷에도 피해를 주는 폭발적인 전기결함을 일으킬 수 있다.

 

케비넷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지역의 화재방호계통은 주변 케비넷, 케이블 및 기기

를 강력한 전기적 손상으로부터 방지하는 데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강력한 전기손상

은 고압전기설비(480V이상)에서 특히 우려된다. 고압전기 케비넷은 주변의 안전관련 

케비넷, 케이블 및 기기에 피해를 주는 강력한 전기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

한 공간적인 격리나 물리적 내화방벽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전기 케비넷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광역 자동감지, 자동화재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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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동화재 진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케비넷 내부 화재가 외부로 전파될 수 있을 정도로 내부에 많은 가연성 물질이 있

는 전기 케비넷은 케비넷 내부에 자동화재감지설비를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4.1.4 공기조화설비(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 HVAC) 계통

적절히 설계된 HVAC 계통은 연소 생성물이 다른 화재구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

지하여 화재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 요구되는 환기, 배기 또는 방화지역 격리 수단

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로 인한 환기계통의 손상으로 방화지역의 환기, 배

기 또는 격리기능이 손상됨을 사전에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HVAC 계통의 전력 및 제어 케이블은 특별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 기계식 환기 계

통의 전력 및 제어설비는 가급적 해당 방화지역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연기나 가스를 기로 방출하는 것은 RG 1.101, "Emergency 

Planning and Preparedness for Nuclear Power Reactors"에 제시된 비상계획에 따라 

감시되어야 한다.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연기나 가스를 배출하도록 설계된 HVAC 계통

의 오작동이나 단일고장에 의해 방사학적 관리구역 요건을 위반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에 한 방호 및 운전원의 거주성 확보를 위한 격납요건을 포함해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신선한 공기 흡입구는 다른 방화지역

의 연기배출 또는 배기구로부터 이격되어 흡입되는 공기가 연소생성물로 오염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전역방출 가스진압설비가 사용되는 곳에서는 NFPA 12, 12A에 따라 필요한 가스농

도가 유지되도록 지역의 흡배기 댐퍼가 적절히 제어되어야 한다.  

4.1.4.1 필터의 가연성

입자 및 가스 폐기물을 제거하는 필터(HEPA, charcoal 필터)는 가연성 매체로 제작

된다. 필터의 발화는 곧바로 기에 방사성물질 방출을 유발할 수 있거나, 필터가 손

상될 경우 방사성물질의 유출통로가 될 수 있다. 또한 필터가 연소될 경우 다른 지역

에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다.

공학적안전설비의 필터는 RG 1.52, "Design, Inspection, and Testing Criteria for Air 

Filtration and Adsorption Units of Post-Accident-Engineered-Safety-Feature 

Atmosphere Cleanup System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에 따라 보호

되어야 한다. 가연성 물질로 구성된 필터가 안전에 중요한 기기에 잠재적인 화재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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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경우 화재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라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4.1.4.2 제연 및 배연

화재에 의한 연기는 독성 및 부식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야 장애를 유발하여 비

상 피 및 접근을 어렵게 한다. 수동 화재진압 및 안전정지 운전을 위해서 제연 및 

배연이 필요하다.

연기 및 열 발생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동진압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

여야 한다. 연기와 부식성 가스는 안전에 중요한 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로 

직접 방출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환기계통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수동화

재 진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는 지역(케이블분배실, 디젤연료

유 저장지역, 스위치 기어실)은 별도의 연기 및 열방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NFPA 

204 참조).

4.1.4.3 거주성

발전소의 안전정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발전소 운전원을 화재영향과 소화약제(가스

소화약제)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주제어실 소개를 비하여 피로 및 원격정지제어

반의 거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가스소화약제의 유입으로부터 안전정지지역이 보호되

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비상시에 근무해야 하는 지역의 거주성을 위하여 환기, 배기 

또는 격리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설계시 방화지역별로 접근경로와 피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다음 지역에는 거주성

이 확보되어야 한다.  

- 주제어실

- 화재후 안전정지 지역

- 근무자 피 및 진입 통로

화재로 인한 연기 유입이 최소화되도록 계단실이 설계되어야 한다. 계단은 피로

나 화재진압을 위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 화재시 출구는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

다. 계단실, 승강기, 투입구는 내화구조물로 폐되고 건물에 연결된 개구부는 내화방

벽과 동등한 등급이상의 자동 방화문을 갖추어야 한다. 승강기는 화재와 같은 비상시

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부록9.5.1-1                     - 58 -                   개정 4 - 2014. 12

4.1.4.4. 방화댐퍼 

다중 안전정지 기기는 내화방벽, 바닥, 격실 또는 기타 방벽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내화방벽이 효과적으로 화재차단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화방벽의 배기 덕트 관통부

에 방화댐퍼가 설치되어야 하며 화재시에는 자동 차단되어야 한다 (NFPA 90A,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Air-Conditioning and Ventilating Systems” 참조).

4.1.5 배수 

고정식 수계진압설비가 설치된 지역에는 안전에 중요한 기기가 침수되지 않도록 예

상되는 소화수를 배수할 수 있는 바닥배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소화수가 지역의 

안전관련 설비에 부적절한 피해를 줄 수 있을 지역에서는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도 바닥배수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한 지역에서 분사된 소화수가 인접

지역의 안전관련 기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파편이나 오염물에 의

한 배수계통의 막힘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가스소화설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배수구를 적절히 봉하거나 가스 소화설비의 

용량을 배수설비를 통해 손실되는 약재를 보충할 수 있는 정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가 있는 지역으로부터 화재가 안전에 중요한 기기가 있는 지

역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배수 설비를 설계 하여야 한다. 

방사성 물질이 있는 지역의 배수는 환경에 배출하기 전에 수집, 표본 채집, 분석되

어야 한다.

4.1.6 비상조명

화재발생시 안전정지를 위한 지역으로 피 또는 진입하는 통로를 포함하여 화재진

압활동, 안전정지운전에 필요한 지역에 비상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1.6.1 피로 안전

비상조명시설은 규제입장 4.1.2.3 항에 기술된 비상 피 설계지침에 따라 설치되어

야 한다. 

4.1.6.2 화재후 안전정지

화재시에 비상 응과 화재후 안전정지를 위해서는 비상조명이 필수적이다. 사업자

는 다음과 같이 적합한 이동식 또는 고정식 비상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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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지설비의 운전지역과 그 지역으로의 진입 및 피통로에는 개별적으로 최

소한 8시간 용량의 축전지가 내장된 내장형 형광 또는 폐식 빔 형태의 고정식 

비상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안전정지를 수행하는 지역과 접근통로에 설치된 비상조명의 밝기는 운전원이 그 

지역에 접근하여 안전정지기능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정도이어야 한다. 원격정지

제어반의 비상조명 밝기는 운전원이 판넬을 조작하는데 충분한 정도이어야 한다. 

  예상되는 환경조건, 축전지 상태 및 전구 수명을 고려하여 8시간 동안 접근, 피 

및 운전을 지원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상조명설비는 경상정비, 초기시

험 및 주기 현장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초동소방 원이나 안전정지를 수행하는 기타 운전원에게 휴 용 폐식 빔 형 손

전등이 지급되어야 한다. 

비상조명이 축전지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경우 한 지역의 화재가 안전정지에 필요한 

손상되지 않은 다른 지역의 비상조명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배선계통에는 보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1.7 통신설비

통신계통은 최  소음수준의 화재조건에서도 모든 필수 지역에 있는 종사자들간에 

효과적인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화재시에 비상 응 및 안전정지를 위해 적절한 양방향 음성통신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 발전소 일반 통신설비와 독립된 고정식 비상 통신설비를 미리 지정된 지역에 설

치하여야 한다. 

- 안전정지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운전원과 소방 원에게 이동식 무선통신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설비는 발전소 보안요원용 통신기능과 간섭되지 않아야 한

다. 휴 용 무선통신설비용 고정식 중계장치는 화재피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시운전 및 주기시험을 통해 휴 용 무선통신설비 주파수가 발전소 보호계전기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1.8 폭발방지

상존 및 임시 폭발 위험성은 확인되어야 하고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제거하기 

곤란한 임시 폭발성 물질은 관리되어야 하고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규제입장 2.1 



부록9.5.1-1                     - 60 -                   개정 4 - 2014. 12

항 가연성물질 관리 참조). 

인화성 및 가연성 가스 및 액체를 저장하는 다양한 탱크나 배관은 안전에 중요한 

계통이나 그러한 지역의 화재방호설비에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규제

입장 2.1.3 항 참조).

수소공급설비/계통(발전기냉각계통, 원자로냉각재 수소주입계통)이나 수소나 폭발성 

가스 방출설비(폐기 가스 및 고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는 폭발성 가스(증기)의 농도

를 폭발하한계의 50% 미만으로 유지하거나 수소가 포함된 설비 내에 산소를 제한하여 

폭발성 혼합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수소공급 및 분배 계통은 과잉 유

량밸브, 유량제한기, 환형누설감시가 부착된 이중벽 배관, 파열판과 같은 계통의 손상

을 완화할 수 있는 설계특성을 포함하여 설계되어야 한다(규제입장 7.5 참조).

량의 가스를 (액화가스를 포함) 저장하는 시설과 하역 및 분배계통의 건설, 시공, 

운전 및 정비는 산업계 사례 및 NFPA 기준에 따른다 (NFPA 54, “National Fuel Gas 

Code”, NPFA 55, “Standard for the Storage, Use, and Handling of Compressed 

Gases and Cryogenic Fluids in Portable and Stationary Containers, Cylinders, and 

Tanks” 참조).

수소와 산소의 폭발성 혼합기가 형성될 수 있는 경우, 수소폭발 영향에 견디도록 

설계하거나 폭발성 혼합기 형성 및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제어기능이 있는 이중

가스분석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RG 1.91, "Evaluation of Explosions Postulated to 

Occur on Transportation Routes near Nuclear Power Plants"에 발전소 부지 주변의 운

송과 관련된 폭발위험에 한 평가지침에 제시되어 있다.

4.2 피동방화설비

4.2.1 구조물 내화방벽 

내화방벽은 화재 전파를 차단할 목적으로 자격이 검증된 실험실에서 시험된 시간단

위의 내화등급을 갖는 건축자재(벽, 바닥 그리고 이들의 지지 )를 말하며 보, 들보, 기

둥, 관통부 봉재, 방화문, 방화댐퍼 등이 포함된다. 

시험된 배열과 동일하게 시공하기가 어려운 경우 현장시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내화방벽 재료의 동일성 유지

- 내화방벽의 두께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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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집합체(support assembly)의 물성이 시험된 형태와 다르지 않아야 함.

- 내화방벽의 적용 또는 사용목적이 시험된 형태와 다르지 않아야 함.

- 형태가 적절한 화재방호기술자에 의해 검토되고 동등 수준의 방호기능을 수

행함이 확인되어야 함.

4.2.1.1 벽, 바닥, 천장 집합체 

벽, 바닥 및 천장구조는 불연성이어야 하며, NFPA 221이 내화방벽 시공지침으로 적

용될 수 있다. 내화방벽 기능을 하는 벽, 바닥 천장의 건축재료는 자격이 검증된 실험

실에서 시험된 시간단위의 내화등급을 가져야 한다.

건물설계시 내화방벽을 관통하는 개구부는 적절히 보호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방

화지역을 구획하는 내화 방벽의 개구부는 내화방벽과 동등한 내화등급을 갖도록 봉 

또는 차단되어야 한다. 내화방벽 관통부의 건설 및 시공 기술은 내화시험을 통해 인증

되어야 한다. 

4.2.1.2 방화문 

출입용 개구부가 적절히 보호되도록 건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이 개구부는 내화시

험을 통과한 방화문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내화방벽을 관통하는 방화문 개구부와 방화

문은 제작사 지침 및 시험된 형태에 부합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방화문의 변경은 적합 여부가 평가되어야 한다. 방화문이 방화지역의 경계를 이루

고 방화문의 변경이 내화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예 : 잠금상태 확인 장치 

설치) 더 이상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 변경작업이 내화등급을 저하시킨다면(예 : 투

시창 설치), 동등한 수준의 내화등급으로 방호가 가능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화문의 

내화등급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방화문에는 자동닫힘장치나 닫힘기구를 설치하고, 6개월마다 자동으로 열림유지, 해

제, 닫힘장치 및 래치의 작동 여부를 시험하여야 한다. 방화문은 화재시 의도한 바와 

같이 개구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 방화문은 닫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사람이 상주하는 지역에서 전기적으

로 감시되어야 한다. 

- 방화문은 열쇠로 잠금 상태이어야 하며 매주 닫힘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 방화문에 자동 열림유지, 해제장치를 설치하고 문 개폐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이 없는가를 매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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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문은 닫힘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매일 닫힘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자동 전역방출 가스진압설비가 설치된 지역은 전기적으로 감시되는 자동닫힘 방화

문을 설치하거나 상기한 항목의 첫 번째 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NFPA 80, “Standard 

for Fire Doors and Other Opening Protectives”을 참조한다.

4.2.1.3 방화댐퍼 

건물의 환기용 개구부가 적절히 보호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개구부는 내화

시험을 통과한 방화댐퍼로 보호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내화방벽을 관통하는 환기 개

구부의 건설 및 시공 기술은 내화시험으로 인증되어야 한다. 내화방벽을 관통하거나 

종료되는 환기용 닥트에 해서는 NFPA 90A,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Air-Conditioning and Ventilating Systems”에 따라 내화방벽의 관통부 내에 2시간 이

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환기용 방화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NFPA 90A에 따라 내화방

벽에 있는 공기가 순환되는 모든 개구부에는 방화댐퍼가 설치되어야 한다.

현재 방화댐퍼의 설계, 제작 및 시험에 적용되는 산업기준 UL 555, "Fire dampers"

는 공기유동조건에서 댐퍼닫힘기능 시험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UL의 방화댐퍼 등급은 

댐퍼가 닫힘상태에서 일정한 화재조건하에서 건전성을 유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댐퍼의 실제차압을 모사하지 않는 방화댐퍼 시험방법(예 : 육안검사 또는 닥트 출입

구를 통한 낙하시험)으로는 공기유동조건에서 댐퍼의 운전성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

다. 방화댐퍼의 점검에서는 댐퍼가 필요시 완전히 차단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기

유동을 모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

- 발전소 고유의 방화댐퍼 배열에 따른 최악의 유량조건으로 시험 

- 내화방벽에 설치된 모든 방화댐퍼에 하여 공기유동조건으로 시험, 또는 

- 화재가 확인된 지역의 환기계통을 행정적으로 차단하는 경우 발전소 비상절

차서에 이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4.2.1.4 관통부 봉재

방화지역을 구분하는 내화방벽을 관통하는 배관, 전선관, 케이블트레이 개구부는 내

화방벽과 동등한 내화등급으로 봉 또는 차단하여야 한다. 개구부 안의 전선관 직경

이 102 mm 보다 큰 전선관 개구부에 한 내화방벽 관통부는 봉되어야 한다. 개구

부 내의 전선관 직경이 102 mm 이하인 경우 전선관이 연기나 고온가스의 통로가 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선관의 양끝단 또는 내화방벽에서 봉되어야 한다. 다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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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이 내화방벽 양끝단에서 최소한 1.5 m 이상 연장되지 않은 경우에 전선관 내부의 

개구부는 내화방벽에서 봉되어야 한다. 환경적으로 격리하거나 차압을 유지하는 내

화방벽 관통부는 그러한 조건에서 방벽의 건전성을 유지됨을 시험을 통하여 검증되어

야 한다. 

관통부 봉재는 제작업체에서 자격 부여한 작업자에 의해 시공되어야 하며, 시공

기간에는 적절한 품질검사 및 품질보증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봉재에 기포, 틈새, 찢어짐 등이 발생되지 않으며, 설계에 따라 설치됨을 보증하기 위

하여 관통부 봉재는 꼬리표 부착, 문서화 및 검사되어야 한다.

4.2.1.5 시험 및 인증 

- 내화 구조물 : 내화방벽, 바닥, 천장, 및 외함에 한 설계타당성은 내화시험

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내화시험 방법으로 NFPA 

251 “Standard Methods of Tests of Fire Endurance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과 ASTM E-119, “Standard Test Methods for Fire Tests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를 참조한다. 이 기준은 건설, 재료, 작업

방법, 부품의 칫수 및 시험편의 규격, 시험편의 열전  위치에 해 다루고 있

다. 내화방벽을 이루는 벽, 바닥, 천장 및 외함의 내화시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내화방벽은 내화방벽에 요구되는 내화등급과 동일한 시간동안 화염이 통

과되지 않거나 화염반 면의 섬유에 점화되지 않고 내화시험을 견디어야 

한다. 

   + 내화방벽은 화염반 면의 벽면에서 기록된 최 온도가 기온도보다 + 

139℃ (250 °F)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 내화방벽은 주수시험동안 화염반 면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고 본래 모

양을 유지하여야 한다.

  동일한 방화지역에서 안전정지 기능을 격리하는 내화방벽, 바닥, 천장 및 기기 외

함이 상기 기준을 만족하면 적합한 내화방벽이다.

- 내화방벽 관통부 : 내화방벽 관통부는 NFPA 251 “Standard Methods of 

Tests of Fire Endurance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과 ASTM 

E-119, “Standard Test Methods for Fire Tests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에 따라 독립된 시험기관에서 시험되어 인증된 것이어야 한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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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ASTM E-814, “Standard Test Method for Fire Tests of 

Through-Penetration Fire Stops”와 IEEE 634, “IEEE Standard Cable 

Penetration Fire Stop Qualification Test” 는 표준화재시험을 개발하는데 사

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시험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내화방벽은 내화방벽에 요구되는 내화등급과 동일한 시간동안 화염이 통

과되지 않거나 화염반 면의 케이블에 발화되지 않고 내화시험을 견디어

야 한다. 

   + 내화방벽의 화염반 면에서 기록된 온도를 분석하여 최 온도가 163 ℃ 

(325 °F) 또는 기온도보다 121 ℃ (217.6 °F) [139 ℃ (250 °F)]를 초

과하지 않아야 한다. 케이블 절연체가 점화되지 않음을 입증하면 관통부

에서 더 높은 온도도 허용된다.

   + 내화방벽은 주수시험동안 가열 화염반 면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아야 

하며 본래 모양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류는 38 mm(1.5 in.) 노즐로 압력 

517 kPa (75 psi)와 30%의 분사각으로 상물에서 최  1.5 m 거리에서 

284ℓ/m (75 gpm)의 유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또는 수류는 38 mm(1.5 in.) 

노즐로 압력 517 kPa (75 gpm)와 15 % 분사각으로 상물에서 최  3 m 

(10ft) 284 ℓ/m (75 gpm)의 유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또는 수류는 29 mm 

(1 ⅛ in.)의 노즐선단을 장착한 64 mm (2.5 in.) 노즐로 상면에서 6.1 m 

(20 ft) 거리에서 압력 207 kPa (30 gpm)의 압력으로 분사되어야 한다.  

  내화방벽을 관통하는 방화문/환기 개구부, 기타 관통부는 내화시험을 통해 인증된 

기술로 시공되어야 한다. 시험체는 재료, 작업방법, 부품의 칫수로 분류될 수 있

는 표성을 가져야 하며, 건물 건축 및 운전에 적용된 표적인 조건으로 시공

되어야 한다. 시험편의 물리적인 재료특성과 성분은 확인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4.2.1.6 시험에 의한 관통부 봉재 설계의 평가 

발전소의 모든 관통부 봉재의 형태를 포함하도록 특별하게 설계된 소량의 시험편

으로 수행한 내화시험결과는 적합하다. 이러한 경우에 봉재 설계사항을 확인하기 위

한 공학적 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 봉된 개구부 크기 : 특정 규격의 개구부에 한 내화방벽 관통부 봉재 배

열에 한 내화시험은 동일한 형태의 작은 개구부를 인증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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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통재 : 특정한 형태의 관통재를 포함하고 있는 봉재의 배열에 한 시험

은 시험된 형태의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관통재

를 제거하거나 위치 재선정, 특정한 관통재의 크기 감소(단면적), 또는 관통재 

사이의 간격 증가와 같은 사항 등은 허용가능하다. 그러나 관통재가 봉재를 

지지하는 구조물 역할을 수행하므로, 봉재의 자유면적과 가장 큰 자유 스팬

의 범위는 봉집합체의 내화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일 수도 있다. 특

정 내화능력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봉재의 두께는 관통재와 봉재의 외부 

가장자리간의 자유면적이나 거리의 함수이다. 또한 관통재가 열제거원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케이블 형태 및 포설 : 규정된 충진율과 케이블 형태의 전기 관통부에 한 

봉재 배열에 한 시험은 동일하거나 작은 충진율과 동일한 케이블 보호재 

또는 난연성 케이블 보호재로 구성된 동일한 배열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관통 케이블의 열전도도 도 중요하다. 

- 차폐재 : 주어진 봉형상의 내화성능은 내화 차폐재를 봉부의 한쪽 또는 

양쪽 면에 사용하는 경우 향상될 수 있다. 다른 봉 변수가 동일한 경우 영

구적인 내화 차폐재가 없는 봉형상에 한 성공적인 시험 결과는 영구적인 

내화 차폐재 있는 동일한 봉형상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배열 지향성 : 설계배열의 칭성이 동일한 경우 수평 지향적인( 봉부 하부

에 시험용 화염이 있는 경우)는 동일한 형태의 수직 지향적인 시험을 검증하

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 칭 관통부 봉재 배열(하부에는 차

폐재가 설치되어 있으나, 상부 쪽에는 없는)이 시험편의 화염이 닿는 쪽에만 

차폐재가 있는 바닥-천장 지향성을 위해 검증되는 경우 차폐재가 봉부의 양

면에 붙어 있거나 잠재적인 화재위험이 차폐재가 있는 쪽에만 한정되는 경우

에 벽지향적인 시험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재료의 형태 및 두께 : 특정 두께의 봉재에 한 형상시험은 더 두꺼운 동

일 봉재의 동일한 형상을 검증할 수 있지만 그 반 는 허용되지 않는다. 

- 형태에 한 시험 : 상이한 설계변수를 가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배열을 위한 

인증시험으로 특정 봉재 배열에 한 단일시험이 수행되는 경우 시험된 배

열은 최고로 보수적인 설계변수의 조합 및 설계배열이어야 한다. 이는 전반적

으로 손상이 발생할 경우 최초로 손상되는 조건을 시험하여 인증할 수 있다. 

보수적인 조건에서의 성공적인 시험결과는 시험범위 내의 설계변수를 가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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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거나 유사하게 설계된 형태를 인증할 수 있다. 이는 설계변수의 범위를 

평가하기 위한 복수의 시험에 적절할 것이다. 

4.2.2 구조용 강 방호

내화방벽의 일부분이거나 내화방벽을 지지하는 구조용 강은 내화방벽에 요구되는 

것과 동등한 내화등급으로 방호되어야 한다. 구조용 강이 방호되지 않거나 내화방벽에 

요구되는 등급 이하의 내화등급을 갖는 경우에는 화재시 강철이 도달할 수 있는 온도

와 그 온도에서 필요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화재위험도분석을 통하여 입증하

여야 한다. 내화방벽의 일부분이거나 내화방벽을 지지하는 구조용 강을 방호할 필요성

은 NFPA 기술기준이나 화재방호 핸드북에 기술되어 있다. 

지진사고로 인한 동적 하중에 견디기 위한 목적만을 가진 구조용 강은 화재로 인하

여 구조용 강의 손상이 내화방벽의 강도를 심각하게 저하시키지 않는다면 내화방벽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방호할 필요는 없다. 

4.2.3 전기회로에 한 화재방호

4.2.3.1 전선관로 내화방벽계통

안전에 중요한 다중 케이블계통은 규제입장 5.3 항의 격리방안에 따라 서로 격리되

어야 하며, 그리고 잠재적인 노출화재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화재 후 안전정지에 중

요한 전기회로가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방벽(구조물)으로 격리할 수 없는 지역의 경우 

케이블 방호체는 1 시간과 3 시간 격리요건을 만족하는 도관이나 전선관을 적용하여

야 한다. 1 시간 방호체를 사용한 경우 자동화재감지 및 진압계통이 설치되어야 한다.

수평 및 수직 전선관의 내화방벽 설계는 수류시험과 ASTM E-119, “Standard Test 

Methods for Fire Tests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전선도관 내화방벽의 허용기준은 규제입장 4.3에 기술되어 있다. 

4.2.3.2 내화등급 케이블

원자력발전소의 사업자는 내화등급 케이블이 화재의 영향으로부터 안전정지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요건을 만족함을 입증하고 필요시 허가변경을 신청해야 한

다. (규제지침 1.8.)

4.2.3.3 케이블 포설을 위한 화재차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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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소화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안전에 중요한 지역에서 수평케이블 배선로

를 따라 매 6.1 m 간격으로 화재차단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직케이블 배선로에는 바

닥과 천장 높이수준에 화재차단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직케이블 배선로가 케이블 트

레이 상부에 설치된 자동소화수설비로 직접 보호되지 않는 경우 층간 또는 수직 케이

블 체이스에 다음과 같은 위치에 화재차단재를 설치해야 한다.

- 케이블의 수직길이가 6.1∼9.1 m 인 경우 : 중간 높이, 

- 케이블의 수직길이가 9.1m 이상인 경우 : 4.6m 간격 

케이블 배선로의 수와 케이블 도가 최 인 경우 시험한 결과 화재차단재는 최소 

30분 동안 화재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3 전선관로 내화방벽의 시험 및 인증

화재후 안전정지 관련계통을 보호하고 규제입장 5.3항의 격리방법을 만족하기 위한 

내화방벽은 1시간 또는 3시간 내화등급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내화등급은 내화방벽이

나 구조물의 지속하는 시간으로 정의되고, 표준화재에 노출시켰을 경우 거동측면에서 

초기임계점이 나타나기 전까지 견디는 시간을 의미한다.

건물구조나 재료의 내화등급은 NFPA 251 “Standard Methods of Tests of Fire 

Endurance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 및 ASTM E-119, “Standard Test 

Methods for Fire Tests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에 따라 수행되는 내화

방벽 집합체의 시험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다. 규정된 허용기준을 만족한 집합체(표준

시간-온도 화재연속노출, 화염 반 면 온도 상승, 호스류 분사)는 특정 내화등급을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화재에 노출되지 않은 내화방벽의 온도가 163℃ (325°F)를 초과하지 않고 주수시

험을 합격한 내화방벽은 내화 허용기준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며, 추가 

분석 없이 안전정지 능력이 보호됨을 입증하는 것이다. 온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

우 안전정지 능력이 보호됨을 입증하는 공학적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전선관 내화방벽계통의 시험 및 인증을 위한 상세지침은 부록에 제

시되어 있다.

5. 안전정지 능력

발전소의 안전정지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주어진 방화지역에서의 화재손상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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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원자로 고온정지/ 기에 사용될 수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서 하나의 성공

경로는 화재손상이 없는 상태로 유지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상온정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서 하나의 성공경로에 한 화재손상은 제한적이

어야 하며, 하나의 성공경로가 72시간 내에 운전가능한 상태로 복구되거나, 체 혹은 

전용정지를 요구하는 지역의 경우 사업자는 상온정지기능을 복구하여 72시간 이내에 

상온정지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72시간 동안 고온 기/정지 상태

를 유지할 수 없는 원자로설계에 해서 상온정지 조건이 요구되는 시간 이내에 달성

되어 유지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기존 원자력발전소에 해서 하나의 성공경로가 규제입장 5.1과 5.2를 만족할 수 있

어야 하며 필요한 정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되는 정지기능의 성능은 

가능한 경우 기존의 FSAR에 있는 분석에 근거해야 한다. 체 혹은 전용의 정지를 위

해 요구되는 장비는 참조하고 있는 분석에서 신뢰된 성능과 동일하거나 또는 등가성

을 가져야 한다.

화재방호계획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화재이후 안전정지기능을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분석을 포함한다. 안전정지분석은 화재로 유발되는 

손상이 직·간접적으로 안전정지를 방해하는 전기회로를 포함하여 다중 안전정지계통

과 기기들이 가상된 화재 사고시 하나의 성공경로가 화재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절하

게 보호됨을 입증해야 한다. 내화방벽, 가연성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물리적 격리, 그리

고 적용가능한 규정에 의해 요구하는 경우 자동감지 및 진압을 통하여 방호될 수 있

다. 하나의 다중성공경로가 적절하게 보호될 수 없는 경우 체 혹은 전용의 정지 성

공경로가 화재이후 안전정지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확인되고 보호되어야 한

다.

신규 원전을 위한 안전정지분석은 어떤 하나의 방화지역(주제어실과 원자로건물을 

제외)내의 모든 장비가 화재에 의해 운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보수나 운전원 

조치를 위해 그 방화지역으로 재진입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도 안전정지를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규제입장 8.2). 따라서 신규원전에서 적절한 방호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이러한 방화지역 내에 물리적 격리 또는 국부적인 내화방벽(전선관

로 내화방벽계통)에 해 신뢰를 두지 않아야 한다. 발전소 설계가 물리적, 전기적으로 

독립적인 체정지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제어실은 이러한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규 원전에는 적어도 하나의 화재이후 안전정지 성공경로가 화재손상을 받지 

않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자로건물에 다중 정지계통에 한 화재방호설비를 설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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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한다.

안전정지분석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각 방화지

역에 한 화재를 평가해야 하며, 화재이후 안전정지 성공경로를 확인해야만 한다. 또

한 직·간접적으로 안전정지를 방해(오작동을 야기할 수 있는)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하

여 유발되는 모든 회로 손상을 분석에서 확인해야만 한다.

5.1 다중계통의 안전정지 성능목적

사업자는 제어실이나 비상제어반에서 고온정지조건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

한 하나의 성공경로가 화재에 손상받지 않도록 화재손상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정지

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위한 화재방호설비가 설치됨을 보증해야 한다.

화재안전정지 성능목적는 기술지침서에 정의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발전소가 고온정

지 또는 고온 기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체/전용 정지성능을 위한 화재이후 

안전정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정 성능목적은 다음과 같다.

- 반응도제어기능은 상온정지 반응도 조건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자로냉각재보충기능은 가압경수로의 가압기의 수위지시 범위로 원자로냉각

재 수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자로열제거기능은 붕괴열제거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정감시기능은 상기한 기능을 수행하고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변수의 

값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원기능은 안전정지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의 운전을 허용하기 위해 필

요한 공정 냉각, 윤활 및 기타 조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Generic Letter 81-12, “Fire Protection Rule (45 FR 76602, November 19, 1980)” 

에는 기존 가압경수로의 화재이후 안전정지를 달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계통

과 계기들이 기술되어 있다. 특정 발전소에 요구되는 계통과 계기들은 발전소 허가기

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화재이후 안전정지를 결정하는 운전변수들은 발전소 기술지침

서에 포함되어 있다.

5.2 상온정지 및 허용가능한 보수

정상적인 안전정지를 위해 상온정지 달성에 필요한 다중계통은 단일 화재에 의해 

손상될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의 성공경로는 72시간 내에 또는 고온정지 유지능력이 

72시간 이하인 경우 안전정지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 내에 복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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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가능할 수 있도록 손상이 제한되어 있다.

체 또는 전용의 정지에 하여 상온정지조건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장비와 계통들이 화재에 의해 손상되지 않아야 하거나 그러한 장비와 계통들에 한 

화재손상이 복구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되어, 72시간 이내에 상온정지에 달성할 수 있

어야 한다. 72시간 이후 안전정지를 위해 사용되는 계통 및 기기들은 단지 소외전원 

만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야 한다.

상온정지기기의 성능 보수작업(휴즈 교체 및 케이블 교체)은 허용된다 . 선정된 장

비의 교체는 실질적인 경우 허용된다. 손상된 장비의 교체(규제입장 5.5.3항 참조)를 위

한 절차가 준비되어야 하며, 전용의 교체 장비가 발전소에 보관·관리되어야 한다. 정

상적인 장비가 운전 조건으로 복구되는 시점까지 안전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수작업

의 품질은 충분해야 한다. 제어반에 클립 리드를 사용(hard-wired terminal lug가 사용

되어야 함)하거나 terminal lug를 결속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점퍼케이블을 사용하는 

보수작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수작업이 방화지역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그 지역에 재진입하기에 시간이 충

분하고, 예상되는 화재와 화재진압제에 의한 손상이 수행될 보수작업을 방해하지 않고 

보수절차가 운전계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5.3 안전정지기능 화재방호

안전정지에 필요한 다중 계통이나 기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내화방벽

이나 자동진압설비, 혹은 두 가지 설비가 모두 설치되어야 한다. 전용 또는 체 정지

설비가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고온정지조건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중성

공경로의 장비나 케이블(합선, 단선, 지락으로 인하여 작동을 방해하거나 오동작을 일

으킬 수 있는 전기 회로를 포함)들이 격납용기 이외의 지역에서 동일한 방화지역에 위

치하는 경우 사업자는 성공경로(고온정지를 위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중 하나는 화

재손상이 없도록(규제입장 8.2에 신규 원전에 한 다중의 화재이후 안전정지 성공경

로에 한 방호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다중계열 화재후 안전정지 성공경로는 3시간 등급의 내화방벽으로 격리되어

야 한다. 내화방벽의 일부이거나 내화방벽을 지지하는 강구조물은 방벽의 내

화등급과 동일한 내화성능을 갖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 다중계열 화재후 안전정지 성공경로는 중간에 가연물이나 화재위험이 없이 

수평거리로 6.1 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그 지역에 화재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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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내화도료 등을 포함한 케이블 절연체는 

공학적인 판단이나 화재위험도분석에 의하여 무시될 수 있는 양 (예로는, 단

선케이블) 이외에는 중간 연소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전선관 내의 케이블은 

중간 연소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 하나의 다중계열 화재후 안전정지 성공경로는 1시간 등급의 내화방벽으로 격

리되어야 하며, 추가로 화재가 예상되는 지역에 화재 감지기와 자동소화설비

가 설치되어야 한다. 

위 두 번째와 세 번째항을 만족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며, 국부적인 지역을 방호하는 화재감

지 및 진압설비도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원자로건물 내부의 화재방호는 위 조항을 만족하는 것이거나, 규제입장 6.1.1에 따

라 설치되어야 한다.

5.3.1 화재이후 안전정지 회로의 확인 및 평가

화재이후 안전정지 분석은 하나의 성공경로를 구성하고 있는 정지관련 구조물, 계

통 및 기기들이 어떠한 발전소 단일 방화지역에서의 단일화재에 한 화재 손상이 없

는 상태로 유지됨을 보증해야만 한다. 화재이후 안전정지 회로분석을 위한 결정론적 

방법론과 관련하여 RIS 2005-30, “Clarification of Post-Fire Safe-Shutdown Circuit 

Regulatory Requirements”에서 승인하고 있는 NEI 00-01, “Guidance for Post-Fire 

Safe-Shutdown Circuit Analysis”를 참조할 수 있다. 화재로 유발되는 손상이 안전정지

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회로들은 분석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적절하게 방호되어야 한

다.

5.3.2 고/저 압력 경계

사업자는 고/저압력 경계와 관련한 연계회로에 하여 안전정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해서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잔열제거계통은 고압의 1차 

냉각재계통과 경계를 이루는 저압계통이다. 부분의 경우에 계통의 경계부분은 두 개

의 다중성과 독립적인 전동기구동밸브로 격리되어 있다. 이들 두 전동기구동밸브와 그

들의 전력 및 제어케이블은 단일화재로 손상될 수 있다. 이러한 단일화재는 두 밸브를 

오동작으로 개방시킬 수 있으며 고/저압력 경계를 통한 계통간 냉각재상실사고(LOCA)

를 일으킬 수 있다. 고/저압력 경계부분이 단일화재로부터 적절히 보호되고 있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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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수행되어야 한다. 

- 일차냉각재경계를 격리하고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적으로 다중조절장

치(두개의 연속적인 전동기구동밸브와 같은)를 사용하는 고/저압력 경계를 확

인한다. 

- 규제입장 5.3과 6.1.1.1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연속적으로 설치된 다중밸브들

에 하여, 다중케이블(전력과 제어)이 적절하게 물리적으로 격리되었는지 확

인한다. 

- 격리가 적절하지 않은 각 경우에 하여, 케이블의 화재유발손상(합선, 단락, 

지락)에 의한 오동작으로 계통간 냉각재상실사고로 이어지지 않음을 입증한다. 

5.3.3 운전원 수동조치

화재이후 안전정지 분석에는 필요한 모든 운전원 수동조치를 포함하여 안전정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론을 기술해야 한다. 운전원 수동조치는 하나의 방화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화재후 안전정지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다중의 계통을 보호하는 수단으

로 체될 수 없다. 다만, 화재이후 안전정지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운전원 수동

조치가 필요한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운전원 수동조치가 안전정지에 악영향을 주

지 않음을 입증하고, 규제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원 수동조치와 관련하여 RIS 2006-10, “Regulatory Expectations with Appendix 

R Section III.G.2 Operator Manual Actions”에 제시된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동일한 

방화지역에 하나의 다중 성공경로가 다음과 같은 손상제한요건과 격리요건에 따라 화

재에 의한 손상을 받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 운전원 수동조치는 오동작으로 기동되거

나, 연속적으로 운전이 허용되었으나 안전정지에 악영향이나 방해할 수 있는 펌프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사업자의 화재방호계획에 따라 고려될 것이다. 운전원 수동조치는 

체 또는 전용의 정지성능이 제공된 경우 신뢰할 수 있다.

- 손상제한요건 : 고온정지 및 고온 기에 사용하는 하나의 성공경로는 화재손

상이 없어야 하며, 상온정지에 사용하는 하나의 성공경로에 한 화재손상은 

제한적이어야 하며, 72시간 이내에 상온정지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

- 격리요건 : 3시간 내화등급으로 격리하거나 수평거리 6.1 m 이상 이격하고 자

동화재감지 및 진압설비 설치, 1 시간등급의 방호체를 설치하고 자동화재감지 

및 진압설비 설치

화재관련 모든 운전원 수동조치는 실행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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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EG-1852, “Demonstrating the Feasibility and Reliability of Operator Manual 

Actions in Response to Fire”에는 운전원 수동조치에 한 기술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운전원 수동조치의 사용은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동화재감지 및 진압기능을 

체할 수 없다. 추가적으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회로 포함)이 있는 

어떠한 지역에서 이러한 성능을 제거 또는 삭제하는 것은 최소한 화재방호 관점의 심

층방어개념을 위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전정지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고려한다.

안전정지 성능의 방호와 방사성물질 누출 방지를 포함하여 화재방호요건이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종합될 수 있으므로, 신규 원전의 설계시 운전원 수동조치와 체/전용 

정지계통(주제어실 화재를 위한 방호는 체정지 성능을 요구하게 됨)의 사용은 최소

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5.3.4 오동작

화재후 안전정지 회로분석은 다중 오동작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화재로 유발되는 

손상에 해 기술되어야 한다. 일부 사업자가 다중 오동작이 연속적 또는 빠르게 연달

아 일어나지 않다는 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지만 케이블 화재시험 결과 다중 오

동작이 연속적으로 빠르게 일어날 확률이 케이블 절연/보호재료와 케이블 배열을 포함

한 다중인자에 근거하여 비교적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성공경로에 있는 구조물, 계

통 및 기기들은 화재방호기준 10.6.1의 3항의 3에 따라 안전정지를 방해할 수 있는 화

재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만 한다.

규제입장 5.3.3 항에서 논의된 부분을 제외하고 운전원 수동조치가 다중의 안전정지 

계열 또는 계통( 체/전용이 아닌 일차 안전정지 계열 또는 계통)에서 기기의 오동작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허용할 수 없다.

5.4 체 및 전용 정지 성능

5.4.1 일반지침

체 정지성능은 기존의 계통을 재배선, 재배치 또는 변경하는 것인 반면에 전용 

정지성능은 화재이후 정지기능을 위해 새로운 구조물이나 계통을 설치하여 제공된다. 

화재 이후 보수를 통하여 고온정지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신뢰될 수 없으므로 사

업자는 추가적인 체정지성능이 필요한 경우 기존발전소에 체 정지성능을 위하여 

기존 계통을 재배선, 재배치 또는 변경해야 한다.

체 또는 전용의 정지성능이 요구되는 경우 사업자는 다중의 성공경로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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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화지역/구역에 한 고정식 감지 및 진압계통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위험도분

석에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지 및 진압은 체/전용 정지계통을 포함하는 방

화지역/구역에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음).

안전정지분석은 고온정지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체 또는 전용의 정지

계통 기기와 전기회로는 화재손상을 받지 않고 필요한 안전정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

거나 안전정지를 방해하는 조치를 유발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특정 방화지역에 한 체/전용 정지성능이 지역별로 유일하거나 유일한 계통의 

조합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체정지성능은 특정 방화지역과 독립적이어야 하며 소

외전원이 가용한 경우와 소외전원이 72시간동안 가용하지 않은 경우의 화재이후 조건

을 수용해야 한다. 사업자는 규제입장 5.5 항에 기술된 바와 같은 체/전용 정지성능

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5.4.2  연계회로

연계회로는 체 또는 전용의 정지계통들이 화재 이후 안전정지를 달성하는데 신뢰

되는 경우 회로에 한 특정 분야로 정의하였으며, 연계회로가 화재로 유발되는 손상

의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허용가능한 조치로 인정된다. 연계회로는 안전정지기기의 전

원공급 또는 제어회로에 작동불능조건(단락, 지락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비안전 혹은 

안전 회로들이며, 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안전정지기기가 설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을 보장하기 위해 그러한 작동불능조건은 방지되어야 한다. 

연계회로는 규제입장 5.3 (원자로격납건물 내부의 케이블에 한 규제입장 6.1.1.1에 

규정된 것보다 약한)에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물리적으로 격리된 격납용기 

외부에 있는 케이블(안전관련, 비안전관련 Class 1E와 non-Class 1E)로 다음 중 한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케이블로 정의된다. 

- 정지설비(다중 혹은 체)에 전원을 공급하는 공통전원과 해당회로로부터 공유된 

차단기, 휴즈 혹은 유사장치에 의하여 전기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전원.

- 기기의 오작동이 정지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예를 들면, 잔열제거/원

자로냉각재계통 격리밸브, ADS 밸브, PORVs, 증기발생기 기덤프밸브, 계측제어

계통, 증기우회계통)의 회로에의 연결부.

  오동작에 비하기 위해서 모든 기능상실 요인들을 평가하여야 한다. 기기는 하

나 이상의 회로손상 모드 (예를 들면, 합선, 단락, 지락)에 의하여 여자 혹은 비여

자될 수 있다. 따라서 펌프와 밸브 및 전기분배차단기는 구동원 기능상실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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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되거나 개방/닫힘 상태가 될 수 있다. 삼상 교류회로의 전동기가 오동작을 일

으키는 과정에서 삼상 모두가 합선될 가능성은 고/저 압력경계부분에 한 평가 

이외에는 평가하지 않아도 될만큼 충분히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 접지되지 않은 

직류회로에 해서 오작동이 접지가 되지 않은 정극성의 최소한 두 개의 합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제시하는 경우 고/저 압력경계부분에 한 평가 이

외에는 더 이상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접지되지 않은 여러 전도체의 직

류회로에서 두 개의 정극성 손상은 고려되어야 한다.

  합선조건은 방화지역으로부터 회로를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오동작의 영향을 

없애는 다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는 존재한다고 가정해야 한다. 

- 회로차단기, 휴즈, 혹은 유사장치에 의하여 전기적으로 보호되지 않거나, 공통배

선함으로 화재가 번질 수 있는 공통배선함(common enclosure: 도관, 배전반, 공통

함)으로써 정지기능 케이블이 들어있는 공통배선함

5.4.3 연계회로의 보호

정지성능은 규제입장 5.3(또는 원자로격납건물 내부의 케이블의 경우 규제입장 

6.1.1.1항)의 격리 및 방호 지침 또는 체방안으로 연계회로의 형태별로 적용되는 다

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연계회로에 줄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5.4.3.1 공통 전력원

다중 혹은 체 정지전원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기 휴즈/차단기 보호협조

에 부하휴즈/차단기(차단장치)가 필요하다. IEEE Standard 242, "IEEE Recommended 

Practices for Protection and Coordination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ower 

System“에 적절한 보호협조를 위한 상세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보호협조 허용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 모든 회로손상에 한 시간-과전압 정지특성을 갖는 차단장치(차단기나 또는 

휴즈)의 연계회로는 차단장치가 공통전력의 상실을 일으킬 수 있는 전단 차단

장치 정지전에 손상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원은 정지부하의 기능상실없이 적절한 보호협조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필요한 손상전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이 충족되면, 특정 차단장치는 적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 차단장치의 설계는 관련 UL, ANSI 또는 NEMA 등의 기술기준에 따라 과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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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시험되어야 한다. 

- 중저 전압 변압기(480V 이상)에 하여, 회로차단기/보호계전기의 주기시험을 통

하여 전체적인 보호협조체계가 설계기준에 명시된 범위 안에 포함됨을 입증하여

야 한다. 이 시험은 연속적인 중복시험으로 수행할 수 있다. 

- 몰딩된 회로차단기는 주기적으로 수동작동되고 검사되어야 한다. 차단기의 전자

특성변화가 설계기준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연료재장전기간에 이들 차단

기에 한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차단기는 적절한 품질관리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되어야 한다. 

- 차단장치로 사용되는 휴즈는 그들의 안정성, 균일한 특성 및 높은 신뢰도 때문에 

주기적인 시험이 필요하지 않다. 적절한 보호협조 기능이 없는 등급의 휴즈가 우

발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4.3.2 오동작회로 

다음 기준에서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오동작 가능성이 경감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화재 발생 전에 방화지역에서 설비 및 기기를 격리시킬 방법(예를 들면, 전원 

제거 및 회로차단기 개방)

- 오동작을 방지하는 전기적인 격리. 차단기, 휴즈, 증폭기, 조절스위치, 변류기, 

광학결합기, 계전기, 변환기와 같은 잠재적인 격리기구

- 오동작을 감지하고 설비의 오동작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서 개발 방법 (예를 

들면, PORV가 오동작하면, 안전주입의 오동작을 제거할 차단기를 열면서 격

리밸브를 닫음). 

5.4.3.3 공동배선함. 

화재의 전파를 방지할 적절한 조치와 전기적인 보호장치(차단기, 휴즈, 유사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5.4.4 주제어실 화재 

주제어실 방화지역은 근거리에 다중정지계통의 제어장치와 계측기들이 설치되어 있

다(일반적으로 몇 인치 격리되어 있다). 주제어실의 체/전용 정지성능과 요구되는 회

로는 주제어실 방화지역의 케이블, 계통, 기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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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실로부터 피를 유발하는 화재로 인한 주제어실의 손상은 예상할 수 없다. 

주제어실 외부에서 안전상태가 유지됨을 증명하기 위하여 한계분석(bounding analysis)

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가정조건을 고려한다.  

- 제어실에서 원자로를 정지한다.

- 소외전원이 상실되고 소내 교류 발전기의 자동기동과 주제어실 화재로 제어회로

가 영향을 받는 밸브 및 펌프의 자동기능이 상실된다.  

밸브 배열이 정확함을 확인하고, 원자로냉각재가 상실될 수 있는 복구불가능한 상

태가 되기 이전에 보수할 수 있음을 가정하여, 주제어실 외부에서 지정된 펌프에 교류

전원을 복구하여 안전정지상태를 수동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분석을 통하여 입증하여

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어실에서 피하기 전에 믿을만한 수동조치는 원자로정지뿐이다. 주

제어실에서 피 이전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에 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기능

은 규제기관의 검토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추가로, 그러한 조치가 가상화재로부

터 비롯되는 오동작신호에 의하여 상실되지 않음이 보증되어야 한다. 

화재후 주제어실로의 복귀는 규제입장 5.5.2에 기술되어 있는 절차서와 상태에 따라

야 한다. 

주제어실로 복귀한 후에, 원자로 운전원은 제어실의 상태에 적합한 모든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일부 지역(화재가 발생한 제어반)에서는 운전이 불가능할 수 있다. 다른 

지역(제어반)의 연기 및 소화약제에 의한 피해는 평가되어야 하며, 그러한 제어반의 운

전 이전에 시정조치는 취해질 수 있다.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제어반)에서는 필요한 

로 운전되고 제어실내의 보수는 상온정지에 이르기 전에 수행될 수 있다. 

5.5 화재후 안전정지절차 

안전정지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는 안전정지분석의 결론을 반영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의 이행은 발전소 안전기능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안전정지분석을 통하여 확

인되고 화재후 절차에 반영된 안전정지에 영향을 미치는 급박한 시간 종속적인 운전

은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5.5.1 안전정지 절차서

화재후 안전정지 운전절차는 체 혹은 전용정지가 요구되는 지역에 하여 전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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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발전소의 다른 지역에 하여 발전소의 정지는 일반적으로 정상운전절차나 

비상운전절차 혹은 비정상운전절차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5.5.2 체/전용 정지절차서 

소외전원이 이용가능한 지역 및 72시간 동안 소외전원 이용이 불가한 지역에서도 

체/전용 정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들 절차는 오동작과 고임피던스 누전에 한 조치사항들이 안전정지에 효과적인 

경우 그러한 조치사항들은 기술되어야 한다. 

제어실로의 복귀에 관한 절차는 다음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 화재가 진화되었고 화재방호요원이 화재진화를 확인한다. 

- 제어실은 화재방호요원과 교 조 부장에 의하여 거주성이 확인된다. 

- 피해는 평가되고, 필요하면, 필요한 안전성, 제어, 정보계통의 기능을 보장하

도록 보수조치가 이행되고 교 조 부장이 제어실의 복귀를 허용한다. 

- 체/전용 정지반에서 제어실로 운전이 순서 로 이관됨을 확인하는 전환절차

가 완료되었다. 

5.5.3 보수절차서 

상온정지상태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수절차서가 수립되어야 한다. 체

정지에 하여는, 상온정지를 72시간 내에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수절차서가 

유효하여야 한다. 

보수절차의 이행은 고온정지를 유지하는 계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5.6 정지/저출력 운전

안전정지 요건과 목표는 정상 출력운전기간에 발생하는 화재시 정지조건을 달성하

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지운전 (유지보수 또는 재장전 기간) 기간에 화재위험은 

작업으로 인하여 상당히 증가한다. 또한 안전에 중요한 다중계통들은 운영기술지침서

와 발전소 절차서에 의해 허용되는 바와 같이 운전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화재방호계

획은 정지운전기간에 있을 수 있는 다른 조건하에서 화재방호계통 설비 및 절차가 안

전기능 (반응도 제어, 붕괴열 제거 및 사용후 연료저장조 냉각)에 영향을 주거나 방사

성물질의 누출을 야기하는 화재사건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

해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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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안전에 중요한 지역에 한 화재방호

발전소의 일부 지역에는 화재방호 및 안전정지와 관련하여 고유한 위험이나 설계현

안이 상존하고 있다. 발전소 지역에 관련되는 지침은 이 장에서 제시된다. 

6.1 전력생산에 관련된 지역

6.1.1 원자로격납건물

원자로격납건물지역의 화재방호는 화재위험도분석에서 확인된 위험에 비해야 한

다. 정상적인 운전조건에서 원자로건물 화재위험물질에는 윤활유, 유압유, 케이블, 전

기관통부, 전기케비넷, 활성탄이 포함된다. 정비나 연료재장전 기간에는 오염 관리 및 

제염 물질, 비계, 플라스틱 덮게, 나무판자, 화학물질, 고온작업과 같은 추가적인 위험

물질이 발생하게 된다.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원자로건물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규제입장 

5.1의 안전정지 수행목적이 만족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화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여 원자로격납건물 내의 가상화재의 영향이 화재위험도분석을 통

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오일 수집에 한 규제입장은 7.1에 제시

되어 있다. 

6.1.1.1 원자로격납건물의 전기적 격리 

2차 원자로격납건물에서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케이블화재위험은 규제입장 

4.1.3.3항에 따라 방호되어야 한다. 

원자로격납건물 내에서는 규제입장 5.5항의 요건중 하나 또는 다음 중 하나를 만족

하여야 한다. 

- 다중 성공경로의 비안전 연계회로, 기기 및 케이블을 서로 수평거리로 6.1m 

이상 이격하고 중간에 가연물이나 화재위험이 없어야 한다. 

- 해당 화재구역에 화재감지기와 자동화재 진압설비를 설치하거나

- 다중 성공경로의 비안전 연계회로, 기기 및 케이블을 서로 최소 30분의 내화

등급을 갖는 불연성 복사열 차폐체로 격리한다. 복사열 차폐체의 내화성능은 

시험이나 분석을 통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6.1.1.2 원자로건물 화재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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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설비는 화재위험도분석에 근거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상운전 

중에는 원자로건물 출입이 불가능하므로 고정식 자동소화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정상운전 중 불활성가스가 충전된 원자로건물에는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아도 

되지만 연료재장전이나 정비 중에 방호하기 위하여 옥내소화전, 호스함, 이동용 소화

기와 같은 수동화재진압기능이 갖추어져야 한다. 

원자로격납건물 내부에는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야 한다. 발전소 설계상 환형 소화

수배관이 원자로건물 내부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원자로건물 내부의 옥내소화전

은 환형 소화수배관외에 충분한 수량과 압력의 신뢰성이 높은 소화수배관과 연결하도

록 한다. 

옥내소화전의 원자로건물 관통부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건물 등)의 격리요건을 만족하고 내진 1등급과 품질그룹 B로 설계되어야 한다. 

화재방호계통 운전이 원자로격납건물의 건전성이나 안전에 중요한 계통을 손상시키

지 않아야 한다. 원자로건물내의 화재방호 활동은 환기, 오염된 액체/기체 방출과 같은 

전체적인 원자로건물 요건과 부합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초동소방  및 복구반원을 위하여 원자로격납건물 입구 근처에는 적당한 자급식 호

흡장비가 배치되어야 한다, 이 장비는 발전소 일반용 호흡기나 공기 공급설비와 독립

적이어야 하며 비상장비용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불활성인 원자

로격납건물에 하여 자급식 호흡장비는 유지보수 기간과 같이 원자로격납건물이 활

성인 경우에만 원자로건물 출입구 주변에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6.1.1.3 원자로격납건물 화재 감지 

화재감지설비는 제어실에 경보 및 통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원자로격납건물 

내의 화재감지설비는 각종 화재위험에 알맞게 설치되고 화재감지기의 형태와 위치는 

화재위험도분석을 통해 특정 화재위험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화재감지설비는 위에서 언급한 위험감지의 보조용으로 원자로격납건물 내

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방사선 환경에 적합한 연기 또는 열감지기가 공

기순환계통의 필터 전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6.1.2 제어실 구역

제어실 구역(통로, 사무실 공간)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화재손상으로부터 보호

되고 최소 3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바닥, 벽, 지붕으로 다른 화재구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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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되어야 한다. 제어실 구역의 주변에 있는 격실은 자동진압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1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갖는 불연성구조물로 제어실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제어실

과 주변 격실사이의 환기계통 개구부에는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 동작시 자동으로 차

단되는 방화댐퍼가 있어야 한다. 가스계 화재진압설비가 사용되는 경우 이 댐퍼는 가

스방출로 인한 압력상승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제어실로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봉되어야 한다. 이산화탄소 전역방출설비는 제어실 지역에는 부적합하다.

제어실 근무자용 호흡장비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제어실로 들어오는 모든 케이블은 중앙제어실에서 종료되어야 하며 제어실을 통과

하여 다른 지역에 배선되지 않아야 한다. 바닥 하부 및 천장 상부에 있는 케이블도 화

재방호 격리요건을 따라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기기는 받침  위에 설치되거나 제어실은 기기가 물에 침수되지 않

도록 물막이턱과 배수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한 배수설비는 제어실 격리가 필요

한 비상사태시 제어실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제어실에는 카페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카페트가 깔려 있는 경우(소음감쇄나 

다른 인간공학적 측면)에는 재료의 인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ASTM D2859(섬유바닥재

료의 인화성 표준시험방법)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이 재료의 특성은 

화재위험도분석에 반영되어야 한다.

6.1.2.1 제어실 화재 진압 

다음 두 지역에 수동화재 진압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 케비넷, 콘솔 또는 연결된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화재

- 일반지역에 있는 가연물의 노출화재 

제어실에는 A 및 C급의 이동식 소화기가 배치되어야 하며 제어실 내부나 근접한 

지역에 소화전함이 설치되어야 한다. 

제어실의 기기 및 화재위험에 적합한 노즐이 소화전에 설치되어야 하며 노즐은 실

제 화재진압에 적절하고, 전기적인 안전성을 만족하며, 호스의 수류는 전기 설비에 가

해지는 물리적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닥 하부 또는 천장 공간에 있는 완전히 폐된 전선함의 단면적이 0.09 m2 (1 ft2)

을 초과하면 내부에 자동화재진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모든 케이블이 10 cm 

(4-inch)이하인 철제 전선함에 들어있지 않거나 케이블의 내부가 자동화재진압설비로 

보호되는 완전히 폐된 전선함에 들어있지 않다면, 바닥하부 또는 천장의 케이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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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자동 화재진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1.2.2 제어실 화재 감지 

제어실, 케비넷 및 콘솔에는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중 안전정지기기가 

동일한 케비넷이나 콘솔내에 있다면 추가적인 화재방호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경보 

및 지역 표시기가 제어실에 마련되어야 한다.

제어실 환기계통을 위한 외부 공기흡입구에는 제어실 환기계통을 수동격리시킬 수 

있고 연기가 제어실로 유입될 수 없도록 제어실에 경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기감지기

를 설치하여야 한다.

6.1.2.3 제어실 환기 

정상적인 배기계통을 통해 제어실 화재로 인한 연기를 배출하는 것은 허용되나, 정

상배기 계통의 재순환 부분을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어실에는 운전원이 

수동으로 작동하는 배기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바닥 또는 천장공간에는 공기취급계통의 닥트가 케이블과 격리되어 설치되어야 하

며, 케이블이 바닥하부 또는 천장공간에 포설되어 있는 경우 이 공간은 제어실의 환기

를 위한 공기통로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6.1.3 케이블 포설실 

다중 안전계열은 서로 격리되어 있는 케이블 포설실에 설치되어야 한다. 케이블 포

설실은 타 발전소와 공용지역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케이블 포설실은 발전소의 

다른 지역과 최소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방벽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이 

사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체 혹은 전용 정지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케이블포설실은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소방 의 출입을 위한 멀리 떨어진 독립된 최소 2개의 출입구 

- 트레이 스택 사이는 폭 0.9 m, 높이 2.4 m의 통로로 이격 

- 포설실 바로 바깥에 소화전과 소화기 배치 

- 지역 화재감지설비 

다중계열 케이블간에 3시간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RG 1.75 "Physical Independence 

of Electric Systems"의 이격기준을 만족하고 케이블에 내화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케이블 포설실의 일차적인 진압설비는 폐쇄형 스프링 클러, 개방형 델루지 및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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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물분무 소화설비와 같은 자동소화수설비이어야 한다. 개방형 델루지 물분무소화설

비는 원격제어실에서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부적절한 동작을 방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스프링클러헤드나 분사노즐의 위치는 케이블설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지역에 소화수분사가 적절하도록 케이블트레이의 배열과 가능한 임시가연성물질

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케이블은 화재진압설비의 동작시 분사되는 소화수에 의

해 전기적인 고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개방형 델루지 물분무설비는 구획화되어 단일고장으로 자동화재진압성능이 미치는 

전체 구역이 마비되지 않아야 한다. 

포소화설비는 스프링클러나 델루지 소화설비로 분사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물분무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화전/소화기가 격실 바로 바깥에 설치되어 있어 

보완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체용 가스소화설비(할론, 청정소화약제, 이산화탄소)는 일

차 화재진압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언급한 접근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소화수를 제거하기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어야 하고, 가스계 소화설비가 사용될 

경우에는 배수구는 적절히 봉되거나 배수구를 통한 가스 손실을 보충할 수 있는 크

기이어야 한다.

해당 화재지역에 가스계 소화설비 작동신호가 발생하면 각 케이블포설실의 환기설

비가 그 지역을 격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케이블포설실 외부에서 수동으로 작동되

는 개별 제연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6.1.4 발전소 전산실

안전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가 있는 전산실은 제어실구역에 포함되지 않

는 장소 위치할 경우에도 최소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방벽으로 격리되고 

자동화재감지설비와 고정식 자동진압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어실의 복합기능을 수

행하지만 제어실에 위치하지 않은 전산장비들은 6.1.2항의 제어실 구역요건에 따라 격

리되고 방호되어야 한다. 제어실에 있는 전산 케비넷은 제어실의 다른 설비나 케이블

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제어실 구역 외부에 있는 비안전 관련 전산장비

들은 최소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방벽으로 안전에 중요한 지역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안전에 중요한 기기에 화재와 연기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호되어

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기기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에는 수동 소화전함과 이동식 소화

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NFPA 75, "Standard for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에 추가적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디지털 제어계통 서버를 설치한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안전에 중요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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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다중 서버들을 격리하기 위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방

벽을 사용해야 하지만, 화재위험도분석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제어실 구역 외부에 위

치한 비안전 관련 서버들은 안전에 중요한 지역과 내화방벽으로 발전소의 다른 지역

과 격리할 필요가 없으며 안전에 중요한 서버들도 감지 및 진압계통으로 보호할 필요

가 없다.

6.1.5 차단기실

안전에 중요한 기기를 포함하는 차단기실은 최소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

화방벽으로 발전소의 다른 지역과 격리되어야 하며, 다중의 차단기 안전계열은 서로 3

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방벽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자동화재감지기는 제어

실에 경보와 지시를 나타내고 현장에도 경보가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화재위험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차단기실을 통과하거나 기능을 하지 않는 케이블이 차단기실로 들어

가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차단기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기타 안전 사항에 부합되도록 자동화재진압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소화전함과 이동

식 소화기가 근접한 장소에 설치되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고압전기설비(차단기와 변압기)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기기 및 계통에 손상

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전기적 결함에 한 잠재성이 있으므로 화재위험도분석에서 이

러한 형태의 손상에 한 잠재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기는 수동화재진압을 위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기기가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수동 화재진압이 필요할 경우

(4.1.5항) 제연이 가능하도록 원격수동배기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6.1.6 체/전용 정지제어반

체/전용 정지제어반은 제어실지역과 최소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방

벽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화재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안전정지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체/전용 제어반은 제어실 지역과 전기적으로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체/전용 정지제어반을 포함하는 일반지역에는 제어실에 

경보와 지시를 보내고 현장에도 경보를 울리는 자동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운

전에 필수적인 가연성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관리해야 한다. 소화전과 이

동식 소화기가 일반지역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체/전용 정지제어반이 있는 지역에 한 거주성은 화재 및 화재 이후 조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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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되어야만 한다. 거주성은 가스계소화설비가 체/전용 정지제어반 또는 인접한 지

역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한다.

6.1.7 축전지실

안전에 중요한 축전지실은 화재 및 폭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축전지실은 발전

소 기타 지역 및 계열 상호간에 최소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방벽(모든 관

통부 및 개구부 포함)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직류 차단기 및 역변환기(inverter)는 이 

축전지실에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 자동화재감지기는 제어실에도 경보와 지시를 발생

하고 현장에도 경보를 울리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축전지실의 환기계통은 수소 농도를 

2%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환기기능이 상실되면 제어실에 경보가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과 이동식 소화기가 근접한 지역에 설치되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6.1.8 디젤발전기실 

안전에 중요한 디젤발전기는 발전소 기타 구역 및 계열 상호간에 최소 3시간 이상

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방벽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디젤발전기가 아닌 

경우에는 안전에 중요한 장비나 회로를 포함하는 발전소 지역과 최소 3 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방벽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디젤발전기 또는 윤활유 화재를 진압 또는 제어하기 위하여 자동화재진압설비가 설

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비는 디젤의 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운전되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자동화재감지설비는 제어실에 경보와 지시를 보내고 현장에도 경보가 울리도

록 설치되어야 한다. 옥내소화전과 이동식 소화기가 근접한 지역에 설치되어 쉽게 이

용할 수 있어야 한다. 소화수 배수설비 및 수동 제연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안전에 중요한 디젤발전기가 설치된 방화지역에 

최  4164 ℓ용량의 일일 탱크를 설치할 수 있다.

- 일일저장 탱크는 방화문과 관통부를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격실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격실은 일일탱크의 총량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동화재진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일일탱크는 총 용량의 110%를 수용할 수 있는 디젤발전기실 내부의 방유제에 

위치하거나, 안전한 지역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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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펌프실

안전에 중요한 다중 계열 펌프 및 펌프실은 계열 상호간 및 기타 지역으로부터 최

소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방벽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화재위험도분석을 

통하여 화재가 안전정지에 필요한 다른 기기를 손상시키지 않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펌프실에는 자동화재감지 및 자동화재진압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화재감지설비는 제

어실에 경보와 지시를 보내고 현장에도 경보가 울리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소화전과 

이동식 소화기가 사용이 용이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기기에 침수피해가 없도록 기기받침 , 물막이턱, 배수설비가 설치되

어야 한다 (규제입장 4.1.5항 참조).

수동화재진압에 필요할 경우, 재연이 용이하도록 배기설비의 수동제어가 가능하여

야 한다(규제입장 4.1.4항 참조).

6.2 기타지역

다량의 방사성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지역, 용수원을 저장하거나 안전에 중요한 계

통이 설치되어 있는 야외지역과 같은 발전소의 기타 지역은 화재방호와 관련하여 특

별히 고려되어야 하는 장비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6.2.1 신연료지역

이동식 소화기가 이러한 지역 주변에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역 외부에는 

소화전이 근접한 지역에 설치되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화재감지기는 제

어실에 경보와 지시를 보내고 현장에도 경보가 울리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신연료지역

에는 가연성물질을 최소가 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저장지역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신연료 저장지역에는 물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계통이 설치되어야 한다.

 신연료의 저장 배열은 소화수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소화수 임계 도에 도달하지 

않도록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6.2.2 사용후연료지역 

사용후 연료지역에는 소화전과 이동식 소화기가 배치되어야 한다. 자동화재감지기

는 제어실에 경보와 지시를 보내고 현장에도 경보가 울리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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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방사성폐기물 건물, 저장 및 제염구역

방사선폐기물 건물과 저장지역 및 제염지역은 계열 상호간 및 기타 지역으로부터 

최소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방벽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가연성물질이 있

는 모든 지역은 자동소화설비나 또는 안으로 소화전과 이동식 소화기(위험에 따른 

충분한 용량의 차륜형 소화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자동화재감지기는 제어실에 경보와 

지시를 보내고 현장에도 경보가 울리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이 지역의 환기계통은 외

부환경이나 타 지역에 방사성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차단될 수 있어야 한다. 화재진

압에 사용한 소화수는 액체 방사선 폐기물 수집계통으로 배수되어야 한다.

사용한 이온교환레진, 활성탄필터, HEPA 필터와 같은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은 점화원이나 가연성물질이 없는 지역의 폐된 금속탱크나 저장용기에 보관하

여야 한다. 이러한 물질은 인접지역의 화재위험으로부터 방호되어야 한다. 함유된 방

사성물질로부터 발생하는 붕괴열 제거에 한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6.2.4 독립된 사용후연료 저장구역

건식저장 및 독립된 사용후연료 저장시설에 한 화재방호는 10 CFR 72, “사용후

연료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별도 저장에 한 허가요건”의 요건에 기술되어 있다. 

이들 시설에서의 화재발생 및 화재이후에도 허용되지 않은 잠재적인 방사성물질 누출 

및 잠재적인 화재위험에 적합하도록 방호하여야 한다. 10 CFR 72의 요건에 추가하여, 

독립된 사용후연료 저장조 설치에 한 화재방호는 설치작업에 따른 화재가 발전소 

운전이나 안전에 중요한 발전소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6.2.5 용수탱크

안전정지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는 저장탱크는 화재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가연성물질은 옥외탱크 인근에는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7. 특별화재위험에 노출되는 안전에 중요한 지역에 한 방호

7.1 원자로냉각재펌프 오일수집

정상운전중 원자로격납건물이 활성적인 경우 원자로냉각재펌프에는 오일수집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오일수집설비는 정상운전중이나 설계기준사고 시에도 오일수집설비

의 손상이 화재를 유발하지 않고 계통이 안전정지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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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어야 한다. 

오일수집설비는 원자로냉각재펌프 윤활유계통의 모든 가압 및 비가압부위의 누출유

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누출된 윤활유는 배기구가 있는 폐용기로 수집, 저장되

어야 하며 용량은 윤활유계통의 모든 오일량을 수집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오일 

발화점의 특성으로 인해 화염의 역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용기 배기구에 화염차단기

(flame arres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누출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승

압펌프 및 배관, 과잉유로관(overflow line), 윤활유냉각기, 윤활유 보충/배유관 및 마개, 

오일배관의 플렌지 연결부위 및 오일저장조 등이며 이러한 부위가 방호되어야 한다. 

배유관은 최  오일누출량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모든 원자로냉각재펌프에서 저장조로 배유되는 윤활유의 총량을 모으기 위하여 충

분한 용량의 1개 이상의 저장조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체방안이 허용될 수 있다. 

- 원자로냉각재펌프 한 의 윤활유의 총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의 1

개 이상의 오일 저장조가 설치된다. 단, 오일 저장조는 흘러 넘친 유량이 윤활

유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는 지역이나 윤활유가 안전에 중요한 기기에 영향에 

위험을 주지 않는 안전한 장소로 배출되어야 한다.

- 분석을 통하여 원자로냉각재펌프 윤활유 계통이 안전정지지진에 견딜 수 있

음을 보이는 경우(지진으로 인하여 윤할유계통의 전체적인 파손 가능성은 고

려하지 않는다), 윤활유 계통의 기계식 연결부(예: 플렌지, RTD연결부, 사이트

글라스)에서 발생하는 국부적인 누출에 한 방호조치가 이루진다. 그러한 설

계에는 방호의 체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원자로냉각재펌프 윤활유 

수집계통에서, 하나의 원자로냉각재펌프 윤활유의 총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의 1개 이상의 오일 저장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원자로냉각재펌

프 한 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국부누출만 보호하여야 하므로, 오일저장조의 

흘러넘친 유량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 펌프 케이싱내에 윤활유가 완전히 담겨있는 펌프에 하여는, 심각한 오일 누

출 가능성이 없다면 오일수집설비가 필요하지 않다.

7.2 터빈/발전기 건물 

터빈건물은 안전에 중요한 기기를 수용하고 있는 인접건물과 3시간 이상의 내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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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가진 내화방벽으로 격리하여야 한다. 터빈건물이 완전히 붕괴하는 경우에도 내화

방벽은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내화방벽의 개구부 및 관통부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터빈오일계통이나 발전기 수소냉각계통이 내화방벽에 직접적인 화

재위험을 주는 지역에는 이러한 개구부 및 관통부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화재심각

도 관점에서 내화방벽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층방어측면에서 추가적인 방호

가 필요할 수 있으며, 터빈건물 화재가 운전원이 조작하고 안전하게 정지하는 능력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7.2.1 오일계통

터빈건물은 윤활유 배관 및 저장조, 봉유, 유압유와 같은 다량의 가연성 액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계통은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방벽을 이용하

여 안전에 중요한 기기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내화방벽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설

치되거나 위험성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방호가 필요하다(규제입장 2.1.3항 참조).

7.2.2 수소계통

터빈 발전기의 냉각을 위하여 수소를 사용한다. 수소저장 및 분배계통은 규제입장 

7.5항에 제시된 지침을 만족시켜야 한다.

7.2.3 제연 

가연성 액체 및 케이블 화재에 의해 발생되는 심각한 연기를 제거하기 위한 제연설

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세부사항은 규제입장 4.1.4항을 따른다.

7.3 발전소 변압기

안전에 중요한 설비가 있는 방화지역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는 건식이거나 

폐되어야 하고 비가연성 액체로 냉각되어야 한다. 실내에 설치된 가연성 액체로 채

워져 있는 변압기는 별도의 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NFPA 70, “National Electrical 

Code”에 추가적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실외에 설치된 오일로 채워진 변압기는 오일누출 제한수단 또는 건물로부터 이격되

어 있는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변압기는 건물로부터 최소 15.2 m (50 ft)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거나 오일 충전 변압기로부터 15.2 m (50 ft) 이내에 있는 건물벽

은 개구부가 없어야 하고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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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디젤연료저장지역 

용량이 4164ℓ보다 큰 디젤 연료유 탱크는 안전에 중요한 기기를 포함하는 건물 내

에 위치하여서는 안 된다. 지상 탱크인 경우에는 안전에 중요한 기기를 포함하는 건물

로부터 15.2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거나, 15.2 m 이내에 설치된 경우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구조물을 갖는 별도 건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누출된 오일은 수집되

어야 하며, 안전에 중요한 기기를 포함하는 건물로부터 격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건물 

지하 또는 외부에 완전 매설된 탱크는 허용된다 (NFPA 30, “Flammable and 

Combustible Liquids Code” 참조). 

별도 건물에 설치된 탱크를 포함하여, 지상에 있는 오일탱크는 자동 화재진압설비

로 보호되어야 한다. 

7.5 인화성 가스 저장 및 분배 

형 가스저장설비(압축 또는 극저온)는 안전에 중요한 기기가 있는 구조물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소와 같은 인화성 가스저장설비는 폭발이나 화재가 

안전에 중요한 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건물 외부나 별도로 떨어진 건물에 위치하

여야 한다. 

고압가스저장용기가 폭발할 경우에도 건물벽을 관통하지 않도록 용기의 장축이 건

물벽과 평행하게 배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세틸렌-산소 가스용기의 저장장소

는 안전에 중요한 기기나 그 기기를 방호하는 화재방호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지역에서 아세틸렌-산소 가스용기를 사용할 경

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NFPA 55, “Standard for the Storage, Use, and Handling 

of Compressed Gases and Cryogenic Fluids in Portable and Stationary Containers, 

Cylinders, and Tanks”에 추가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수소공급설비가 안전에 중요한 기기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안전에 중요한 발전소 지역의 수소 배관은 내진 1등급으로 설계

- 배관이 직접 외부로 배기되도록 배관을 슬리빙(2중배관)

- 오리피스나 유량조절밸브를 사용하여 배관이 파손되더라도 해당지역에 저장

시설로부터 최 흐름량을 제한하여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수소농도가 2% 이

하로 유지

내부에 수소의 과다한 양의 축적과 부적절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회안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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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과잉흐름밸브와 계기에 하여 사용전 시험과 후속 재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소 비경제적인 방법으로는 격리된 공급원을 사용하여 간헐적으로 보충할 수 있다. 

EPRI NP-5283-SR-A, “Guidelines for Permanent BWR Hydrogen Water Chemistry 

Installations”에는 인화성 초저온 및 압축가스계통에 한 설계, 설치 및 운전에 한 

추가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8. 신규원전 화재방호

신규 원전에서는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정지 성능의 방호와 방사성물질 누

출 방지를 포함하는 화재방호요건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특히 신규 원전에서는 

체 혹은 전용의 정지계통의 사용을 최소화 혹은 제거해야 하며, 제어실과 같이 다중

의 안전계통에 필요한 방호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러한 계통에 의존해야 한다. 

또한 운전원 수동조치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고, 국부적으로 전선관 내화방벽의 사용도 

최소화해야 한다.

8.1 강화된 화재방호 허용기준

신규 원전의 설계는 안전정지가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서도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 

- 어느 한 방화지역에서의 모든 장비가 화재로 운전 불가능

- 보수를 위한 재진입과 운전원 조치가 불가능

제어실과 물리적, 전기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체정지성능이 원전의 설계에 포함되

어 있는 경우 제어실은 상기 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어실은 화재가 안전정지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기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신규 원전에서는 원자로건물 내부에 위치한 다중의 안전정지계통을 화재로부터 방호

해야 한다. 하나의 다중 안전정지계열이 화재에 의한 손상을 받지 않음을 실질적인 범

위까지 보장한다. 또한 신규 원전에서는 연기, 고온가스 및 화재진압재들이 운전원 조

치를 포함해서 안전정지 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까지 다른 방화지역으로 이

동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8.2 적용가능한 산업기술기준

일반적으로 신규 원전의 화재방호 설비는 화재발생시 화재후 안전정지성능과 방사

성물질 누출 완화와 관련하여 NFPA 804, "Standards for Fire Protection for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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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Water Reactor Electric Generating Plants"에 규정된 조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다만 NFPA 804의 일부 조항은 규제요건과 상충되는 경우 발생시 교육과학기술부 고

시, 규제기준 및 지침이 우선한다.

8.3 정지 저출력 운전 화재방호

규제입장 2, “화재예방에 한 지침은 정지상태를 포함한 발전소의 모든 운전기간

에 적용된다. 신규 원전 허가 신청시 정지 저출력 운전기간에 안전정지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9. 계속운전시 화재방호

초기 허가된 운전기간을 초과하여 계속운전을 신청시 화재방호 허가 및 설계근거는 

화재방호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노화관리계획(AMP: Aging Management Program)

이 포함되는 것을 제외하고 계속운전 이전과 큰 차이점은 없다. 계속운전 범위에 속하

는 기능을 가진 기기와 피동기기(기능수행시 부속품이 동작하지 않는 기기)와 수명이 

긴 기기(검증된 수명 또는 주기적인 교체로 교체 상이 아닌 기기)들의 노화관리검토

(AMR: Aging Management Review)를 수행해야 한다. 피동기기와 수명이 긴 기기에는 

내화방벽 집합체(천장, 댐퍼 하우징, 방화문, 바닥, 관통부), 스프링클러 헤드, 화재진압

설비 배관 및 밸브 케이싱, 화재방호탱크와 펌프케이싱, 소화전함 등이 포함된다. 능동

기기는 기능 수행시 부속품이 동작하거나, 배열 및 변수들이 변화하는 기기로 정의되

며, AMR 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기기는 연기 및 열감지기가 이에 속한다.

소모성인 피동기기도 AMR 상이 아니며, 계통 필터, 소화기, 소방호스 및 Air 

pack(계속운전에 한함)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기기들은 계속운전 허가 범위에 포함

되는 것으로 고려하고 기기의 검증된 수명과 발전소 성능 감시활동을 근거로 주기적

으로 교체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립되어 있는 한 AMR에는 이러한 기기들을 규정

된 발전소 성능감시활동을 근거로 제외할 수 있다.

- 교체를 조건으로 기기의 형태를 확인하고 목록화

- NFPA와 같은 적절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적절한 감시 및 교체계획을 확인

계속운전 허가 범위에 포함되고 AMR 상인 모든 기기에 하여 사업자는 노화가 

의도한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운전 기간동안 적절하게 관리됨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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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화재진압 배관 또는 소방펌프 케이싱은 압력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설치되

는 것이다. 압력경계에 미치는 노화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에는 기존의 발전소 계

획, 수정된(또는 강화된) 계획, 또는 노화를 관리하기 위해 특별하게 개발된 신규 계획 

등이 있다. 개선되거나 신규 계획의 개발은 (1) 관리가 필요한 노화영향과 (2) 연장된 

기간동안 노화를 관리하는 현재 계획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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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전선관로 내화방벽의 시험 및 인증

1. 동일 방화지역내 안전정지 기능을 격리하기 위한 전선관로와 기기의 내화방벽에 

한 내화시험 허용기준

   관로 또는 기기에 직접 적용되는 내화방벽에 한 내화인증시험시 다음과 같은 조

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관로 또는 기기의 외부표면에서 측정된 내화방벽의 화염반 면의 평균온도가 

최초온도보다 139℃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NFPA251 “Standard Methods of Tests of Fire Endurance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과 ASTM E-119, “Standard Test Methods for Fire 

Tests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에서는 열전  온도 측정값들을 

평균하여 결정된 온도를 허용하고 있다. 관로 내화방벽의 온도 성능을 결정하기 

위해 비슷한 배열의 열전 들(즉, 케이블 트레이 사이드 레일)이 함께 평균되어

졌다면, 이러한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는 열전  평균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추가로, 단일 열전 에 의해 측정된 온도는 최 허용온도의 30% (139 ℃ 

+ 42 ℃ = 18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케이블 또는 기기들이 내화방벽시험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화재시험 중 노출

되지 않은 쪽 온도상승과 상관없이 육안검사를 수행해야 한다2). 케이블에 화재

에 의한 열적 열화징후3)들이 없어야 한다.

열적 열화상태의 징후가 있는 경우 내화방벽은 의도한 내화기능을 수행하지 못

한 것이다. 의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내화방벽에 하여, 열적 열화된 케

이블 또는 기기의 기능이 유지됨과 케이블 혹은 기기가 화재 중 혹은 화재후에 

의도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함을 입증하는 공학적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화

재후 혹은 화재 중에 케이블의 기능을 증명하는 방법론이 본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기능성 시험의 목적은 관측된 내화방벽 성능과의 편차를 정당화하는 것

이다. 케이블이 포함되지 않은 내화방벽 시험체에 하여, 내부 내화방벽 온도 

2) 온도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손상이 발생된 경우 화재시험시 주어진 온도에서 기기의 운전성과 기능성이 평가되
어야 한다. 화재시험체에 포함된 특정 기기나 케이블의 육안검사 기준에 허용될 수 있는 내화시험은 특정한 평가
없이 다른 기기나 케이블에 적용될 수 없다.

3) 케이블의 열적열화로는 피복재(jacket) 부풀음, 갈라지거나 쪼개거나 터짐, 용융 또는 변색과 차폐기능 상실 및 도
선절연체 노출, 열화 또는 변색 그리고 구리도선이 노출되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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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허용된 것 보다 높음을 정당화하는 공학적 분석은 내화시험 중에 측정

된 내화방벽 내부온도를 환경 인증 시험(EQ)과 같은 기존의 특정 케이블 성능 

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다. 케이블 트레이, 관로, 또는 기기의 내화방벽은 화재노출 및 호스류 시험 중에 

케이블 트레이, 관로, 또는 기기가 보이는 어떠한 틈새의 형성 없이 건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이 부록에서 허용된 호스류 시험 방법을 참조)

   시험체는 재질, 작업절차 또는 크기와 같은 상세사항 등에 요구되는 화재등급을 위

한 건축물을 표하여야 하며, 표적인 조건하에서 건축되어야 한다. 내화시험 인증

을 해야 하는 관로 내화방벽은 최종적인 사용상태를 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업

자가 발전소 내에 트레이 지지 를 보호하지 않고 케이블 트레이 내화방벽을 설치할 

의도가 있는 경우 시험계획에 이들 현장조건을 반영해야한다. 추가로, 화재시험계획은 

관로의 크기 및 다양한 내화방벽의 구조를 완전히 수용해야 한다. 다수의 시험체들이 

케이블 트레이, 전선관, 배전함, Pull box 및 비슷한 배열에 한 다양한 크기의 수평 

및 수직의 시험을 위해 필요하다. 시험을 위해 사용되는 케이블 트레이 혹은 관로는 

발전소 현장조건을 표하는 구조 및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즉, 전형적인 강철 전선

관 및 케이블 트레이와 관련된 물량, 표적인 내·외부 관통부 봉재). 케이블이 관

로 내화방벽 시험체에 포함된 경우 이들 케이블은 발전소에 설치된 케이블을 표해

야 한다. 

   화재시험 중 케이블의 어느 한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 온도 상태를 결정하

기 위하여 케이블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내화방벽 시험체의 노출되지 

않은 면의 표면온도를 측정하는 신에 관로(즉, 전선관 외부, 케이블 트레이 측면 레

일, 케이블 트레이 표면의 상부 및 하부, 배전함의 외부표면)의 표면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화재시험체를 구성하는데 사용된 관로 기기들이 발전소별 기기 및 배열을 

표하고 있는 경우 한하여 허용가능한 방법이다. 관로의 금속 표면은 화재시험조건 하

에서 좋은 열전도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표면 위에서 측정된 온도는 내화방벽 

내에서 실제 온도상승의 지표를 제공한다.

   1979년도에 ANI(American Nuclear Insurers)에서 보험목적으로 관로 내화방벽 계통

에 한 내화시험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케이블 온도를 열전 에 의해 감시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케이블 피복재는 열전도도가 낮으므로 화재에 노출된 동안에 방

벽 손상과 내화방벽 내부 온도 상승조건에 한 케이블 피복재 지표인 실제 국부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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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타나지 않는다. 케이블 온도 감시를 통하여 내화시험 동안 낮은 내화방벽 내부 

온도조건에 한 지표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온도 감시 방법을 통하여 케이블에서 

과도한 온도에 노출되지 않고 케이블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것은 회로 건전성을 

상실시키지 않고 성공적으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케이블 온도 감시는 케이

블 트레이 또는 관로 내화방벽 성능의 비보수성을 결정하는 주된 방법으로 고려된다. 

그러므로 내화시험 후에 케이블 육안검사에 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

와 같이 관로의 외부표면에서 감시되는 온도는 내화방벽성능에 한 더욱 표성 있

는 지표를 제공한다.

  관로 내화방벽의 내화시험은 관로에 케이블을 포함여부와 상관없이 수행될 수 있다. 

시험체에서 케이블을 제외시키는 것은 케이블의 열량으로 인한 시험결과에 한 편견

을 제거할 수 있어 선호하는 방법이다. 케이블의 열량을 고려하지 않고 내화시험 동안 

시험체의 열전 에 의해 측정된 내부온도상태는 내화방벽의 열적 성능에 한 보다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에 한 지침을 다음 장에 제공하였다. 

1.1 열전  위치-케이블을 포함한 시험체

   화재시험 동안에 케이블이 있는 관로 또는 케이블 트레이 내화방벽의 열적 성능을 

결정하기 위해 허용된 열전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가. 전선관(Conduit)--전선관에 설치된 내화방벽의 노출되지 않은 표면에서 온도상

승은 전선관 외부표면에 152 mm 간격으로 열전 를 내화방벽 하부에 설치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열전 는 화로에 가장 가까운 곳과 시험갑판의 반 편에 위

치한 전선관 외부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열전 는 모든 구조 부재, 지지  및 

내화방벽 관통부에 근접하여 위치해야 한다.

  나. 케이블 트레이(Cable Tray)--케이블 트레이에 설치된 내화방벽의 노출되지 않은 

표면에서 온도상승은 내화방벽과 케이블 트레이 측면 레일 사이의 트레이 측면 

레일 외부표면에 열전 를 설치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또한, 측면 레일에 열전

를 위치시키는 것과는 별도로 두 개의 가닥으로 꼰 AWG 8 피복되지 않은 

구리 도체에 열전 가 부착되어야 한다. 첫 번째 구리 도체는 전체 길이에 

하여 케이블 트레이 가로 와 세로축 방향 중앙에 설치되어야 한다. 두 번째 

도체는 케이블들의 상부 표면을 따라 내화방벽 중앙을 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

다. 열전 는 152 mm 간격으로 케이블 트레이 측면 레일을 따라 혹은 피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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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구리 도체를 따라 세로축 방향 중앙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열전 는 

모든 구조 부재, 지지  및 내화방벽 관통부에 근접하여 위치해야한다.

  다. 배전함(Junction box)--배전함 위에 설치된 내화방벽의 노출되지 않은 표면에서 

온도상승은 내부 배전함 표면 또는 외부 배전함 표면 위에 열전 를 설치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각 배전함 표면에는 기하학적 중앙에 최소 1개의 열전 를 

부착하여야 한다. 추가로, 0.09 ㎡ 배전함 표면 면적당 한 개의 열전 가 기하

학적 중앙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적어도 한 개의 열전 는 각 관통 연결부

의 25m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라. 에어드랍(Airdrops)--내부 에어드랍 온도는 에어드랍 내에 배선된 케이블 위에 

305mm 간격으로 부착된 열전 를 사용하여 측정될 수 있으며, 구리도체에 따

라 152mm 간격으로 부착된 열전 가 있는 에어드랍계통의 길이를 따라 내부에 

설치된 가닥으로 꼰 AWG 8 피복되지 않은 구리 도체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구리 도체는 내화방벽의 노출되지 않은 표면에 가깝게 위치해야 한다. 또한, 열

전 는 모든 지지  및 내화방벽 관통부에 근접하여 위치해야한다.

1.2 열전  위치-케이블이 없는 시험체

   케이블이 없는 관로 또는 케이블 트레이 내화방벽의 열적 성능을 결정하기 위한 

허용 가능한 열전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가. 전선관(Conduit)--전선관에 설치된 내화방벽의 노출되지 않은 표면에서 온도상

승은 내화방벽의 노출되지 않은 표면과 전선관 사이에 있는 전선관 외부표면에 

152 mm 간격으로 열전 를 설치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열전 는 화로에 가장 

가까운 곳과 시험판의 반 편에 위치한 전선관 외부에 부착해야 한다. 내부 관

로 온도는 구리도체 길이방향 152 mm 간격으로 전선관 계통 전체길이를 따라 

설치되어 있는 열전 가 있는 도관계통 전체에 배선된 가닥으로 꼰 AWG 8 피

복되지 않은 구리 도체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또한 열전 는 모든 구조 부

재, 지지  및 내화방벽 관통부에 근접하여 위치해야 한다.

   나. 케이블 트레이(Cable Tray)--케이블 트레이에 설치된 내화방벽의 노출되지 않은 

표면에서 온도상승은 내화방벽물질과 케이블 트레이 측면레일 사이의 트레이 

측면레일 외부표면에 152 mm 간격으로 열전 를 설치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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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관로 온도는 구리도체 길이방향 152 mm 간격으로 전선관 계통 전체길이

를 따라 설치되어 있는 열전 가 있는 케이블 트레이의 세로축방향 중앙 하부

와 전체 길이에 한 케이블 트레이 상부에 배선된 가닥으로 꼰 AWG 8 피복

되지 않은 구리 도체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열전 는 모든 구조 부재, 지지

 및 내화방벽 관통부에 근접하여 위치해야 한다.

   다. 배전함(Junction box)--배전함에 설치된 내화방벽의 노출되지 않은 표면에서 온

도상승은 내부 배전함 표면 또는 외부 배전함 표면 위에 열전 를 설치하여 측

정해야 한다. 각 배전함 표면의 중앙에는 최소 1개의 열전 가 부착되어야 한

다. 추가로, 0.09 ㎡ 배전함 표면 면적당 한 개의 열전 가 중앙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적어도 한 개의 열전 는 각 관통 연결부의 25m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라. 에어드랍(Airdrops)--내부 에어드랍 온도는 구리도체에 따라 152mm 간격으로 

부착된 열전 가 있는 에어드랍계통의 길이를 따라 내부에 설치된 가닥으로 꼰 

AWG 8 피복되지 않은 구리 도체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구리 도체는 내화방

벽의 노출되지 않은 표면에 가깝게 위치해야 한다. 또한, 열전 는 모든 지지  

및 내화방벽 관통부에 근접하여 위치해야한다.

1.3 온도의 평균에 한 기준

   화재시험 기간에 내화방벽의 노출되지 않은 표면에서 온도 상태는 관로 위에 혹은 

안에 설치된 열전 에 의해 측정된 온도를 평균하여 결정된다. 이들 온도상태를 결정

하기 위해, 내화방벽의 비슷한 지역을 측정하는 열전 는 모두 평균되어야 한다. 허용

기준은 개별 평균에 기초되어질 것이며, 다음의 평균값을 계산하는 방법들을 따라야 

한다. 

   가. 전선관(conduit)--전선관의 바깥쪽의 금속표면에 적용하는 열전 는 모두 평균

되어야 한다.

   나. 케이블 트레이(Cable Tray)--각 케이블 트레이 측면레일 위의 열전 는 분리하

여 평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쪽의 측면레일 위에 위치한 열전 는 다른 

쪽의 사이드 레일 위에 위치한 열전 와 분리하여 평균되어야 한다. 추가로, 피

복되지 않은 구리 전도체에 부착된 열전 에 의해 측정된 온도상태는 측면레일

로부터 분리하여 평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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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배전함(Junction Box)--각 배전함 표면에 오직 한 개의 열전 를 가지고 있는 

배전함의 경우 개별 배전함 표면 열전 들은 모두 평균 되어야 한다. 한 개 이

상의 열전 를 가지는 배전함의 경우 개별 배전함 표면 위에 열전 들은 모두 

평균되어야 한다. 

   라. 에어드랍(Airdrop)--에어드랍 내화방벽 내에 있는 구리 전도체에 부착된 열전

들은 모두 평균되어야 한다.

   어떠한 열전  그룹의 평균온도도 내화시험의 내화방벽시험 견본 내에 노출되지 

않은 쪽의 초기 온도에서 139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추가로, 각 개별 열전 의 

온도는 평가되어야 하며, 개별 열전  온도는 139 ℃에서 30%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케이블이 포함되지 않은 내화방벽 시험체가 평균온도 혹은 개별 최  허용온도를 

만족하지 못했다면, 피복되지 않은 구리 전도체에 의해 측정된 내부 관로의 온도 분포

는 케이블 기능 분석에 사용될 수 있다. 발전소별 케이블 형태 및 구조를 반영한 Air 

Oven 시험을 통해 기능 분석이 이루어진다. 

2 호스류(hose stream) 시험

   NFPA 251 “Standard Methods of Tests of Fire Endurance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과 ASTM E-119, “Standard Test Methods for Fire Tests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는 호스류시험에 한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다. 이 기준은 

1시간 이하의 내화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30분 동안의 내화시험을 모의 시험체에서 수

행되는 호스류 시험을 허용하고 있다(즉, 1시간 내화등급의 방벽으로 인증받기 위한 

30분 화재 노출).

   30분 동안 화재에 노출시킨 안전정지관련 내화방벽, 복제된 전기 케이블 트레이 혹

은 관로 및 기기 내화방벽 시험체에 하여, NFPA 251 “Standard Methods of Tests 

of Fire Endurance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에 규정된 호스류시험은 허

용가능하다. NFPA 251 “Standard Methods of Tests of Fire Endurance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에서는 유출수를 64 mm 호스와 38 mm 노즐을 통해 화재

에 노출된 시험체에 방사할 것을 요구한다. 방출수는 시험체의 중앙으로부터 6.1m 떨

어진 노즐 오리피스로부터 압력 207 kPa에서 방출되어야 한다. 방출수는 시험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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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부분에 적용되며, 3시간 내화방벽에 해서는 2.5분, 1시간 내화방벽에 해서는 

최소 1분 동안 방출되어야 한다.

   전기 관로 내화방벽시험체의 안으로서 내화시험이 종결된 직후에 호스류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방법이 호스류시험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 다음 항목

에서 하나의 호스류시험을 선택할 수 있다.

   가. 시험체로부터 6.1m 떨어진 곳에서 207 kPa 압력으로 64 mm 배관 및 38 mm 

오리피스를 통과한 유량을 무작위로 모든 시험체의 노출된 표면에 방출시킨다.

(호스류시험 기간: 3시간 내화방벽의 경우 2.5분, 1시간 내화방벽의 경우 1분)

   나. 시험체로부터 노즐 팁까지 최  1.5m 떨어진 곳에서 방출 각도 30도, 517 kPa 

압력 및 최소 284 ℓ/min 유량으로 38 mm 안개노즐을 통과한 방출수를 무작위

로 모든 시험체의 노출된 표면에 방출시킨다.(호스류시험 기간: 3시간과 1시간 

내화방벽의 경우 5분)

   다. 시험체로부터 노즐 팁까지 최  3 m 떨어진 곳에서 방출 각도 15도, 517 kPa 

압력 및 최소 284 ℓ/min 유량으로 38 mm 안개노즐을 통과한 방출수를 무작위

로 모든 시험체의 노출된 표면에 방출시킨다.(호스류시험 기간: 3시간과 1시간 

방벽의 경우 5분)

3. 내화시험시 관로 내화방벽에 의해 보호되는 케이블의 기능성 

   관로 내화방벽의 화재시험 도중에 케이블의 열 손상은 ANI 기준(적용 전압 8-10V 

직류)을 사용하여 감시한 바와 같이 회로건전성 상실 없이 케이블 피복재 및 절연재의 

열화를 초래한다. ANI 회로건전성 시험에 사용되는 케이블의 전압이 케이블의 운영 전

압을 재현하지 못하므로 화재실험 중에 완전 단락(dead short)이 발생하지 않고 케이블 

절연상태가 상실될 수 있다. 케이블이 정격 전력 및 전류에서 작동되는 경우에는 고장

이 전파된다. 내화시험시 회로 건전성을 감시하는 방법은 보호되어 있는 정지 회로가 

화재에 노출된 경우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음과 같은 사항들은 케이블 기능성 평가를 위해 허용된다.

3.1 환경인증 자료의 사용

   내화시험 중에 측정된 내화방벽의 내부 시간-온도 분포도를 환경인증 시험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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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같은 기존 케이블 성능 자료와 비교하는 방법은 케이블의 기능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인증시험은 정격 전압 및 전류를 포함하여 

엄격한 조건에서 수행된다. 환경인증시험 결과는 환경인증시험의 시간-온도 분포와 내

화시험 시간-온도 분포를 서로 연계시켜 케이블의 기능성을 보장하는 확실한 메커니

즘을 제공한다. 환경인증 자료의 사용은 181 ℃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하여 케이

블 기능성을 보이는데 비용과 비하여 효율이 높일 수 있다. 화재시험 온도 분포를 

기존 환경인증데이터와 LOCA 시험 결과 또는 에어 오븐 시험 결과와 비교하는 방법

은 설치된 전력케이블의 자기가열 영향에 의한 예상 온도상승이 분석에서 고려되는 

경우에 한하여 케이블의 기능성을 보이기 위한 허용가능한 방법이다. 

3.2 케이블 절연 시험

   원자력 산업계는 두 개의 주된 재질(열가소성 및 열경화성 중합의 물질)을 케이블 

절연 및 피복재로 사용하고 있다. 열가소성 물질은 가열하면 지속적으로 연해진다. 반

로, 열경화성 케이블 절연 물질은 화학반응에 의해 경화되고 열이 가해졌을 때 연해

지지 않는다. 과도한 가열 속에서 열경화성 절연물질은 딱딱해지고 깨지기 쉽게 된다. 

149℃ 이하 온도에서 열가소성 절연 물질이 연해지고 유동성을 가지므로 전기적인 고

장이 발생될 수 있다. 열경화성 전기 전도체 절연물질은 일반적으로 260℃ 이상의 고

온에서 짧은 시간동안 노출된 경우 전기적 성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절연 

저항(Megger) 시험은 케이블 절연 저항의 상태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반면에 높은-

전위(Hi-Pot) 시험은 적용된 정격 전압을 견디기 위해 충분한 절연 내력이 있음을 보

증한다. 케이블 절연 실패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고장형태로 일어난다. 첫 번째 고장

형태는 낮은 절연 저항으로 인한 과도 절연 상실이고 다른 하나의 고장형태는 절연물

질의 절연 내력의 상실로 인한 과전압 압력이다. 

   화재에 노출되는 동안 케이블이 작동됨을 적절히 보증하기 위해, Megger 시험은 

시험 전에 수행되어야 하며 화재에 노출되는 동안에 일정한 시간간격(즉, 1시간 내화 

시험 도중에는 매 20분마다, 3시간 내화시험 도중에는 1시간마다)으로 수행되어야 한

다. 계측용 케이블의 경우 케이블의 절연저항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내화시험 직후에 

Megger 시험을 수행한다. 이 시험은 케이블이 계기의 적절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수

준으로 절연저항이 유지되는 것을 보증한다. 

   다중 전도체에 한 Megger 시험은(화재전, 화재중, 화재 직후 조건) 전도체-전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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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케이블에 한 시험은 전도체-지면 방식으로 수행되

어야 한다. 최소 허용 절연 저항(insulation resistance : IR) 값은 표 1에 제시된 시험 

전압값을 사용하여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결정된다. 

       ∙길이
 

  여기에서   


∙운영되는전압

   추가적으로 원자력발전소 계측 케이블에 요구하는 절연저항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

여 최소 절연저항 값(즉 1 Mega-ohm)에 한 평가와 이들 케이블의 기능성에 한 잠

재적인 영향이 분석되어야 한다. 또한 1000V 이상의 전력 케이블에 한 직류 혹은 교

류 Hi-Pot 시험은 절연체 강도를 평가하기 위한 화재 후 Megger 시험 종료 후 수행되

어야 한다.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 케이블이 화재 기간동안 적용된 전압을 견딜 수 있

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Hi-Pot 시험은 60 %의 80V/mil(교류) 혹은 240 V/mil(직류)

에서 5분 동안 수행되어야 한다. (즉, 125 mil 전도체 절연 두께 × 240 V/mil(직류) × 

0.6 = 18,000V(직류))

   Megger 시험과 Hi-Pot 시험은 케이블 기능성 시험에 적절하며, 표 1에는 시험시 전

력, 제어 및 계측용 케이블에 공급되는 시험 전압을 요약하여 기술하였다. 

표 1. 기능성 시험 전압

케이블 형태 운영 전압
Megger 시험 

전압
High-Potential 
시험 전압

전력 > 1,000 V ac 2500 V dc
60% × 80 V/mil(ac)

60% × 240 V/mil(dc)

전력 < 1,000 V ac 1,500 V dc -

계측 및 제어
< 250 V dc

> 120 V ac
500 V dc -

   상기한 전기 케이블 기능 시험들은 케이블 기능성에 한 열화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허용가능한 방법이다.  표는 전형적인 Megger 및 Hi-Pot 시험 전압을 요

약하였다. 신청자는 적용 가능한 산업기준과 특정 케이블 적용에 한 제작자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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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따를 수 있다.

3.3 에어오븐(air oven) 시험

 에어오븐시험은 케이블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된 케이블 트레이 혹은 관로 

내화방벽시험체에 하여 케이블의 기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시험은 정격 전압이 흐

르는 절연된 동선 및 케이블을 순환되는 에어오븐의 상승 온도 조건에 노출시켜 수행

된다. 시험기간에 에어오븐에서 온도를 조절하는 온도 분포는 케이블이 없이 시험된 

케이블트레이 또는 관로 시험체가 화재에 노출되는 동안 AWG 8 피복되지 않은 구리 

전도체에 의해 측정된 온도이다.

   UL 1724, “전기회로 보호 계통에 한 화재시험 조사의 개요”와 Appendix B, 

“전기회로 보호계통에서 절연된 전기선 및 케이블의 회로건전성에 한 인증시험”

에서 기술한 시험방법은 허용가능한 방법이며 다음 같은 부분이 수정될 수 있다.

   가. 에어오븐시험동안 케이블에 정격 전압을 공급한다. 케이블은 다중 전도체 케이

블일 경우 전도체-전도체간 고장에 해 감시되고, 모든 전도체에 해 전도체

-지면간 고장에 해 감시된다.

   나. 평가되는 케이블은 Megger와 Hi-Pot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다. UL 1724, Appendix B, B3.16에 기술된 충격시험은 관로에 부과되는 충격력을 

모사하는 시험으로 수행할 필요 없다.

3.4 케이블 열적 노출의 한계

   외부화재에 노출시 관로 내화방벽 내에 특정 절연 물질이 전기적 건전성 및 작동

성 또는 기능성 유지여부 결정을 위해 근거가 되는 분석은 케이블 기능성을 평가하기 

적합한 방법이다. 케이블의 기능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화재에 노출되는 시점에 내화방

벽내에 케이블작동온도와 케이블의 열적노출한계(thermal exposure threshold : TET) 

온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특정 열가소성 케이블 절연체(Brand X)의 

TET는 149 ℃이고, 내화방벽 내에 정상적인 작동온도는 66 ℃인 경우, 내화방벽의 내

화등급과 동일한 기간동안 화재에 노출되는 동안(방벽의 내화등급에 따라 요구된 시

간)에 내화방벽 내에 최  온도상승은 83 ℃를 넘지 않아야한다. 이 예에서 Brand X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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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는 화재노출 시작점에서 케이블 작동온도보다 83 ℃ 큰 값이다. 케이블 TET는 시

험후 케이블 육안검사와 Hi-Pot 시험과 결합하여 화재시 케이블 회로의 기능성을 입증

하여야 한다. 

   일반 케이블 작동온도는 정격 전압과 전류가 있는 시험 배열에 방벽이 설치된 케

이블 시험체에 걸리는 하중으로 결정될 수 있다. 제작자에 의해 발표된 데이터

(short-circuit rating limit으로 주어짐)로부터 부분의 테이블 절연에 한 TET는 얻을 

수 있다. 각각의 열적 방벽 배열에 하여 알려진 TET와 일반적인 작동 온도와 함께, 

내화방벽 내에 최  온도상승 한계가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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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0.2절  터빈 및 발전기 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발전소 터빈 발전기계통은 핵 증기공급계통으로부터 발생한 증기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계통이다. 터빈 발전기계통은 기본적으로 터빈과 터빈 동작

을 제어, 조절할 수 있는 자동장치, 경보 및 정지계통 그리고 발전기 및 그 제어 계통

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 및 비정상 조건 중 터빈의 속도는 터빈제어계통과 고압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 저압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 추기 제어밸브 등으로 제어하고 이러

한 기기 및 계통들은 발전소의 전반적인 안전운전과 관련되어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터빈 발전기계통은 전형적인 다중 과속 보호계측 및 제어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터빈 발전기계통의 과속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밸브들이 다중성을 가지

도록 주증기 및 재열증기의 제어밸브 및 정지밸브들이 배열되어 있다. 본 안전심사지

침의 목적은 필수적인 밸브들의 가동중 검사나 시험과 관련, 터빈 발전기계통을 검토

하여 그러한 다중 설계에 의해 설계 시 적용한 과속도 이상의 터빈과속현상이 발생하

지 않도록 적용되어 있는 가 또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를 

준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잠재적인 터빈 비산물에 의한 필수적인 

발전소계통이나 구조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안전심사지침 3.5.1.3절에서 검토한다.

  1.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터빈발전기 계통 및 기기 그리고 보조계통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가. 터빈 안전관련 구조물 및 계통에 관련된 기기와 발전소 보조설비 (Balance of 

Plant)의 배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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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증기 정지 및 제어밸브, 저압터빈정지 및 제어밸브의 유형과 위치 및 관련 

배관의 배열 상태

    다. 설계시 적용한 과속도 이상으로 과속되지 않도록 터빈과속상태를 탐지하고, 

밸브들을 적절하게 작동시키는 계통 혹은 다른 보호장치를 동작시킬 수 있는 

터빈 발전기 제어 및 과속보호계통의 능력

    라. 과속보호 계측 및 제어설비에 대한 다중성, 시험성, 신뢰성

  2.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과속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밸브들에 대한 가동중 검사 

및 운전성 보증 계획을 검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격납건물 외

부의 고-중 에너지 배관계통의 배관 균열이나 파단과 관련하여 터빈 발전기 계통

이 부록 3.6.1-1절과 부록 3.6.2-1절에 따르는가를 결정한다.

  4.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9.5.1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화재방호계통

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터빈 발전기와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 조정한다. 

  1.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운전조건에 따른 구조재료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2.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2장의 검토주관부서로서 터빈 기기에 안전

하게 접근하기 위해 방사선 차폐가 필요한 지를 결정한다.

  3.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4.2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가동전 및 시

운전 시험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4.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의 검토주관부서로서 품질보증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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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검토한다.

  5.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5.1.3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터빈 비산

물과 관련, 터빈설치방향에 대한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6.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절 및 3.2.2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계

통부품에 대한 내진등급 및 품질등급 분류와의 허용성을 결정한다.

  7.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9.1절, 3.9.2절 및 3.9.3절의 검토주관부

서로서 부품, 배관 및 구조물이 적용 코드 및 기술기준과 일치되어 설계되었는지 

결정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터빈발전기계통 설계의 허용여부는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아래에 열거된 다른 세부기준 그리고 이전에 검토되

어 허용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발전소 설계와의 유사성 등에 근거한다. 만약 종합적인 

설계가 터빈 비산물 발생 확률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적절한 다중성을 가진 터빈 

과속보호계통을 설치함으로써 터빈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안전성에 중요한 구조물, 계

통 및 기기의 보호에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구조

건을 만족한다면 터빈발전기 계통의 설계는 허용가능하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터빈제어 및 과속보호계통은 모든 정상 혹은 비정상 운전조건하에 터빈 동작을 

제어하여야 하며, 전부하 터빈정지시 허용치를 초과한 터빈 과속이 유발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제어 및 보호계통은 터빈 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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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주증기 방출계통 혹은 다른 공학적 안전계통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원자로

정지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과속보호계통은 단일 고장기준이 만족되어야 하고 

터빈이 운전 중에도 시험 가능하여야 한다.

2. 터빈이 설정속도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자로계통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방

지하기 위하여 고압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와 저압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가 설치

되어야 한다. 저압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는 고압터빈 정지 밸브와 동시에 닫히거

나 혹은 적절한 제한시간 내에 순차적인 닫힘이 이루어져 터빈 과속이 허용치 이

내에서 제어되도록 하여야 한다. 밸브 배열과 닫힘시간은 터빈발전기 계통의 정지

신호 발생시 어떤 단일 밸브가 닫히지 않더라도 과도한 터빈 과속이 유발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3. 터빈 추기관에 설치된 추기역지밸브는 터빈발전기계통 정지신호 발생시 안정된 

터빈 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간 이내에 닫혀야 한다.

4. 터빈발전기계통은 정격부하로 운전하는 동안 안전성에 중요한 기기는 주기적인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5. 주증기 및 재열증기밸브에 대한 가동중 검사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가. ASME Code Sec. XI 의 가동중 검사계획에 따라 약 3⅓년 주기로 연료 재장전 

혹은 보수정지 기간에 적어도 1개씩의 고압터빈 정지밸브, 고압터빈 제어밸브, 

저압터빈 정지밸브, 저압터빈 제어밸브 등을 분해하여 밸브 시트, 디스크, 스

템에 대한 육안 및 표면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허용 불가능한 결함이

나 과도한 부식이 밸브에서 발견된다면 같은 형식의 모든 다른 밸브들을 분해

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밸브 부싱을 검사 및 청소하여야 하며 구경 간극이 적

절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고압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는 가동 중에 터빈 공급자 혹은 밸브 제작사 권고

에 따라 밸브의 완전 닫힘/열림 동작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밸브 위치지시계

가 완전 닫힘/열림 위치까지 부드럽게 움직이는가를 감시하고, 밸브동작 상태

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2절                                               개정 4 - 2014. 12

- 5 -

6. 모든 운전조건하에서 모든 터빈구역의 상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방사선 차폐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저압터빈 배기와 주복수기 사이의 연결부는 파열사고 시 터빈실에 있는 어떠한 

안전관련 기기에도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배열하여야 한다(안전관련 기기를 터

빈실에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 검토절차

   본 검토의 절차는 건설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시에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

술된 설계기준, 근거 및 예비설계가 II절에 기술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고, 운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시에는 초기 설계기준과 근거가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종 설계에 적절히 적용되었는 가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운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는 검토자의 검토 결과에서 도출된 계통 시험, 최소 

성능 그리고 감시에 대한 요건과 신청자에 의해 작성된 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 및 의

도가 일치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 언급된 검토절차는 일반적

인 터빈발전기 계통에 대한 것으로서 특별히 다르게 설계된 계통에 대해서도 그것이 

상기 II 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를 입증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원자로설비의 안전운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터빈발전기 계통, 관련 

부속계통 및 기기를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 대하여 아래의 적

절한 사항을 선택하고 중점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I 절 검토분야에 언급된 검토연계분야의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검

토결과를 제공받아 본 검토절차 수행에 활용한다.

1. 계통설명과 배관 및 계기도면(P&ID)이 터빈발전기 계통을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안전성관련 구조물, 계통, 기기에 대한 

터빈발전기 계통 및 관련 기기의 전체적인 배열이 표시되어야 한다.

2. 검토자는 제어 및 과속보호계통의 적절성을 다음과 같이 입증하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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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조계통, 부속계통, 제어계통, 경보 및 정지계통은 어떤 기기 및 부속 계통의 

단일고장을 포함한 모든 비정상조건에서도 기능을 발휘하고, 위험한 터빈 과

속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과도한 과속을 배제하기 위해 터빈발전기 보호

계통은 다양한 보호수단을 갖춘 심층방어개념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나. 정상속도-부하제어 운전중 정격 터빈속도의 약 103%에서 전자 유압제어계통의 

조속기가 동작하여 저압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를 닫음으로써 증기를 완전 차

단할 수 있어야 한다(조속기 기능에 Intercept 기능이 있을 경우).

   다. 정지, 제어 및 중간밸브를 정격속도의 약 111%이하 에서 작동시키는 기계적 과

속정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라. 마그네틱 픽업(magnetic pickup)에 의하여 터빈속도를 감지하여 정격속도 112%에서 

속도 제어와 관련된 모든 밸브를 닫는 독립적인 다중 예비 전기과속정지회로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비 전기식 과속정지계통은 전자 유압조절계통과 같

은 감지기술을 이용한다. 그러나 두 계통으로 부터 오는 제어 신호는 서로 분

리된 독립적 회로에서 오는가를 검토한다.

3. 단일밸브고장이 과속제어기능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고압터빈 정지 및 제어, 저압  

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의 배열 및 닫힘시간을 검토한다.

4. 터빈발전기계통 정지 후에 안정된 터빈운전이 보장되도록 추기밸브 배열 및 밸브  

닫힘시간을 검토한다.

5. 터빈발전기계통 운전 중 주요 기기의 시험 가능성을 검토한다.

6. 속도제어에 필수적인 밸브에 대한 가동 중 검사계획에 본 지침 II.5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가를 검토한다.

7.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운전중 터빈발전기계통 주위의 예상 방사능준위 및 터빈  

발전기계통 기기에의 접근 가능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본 지침 I절에 기술된 품질 및 내진등급분류를 검토한다.

8. 만약 터빈발전기계통에 인접된 위치에 안전성 관련 계통이나 부대설비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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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통의 물리적 배치가 고-중 에너지 터빈발전기계통 배관파손이 주복수기와 

저압터빈 부위 연결부 파손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한 보호를 제공하는 수단은 안전성분석보고서 3.6절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러

한 사항을 검토하는 절차는 관련 지침서에 주어진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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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1. 터빈발전기계통은 고압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와 저압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를 포

함하여 정상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모든 기기나 장비를 갖추고 있다. 발전소에 대한 

터빈발전기계통의 검토 범위에 배치도면, 배관 및 계기도면 그리고 계통설명, 운전

에 필수적인 제어 및 보조계통에 대한 서술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이 검토에서 

터빈발전기계통의 허용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기술된 요

건을 설계,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가 만족하는가에 있고, 그럴 경우 검토자는 발전

소 설계가 허용가능하며 안전성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터빈 비산물로 

부터 보호와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구조건을 

만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신청자는 모든 운전조건하에서 터빈동작을 제어하는 터빈 과속보호계통을 설치함

으로써 이 요구조건을 만족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전 부하 터빈정지 시 허용 제한

치를 초과한 과속이 유발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터빈 비산물이 발생되지 않음을 

보장한다. 검토자는 터빈발전기계통의 설계가 모든 해당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검토자 규제입장, 산업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설계된 안전 기능을 수

행할 수 있으므로 허용 가능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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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0.2.3절 터빈 회전자 건전성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

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자로시설 내부기

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터

빈회전자는 무게가 무겁고 정상운전중에 상대적으로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회전

자의 파손은 고에너지 비산물 발생을 초래하며 터빈 회전자 집합체에 과도한 진동을 

발생시킨다. 터빈 회전자의 건전성을 보장하고 터빈 회전자 손상 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신청자의 조치내용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를 만족하

여야 한다. 

 저압터빈 회전자 집합체는 열박음형 디스크(shrunk-on disk)를 가진 회전자 축이나 일

체형 단조(integral forging)나 용접설계된 일체형 회전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압

터빈 회전자는 열구배, 억지끼워맞춤(interference fit)과 원심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력을 받는다. 또한 저압터빈은 고압터빈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 운전되므로, 

저압터빈 회전자 재질은 인성이 큰 재료(tough material)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적

절한 설계, 재료, 제작 기법, 피복 공정, 제작공정중의 비파괴검사, 가동중검사는 터빈

회전자의 손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본 안전심사지침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를 검토/평가하여 터빈 회전자의 건전성

과 비산물을 발생시키는 터빈 회전자 파손의 가능성이 낮음을 확인한다.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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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료 선정

  저압터빈 회전자재료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어있는지 확

인하기 위해 재료물성(결함을 최소화하고 파괴인성을 향상시키는 절차 포함)을 검토

한다.  이러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가. 재료의 연성-취성 천이온도(파괴면천이온도 또는 무연성천이온도)와 사용된 시

험방법에 대한 검토

   나. 회전자 재료 최대흡수에너지의 최소값을 결정하기 위한 샤르피 V-노치 시험계

획

   다. 회전자 재료 상단 인성(upper-shelf toughness)의 최소값을 결정하기 위한 파괴

인성 시험계획

 2. 파괴인성

  재료의 파괴인성, 재료 시험 또는 파괴인성에 대한 샤르피시험과 인장시험의 상관관계

를 검토하여 기동 및 정상운전온도에서 적절한 파괴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3. 가동전검사

  다음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위해 가동전검사 계획을 검토한다. 

   가. 회전자 단조재는 열처리 이전에 최소 여유치(minimum excess stock)를 가지도

록 최초 기계가공됨.

   나. 최종 기계가공된 모든 표면에 대해 육안 및 표면검사가 수행됨.

   다. 100% 체적검사(초음파탐상검사)가 수행됨.

   라. 용접 그리고/혹은 경납땜 이전에 용접을 위해 준비된 모든 표면에 대해 표면검

사가 수행됨.

   마. 용접 그리고/혹은 경납땜 후에 증기에 노출된 모든 표면에 대해 표면검사가 수

행됨. (특히 응력증가부나 용접부에 대해서는 검사시 주의 요구)

   바. 용접부는 반경 및 반경-접선 음파 빔(radial-tangential sound beam) 방향으로 

초음파검사가 수행됨. 

 4. 터빈회전자 설계

  허용응력, 온도 분포, 설계과속도를 포함하여 저압터빈 회전자 설계자료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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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동중검사

  검사방법, 검사범위, 검사주기 및 허용기준을 포함하여 가동중검사계획서의 초기

(baseline) 및 가동중 검사계획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해당사항 없음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의 규제요건을 따른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기기파손으로 인한 비산물 영향을 포함하여 환경 및 동적(동적) 영향에 의

한 손상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

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재료 선정

  단조나 용접된 터빈회전자는 진공용해 또는 진공탈기 방식으로 제조한 Ni-Cr-Mo-V 



제10.2.3절                                                     개정 4 - 2014. 12- 4 -

합금강과 같이 결함 발생은 최소화하고 파괴 인성치는 최대화하는 재료 및 공정으

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재료는 다음 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검사되고 시험되

어야 한다.

   가. 각 단조재에 대해 화학성분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황 및 인과 같이 인성에 

해를 끼치는 원소들은 그 함유량을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나. 저압터빈 회전자의 경우 ASTM A-370 요건에 따라 샤르피 시험으로부터 결정

된 50% 파괴면 천이온도(FATT)가 -18oC (0oF)를 넘지 않아야 한다. ASTM 

E-208에 따라 결정된 무연성천이온도(NDT)를 FATT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NDT 온도는 -35oC (-30oF)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 저압터빈 회전자는 최소 운전온도에서 접선 방향의 샤르피 V-노치(Cv) 에너지

가 8.3 kg-m (60 ft-lb) 이상이어야 한다. ASTM A-370 요건에 따라 최소 3개의 

Cv 시편을 시험하여야 한다. 

 2. 파괴인성

  정상속도에서 설계과속도 구간에서 최대 접선 응력에 대한 회전자재료의 파괴인성 

KIc 비는 10 √mm (2√in)이상이어야 한다. 보어 응력 계산시에는 원심력, 간섭 끼움, 

열구배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동시 취성파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

한 예열시간을 터빈 운전 지침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파괴인성은 다음 방법 중 선택

하여 결정될 수 있다.

   가. 터빈회전자 실제 재료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여 정상운전 온도에서의 KIc를 결정

한다.

   나. 계측기를 갖춘 샤르피 시험기와 터빈 회전자 실제 재료에 대한 피로예비균열 

시편을 이용하여 정상운전 온도에서 KIc(동적) 값을 결정한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상기 파괴인성 허용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KIc(정적) 대신 KIc(동적)를 사

용할 수 있다.

   다. 샤르피시험과 인장시험 결과로부터 다양한 온도에 대한 KIc를 결정하는 방법을 

J.A. Begley 와 W.A. Logsdon (Scientific Paper 71-1E7-AMSLRF-P1)가 개발하였

다. 이 방법은 샤르피 에너지와 파괴면 천이곡선(fracture appearance transition 

curve)이 잘 알려진 재료에 대해 사용할 수 있으며, 변형률 변화율에 민감하지 

않아야 한다. 검토자는 시험결과와 계산된 파괴인성곡선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등가 에너지 개념을 이용한 하한계 KIc 결정방법은  F.J. Witt와 T.R. M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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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NL-TM-3894)가 개발하였다. 검토자는 CT(compact tension) 시편으로부터 

얻은 하중-변위 데이터와 계산된 파괴인성 곡선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가동전검사

   신청자의 가동전검사계획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허용가능하다. 

    가. 단조나 용접된 회전자는 열처리전에 거칠게 기계가공되어야 한다.

    나. 단조나 용접된 회전자는 KEPIC MNB와 ME에 규정된 절차와 허용기준에 따라 

100% 체적검사(초음파탐상시험)과 표면 및 육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용접 그

리고/또는 경납땜 전에 준비된 모든 표면에 대해 표면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용접 그리고/혹은 경납땜 후에는, 증기에 노출된 모든 표면에 대해 표면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응력 상승부와 용접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용접

부는 반경(radial) 및 반경-접선 음파(radial-tangential sound beam) 방향으로 

초음파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다. 최종 기계가공된 보어 및 키웨이(keyway), 천공(drill)된 구멍은 자분탐상검사 

또는 액체침투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키웨이 및 구멍에는 어떠한 결함

지시도 없어야 한다.

    라. 터빈회전자 집합체는 전부하 상실로 인한 터빈정지시에 예상되는 최대속도의 

105%에서 회전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4. 터빈회전자 설계

  터빈집합체는 구조적 건전성의 손상없이 정상조건, 예상운전과도, 터빈 정지를 초래

하는 사고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터빈 집합체의 설계는 다음 기준

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터빈의 설계 과속도는 전부하 상실에 의한 예상 최고 속도의 105% 이상이어야 

한다. 검토자는 설계 과속도에 대한 근거를 검토해야 한다. 

   나. 설계과속도에서 원심력, 간섭끼움 그리고 열구배에 의한 저압터빈 회전자의 복

합 응력은 재료의 최소 규정 항복강도의 0.75 또는 재료의 취약방향에서 측정

된 항복강도(터빈 회전자 재료에 대한 인장시험이 수행되었을 경우)의 0.75 이

하여야 한다.

   다. 터빈축 베어링은 정상운전부하, 예상운전과도, 그리고 터빈 정지를 초래하는 사

고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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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영 (Zero) 속도와 20% 과속도 사이에서의 터빈축 집합체의 임계 고유진동수는 

운전중에 터빈체에 어떠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계 및 운전되어야 한다.

   마. 터빈회전자는 보어와 키웨이를 포함하여 높은 응력을 받는 모든 지역에 대해 

가동중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가동중검사

  가동중검사계획은 다음 기준과 부합할 때 허용가능하다.

  증기 터빈 집합체에 대한 가동중 검사계획은 설계속도영역에서 회전자의 취성 파괴

를 야기하는 결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터빈 집합체에 대한 가동중검사 및 유

지보수계획은 제작자의 권고사항을 따라야 한다. KEPIC-MI에 의한 가동중검사계획

에 따라 발전소 정지기간 동안에 가동중검사 및 유지보수활동이 수행되며 커플링, 

커플링 볼트, 터빈 축, 저압터빈 블레이드, 저압회전자 및 고압회전자와 같은 터빈의 

모든 주요 부품에 대한 검사 및 보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검사는 코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육안, 표면 및 체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절차는 각각의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이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허용기준을 벗

어난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체방안이 II장에 기술된 허용기준과 동등한지 

검토한다. 검토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재료 선정

  신청자가 기술한 재료 물성치와 결함을 최소화하고 파괴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절

차가 본 안전심사지침의 II.1 요건과 일치하는지 비교·검토한다. 이전 허가시 사용

되지 않은 새로운 재료가 사용될 경우, 그 적합성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이러한 평

가는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허용기준에 근거하여야 한다.

 2. 파괴인성

  저압터빈 디스크 혹은 단조 혹은 용접 회전자 재료의 파괴인성물성(가능하다면 시편 

시험결과 포함)은 본 안전심사지침서 II.2의 요건과 비교·검토한다. 신청자는 회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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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파괴인성을 결정하기 위해 본 안전심사지침 II. 2장에 기술된 3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3. 가동전검사

  최종 기계가공, 초음파검사, 표면검사, 육안검사 및 회전시험을 포함한 가동전검사 

계획이 본 안전심사지침 II.3의 요건과 일치하는지 비교·검토한다. 안전성분석보고

서에 기술된 초음파검사 범위와 허용기준이 KEPIC MNB-2530(판재) 또는 MNB-2540

(단조재)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4. 터빈 회전자 설계

  저압 터빈 디스크 혹은 단조나 용접된 회전자에 사용된 설계 및 응력해석 절차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한다.

   가. 정상운전 속도에서의 하중조합과 허용응력

   나. 설계과속도와 설계과속도 선정 근거

   다. 설계과속도에서의 허용응력과 하중조합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자료는 본 안전심사지침 II.4 요건과 비교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5. 가동중검사

  신청자가 기술한 검사범위, 검사방법, 검사주기, 허용기준을 포함한 가동중검사 및 

유지보수 계획이 본 안전심사지침 II.5의 요건과 일치하는지 비교·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신청자는 허용 가능한 파괴인성과 고온 물성을 갖는 재료의 사용, 적절한 설계 그리

고 가동전·가동중 검사 요건을 사용하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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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요건을 만족한다. 신청자는 적절한 파괴인성을 갖는 재료의 사용, 보수적인 

설계 방법, 가동전 및 가동중 검사를 통해 저압 터빈 회전자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설계과속도까지의 과도상태를 포함하여 정

상운전중에 비산물 발생을 야기하는 손상 확률이 낮다는 것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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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KEPIC-MN, ME,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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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0.3절 주증기 공급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주증기공급계통은 핵증기공급계통으로부터 동력변환계통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전

관련 및 비안전관련 보조계통으로 증기를 공급한다. 주증기공급계통의 일부는 운전중 

원자로설비로부터 열을 제거하는 열제거원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공학적 안전설비 펌

프를 구동하기 위한 증기를 공급하기도 한다. 또한 주증기공급계통은 2차계통 압력방

출 설비를 포함한다. 주증기공급계통의 범위는 증기발생기의 2차측 연결 부위부터 터

빈정지밸브까지이며, 여기에는 원자로건물(또는 격납건물, 이하 원자로건물) 격리밸브, 

안전 및 압력방출밸브, 모든 운전모드에서 정상적으로 닫혀 있거나 자동닫힘능력이 있

는 첫 번째 밸브를 포함한 공칭직경 6.4 cm(2-1/2인치) 이상의 연결배관 그리고 터빈

구동 보조급수펌프의 터빈에 연결되는 증기공급배관을 포함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원자로건물로부터 터빈정지밸브까지 검토를 수행하며, 상세 검토내용

은 다음과 같다.

 1. 검토자는 원자로 안전정지 또는 사고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는데 필수적인 주증기

공급계통의 부분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평가하였는지를 확인한다. 

가. 단일 능동기기의 오동작이나 고장이 소외전원상실사고를 동반하는 정상운전, 

유해 환경사건 그리고 사고 조건에서 동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요구되는 기

능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나. 동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적절한 품질등급과 내진설계 등급분류를 만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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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다. 동 계통은 동력변환계통으로 증기공급, 압력방출 또는 열제거능력, 안전계통 

펌프(예를 들면,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에 구동용 증기공급 등의 다기능 수행 

능력이 있어야 한다.

라. 주증기공급계통의 설계는 소외전원상실과 동시에 안전정지지진이 발생한 후 안

전등급 기기에 의해서만 저온정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어실에서 원격으로 

대기방출밸브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증기공급계통 검토자는 주증기관 파단사고시 동 계통의 취출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하여 검토한다.

 3. 검토자는 다음 사항의 관점에서 주증기공급계통 설계를 검토한다.

가. 모든 운전조건에서 요구되는 핵증기공급계통으로부터 증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계통의 능력

나. 계통의 누설을 감지하고 제어하며, 과도한 누설이나 기기의 오동작시 계통의 

일부를 격리시키는 능력

다. 환경으로의 우발적인 방출을 방지하는 능력

라.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한 기능시험의 방안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주증기공급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

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다음의 검토를 관련 안전심사지침 절에 따라 수행한다.

가. 계통 밸브에 대한 가동중 시험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6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정상운전 및 사고조건시 필요한 원자로건물 내부의 주증기공급계통 부분에 관

련된 필수 기기를 확인하며, 시간에 따른 정지 냉각부하 요건을 수립하고, 증

기발생기의 안전 및 압력방출 밸브의 방출용량과 개방설정치를 결정하는데 사

용된 설계 과도현상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5.2.2절에 따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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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다. 다양한 사고조건 하에서 붕괴열제거의 설계여유도에 대한 검토는 계통 유량, 

열부하, 최고온도 및 열제거 능력을 이전에 심사한 발전소에서 유사하게 설계

된 계통과 비교하며 안전심사지침 5.4.7절에 따라 수행한다.

라. 화재방호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따라 수행한다.

마. 터빈정지밸브의 적합한 운전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0.2절에 따라 수행

한다.

바. 가동전 및 시운전시험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4.2절에 따라 수

행한다.

 2.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4.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홍수방호

에 대해 검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의 검토를 관련 안전심사지침 절에 따라 수행한다.

가. 내부 비산물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 및 3.5.1.2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외부 비산물에 대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방호는 안전심사지침 3.5.2절에 따

라 수행한다.

다.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파단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수행한다.

라. 적용 가능한 코드 및 표준에 따른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의 설계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1절에서 3.9.3절에 따라 수행한다.

 4. 기계재료분야 및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다음의 검토를 관련 안전심사지침 절에 

따라 수행한다.

가. 계통 기기에 대한 내진 및 품질등급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절 및 

3.2.2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기기의 내진검증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0절에 따라 수행한다.

다. 환경검증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따라 수행한다.

 5.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3.1절, 3.3.2절, 3.5.3절, 3.7.1절에서 3.7.4

절까지, 3.8.4절 및 3.8.5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안전정지지진(SSE), 가능최대홍수

(PMF) 및 토네이도 비산물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디기 위한 동 계통과 지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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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포함하는 내진범주 I 구조물의 능력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설계해석, 절차 및 

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한다.

 6.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5.2.3절 및 10.3.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

서 사용조건에 따른 제작 재료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7.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2.4절에 따라 격납건물 격리계통의 적합

성을 검토하고 안전심사지침 6.2.6절에 따라 격납건물 누설시험계획의 적합성을 검

토한다.

 8.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7.1절, 7.4절, 7.5절 및 7.7절에 대한 검토주

관부서로서 계측제어기능에 필요한 필수 기기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타당

성에 관하여 주증기공급계통 부분을 검토한다.

9. 전기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8.4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교류전원완

전상실사고 요건을 만족시킴을 결정할 수 있는 요구되는 계통 및 능력에 대한 평가

를 포함하여 교류전원완전상실시 발전소 대응능력을 검토한다.

10.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의 검토주관부서로서 품질보증계획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주증기공급계통 설계의 타당성은 국내 원자

력 법규 및 관련 규제지침 등에 근거를 둔다. 주증기공급계통의 설계가 다음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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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는 경우 허용가능하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계통의 안전성관련 부분이 지진, 토네이도, 태풍 및 홍수 등과 같은 자연 현상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동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의 규제방침 C.1, 비안전관련 부분은 

규제방침 C.2를 만족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외부 및 내부 발생 비산물, 배관 휩 그리고 배관파열시 

발생하는 분사충돌 등의 영향으로부터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터빈 비산물로부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방호와 관련된 RG 1.115, “Protection 

Against Low-Trajectory Turbine Missiles”의 규제방침 C.1을 만족하여야 한다. 계

통설계는 계통의 안전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격현상 및 압력방출밸브의 방출부

하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물의 동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

하여야 한다. 운전 및 보수절차서에 수격현상을 예방하고 압력방출밸브의 방출부

하를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주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 다수호기 발전

소에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공유로 인하여 안전기능 수행능력

을 크게 손상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들은 타호기와 공유되지 않아야 한

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잔열제거 설비” : 원자로냉각재

계통의 잔열제거 기능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다.

가. 잔열제거 설계요건과 관련된 안전심사지침 부록 5.4.7-1, “잔열제거계통 설계

요건”

나. 주증기격리밸브 상단부 배관 파단사고시 다른 증기발생기 취출을 제한하기 위한 

주증기 격리밸브 하단부의 모든 밸브에 대한 신뢰성과 관련된 NUREG-0138, 

“Staff Discussion of Fifteen Technicla Issues Listed in Attachment to 

Novement 3”의 현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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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 및 10 

CFR 50.63 “교류전원 완전상실” : 교류전원완전상실시 특정 시간을 견디고 회복

할 수 있는 발전소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주증기공급계통 설계와 관련해서는 RG 

1.155, “Station Blackout”을 충족시킬 경우 만족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상기 규제요건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

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

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

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

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건설허가 검토단계에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설계기준 및 근거와 예

비설계가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지를 판정하고 운영허가 검토

단계에는 초기의 설계기준 및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종설계에 적

절히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운영허가신청의 검토에서는 신청자의 운영기술지침서 내용과 목적이 본 안전심사지침 

I절의 검토분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은 계통시험, 최소성능 및 정기점검요건과 일치하

는지를 검토한다. 

   아래의 검토절차는 전형적인 주증기 공급계통의 검토를 위한 것이며, 특별한 경우

에 적절하다면 검토자는 본 검토절차 내용을 선별하여 강조할 수 있다.

 1. 주증기 공급계통의 검토에서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부분이 안전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는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계통이 모든 조건에서도 안전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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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현시킬 수 있고, 사고 방지 또는 완화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기 및 

보조 계통이 확보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2. 검토자는 주증기 공급계통의 필수(안전관련)부분이 정확히 설정되었고 요구되는 범

위까지 계통의 비필수 부분과 격리될 수 있는가를 판정한다. 계통설명서 및 계통

도면(P&IDs)의 검토를 통해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과 비필수 부분간의 물리적 구분이 

명확히 표시되는지를 확인하며, 계통을 격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지

를 확인하기 위해 계통 배치도면을 검토한다.

 3.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본 안전심사지침 I절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내진설계 기

준을 검토하고,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품질등급 및 내진등급 분류를 검토한다.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증기공급계통의 필수부

분이 품질그룹 B 및/또는 내진범주 Ⅰ 요건에 따라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특

정 설계등급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증기발생기에서 주증기 격리밸브까지의 주증기배관은 내진범주 I과 품

질그룹 B로 분류된다.

 4. 안전에 중요한 계통 기기에 대한 적절한 기능시험이 수행될 수 있는 설계방안이 

마련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시험 및 검사계획이 기술되고 

계통도면에 이 계획에 포함된 격리밸브 주위에 시험 재순환 루프 또는 특수 연결

부가 나타나 있다면 만족한다.

 5. 계통설명, 안전성평가, 기기도표 및 계통도면 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의 계통 설

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가. 본 계통은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에 필요한 증기유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검토

자는 충분한 양의 물이 양수되도록 요구된 증기량을 터빈에 공급하도록 설계하

였는지를 확인한다.

나. 2차계통의 압력방출 용량 및 개방설정치에 대한 설계여유도를 줌으로써 발전소

의 안전 운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가 약 177℃(350℉)가 되어 잔열제거계통의 운전이 허

용될 때까지 제어된 냉각을 수행하는 대기덤프밸브의 설계용량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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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증기관 파단사고시 계통으로부터 증기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온도감지기나 압력감지기는 증기관 파단사고시 증기의 누출을 제

한하기 위해 주증기관 격리 밸브 및 터빈정지밸브에 닫힘 신호를 발생시키는 

허용가능한 수단이다.

마. 주증기관의 가상 파단사고시 단일 능동기기 고장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가정하

여 한 개 이상의 증기발생기의 증기 취출(blowdown)이 방지될 수 있음이 보장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증기 격리밸브 하단부의 모든 주증기 차단밸

브, 터빈 정지밸브 및 제어 밸브는 동작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검토자는 주

증기 격리밸브, 연결배관의 차단밸브, 터빈정지밸브 및 우회밸브가 최대 증기유

량에서 닫힐 수 있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가 주

증기 격리밸브와 터빈정지 밸브 사이의 주증기 관에서 나가는 모든 증기 유동

경로의 설명자료와 관련 도표 등을 제공하는지 확인하며, 각각의 유동경로에 

대한 설명 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통명

 2) 최대 증기유량 : kg/s

 3) 차단밸브 형태

 4) 밸브 크기

 5) 밸브 품질

 6) 밸브 설계 코드

 7) 밸브 잠김 시간

 8) 밸브 구동 기구 (예; 솔레노이드 구동, 모터 구동, 공기구동 다이아프램 밸

브 등)

 9) 밸브 구동 기구의 동력원 

바. 주증기관 파단시 사고완화에 필요한 계통을 제외하고 상기 마.항에서 언급한 

모든 계통의 증기유동을 차단하여야 원자로를 안전하게 저온정지 상태로 만들 

수 있다. 검토자는 이 계통들에 대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증기차단 밸브를 

닫기 위하여 어떠한 설계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요구되는 운전원 조치에 대한 

기술 내용을 확인한다. 만약 사고 완화에 사용되는 계통이 없을 때나 다른 방

법으로 원자로를 정지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어떻게 이들 계통들이 증기를 차단

시키는지와 어떠한 운전원 조치가 필요한지 등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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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가상 안전정지지진 발생시 소외전원이 동시에 상실된다는 가정 하에서 단지 안

전등급 기기만을 사용해서 저온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주제어실에서 대기덤프

밸브를 원격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5.4.7의 부록 5.4.7-1, “잔열제거계통 설계요건” 참조).

아. 만일 (N-1) 루프 운전이 예상되면 주증기 공급계통에 대해 (N-1) 루프 운전이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로의 증기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6. 검토자는 계통이 유해환경현상, 배관파단 또는 소외전원상실시 요구되는 필수 기

능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는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공학적 판단과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 사항을 판정한다.

가. 주증기 공급계통이나 동 계통의 필수부분에 근접한 다른 계통의 비내진범주 I 

부분 또는 주증기공급계통의 필수부분을 격납하고 지지하거나 이 부분에 근접

한 비내진범주 I 구조물의 고장이 주증기공급계통의 필수부분의 운전을 방해하

지 않아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는 구조물과 계통에 대한 내진설계 분

류 도표뿐만 아니라 부지특성 및 일반 배치도면을 설명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의 해당부분을 참고한다. 상기 조건이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내용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면 허용 가능하다. 

나. 주증기공급계통의 필수 부분은 홍수, 태풍, 토네이도와 내부 및 외부 비산물 영

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한다. 홍수 및 비산물 방호기준은 안전심사지침 3장에 

따라 평가된다. 계통과 구조물의 설계 및 위치는 적절한 방호 등급에 따라 결

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계통이 토네이도 비산물 및 홍수로부터 보호되는 내진

등급 I 구조물 내부에 위치하거나 계통의 기기가 바람, 홍수 및 토네이도 비산

물을 견딜 수 있는 격실내에 있다면 허용 가능하다.

다. 안전 정지에 필요한 필수 기기 및 보조계통은 외부전원상실사고시에도 요구되

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소외전원상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증기공

급계통 기기 또는 보조계통에 대하여 계통의 성능이 최소 설계요건을 만족하거

나 초과함을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결과는 이러한 요건들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은 허용 가능한 계통기능 신뢰도 확인방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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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단일 능동기기 고장과 동시에 발생한 설계기준사고 후에 계통의 필수부분이 기능

을 발휘함을 보증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된 설명자료, 계통 도면, 주증

기공급계통 도면,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등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요구되는 기기의 

기능을 보증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을 평가하고, 계통도면의 

기기에 대한 유용성을 추적하고, 최소설계요건이 요구되는 시간범위 동안에 각 사

고 상황에 대하여 만족된다는 입증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었는지를 점검한

다. 각 경우에 대해 최소계통요건을 만족하면 설계는 허용 가능하다.

 8. 신청자가 수격현상 발생잠재성과 압력방출밸브 방출부하를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여 이들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였는지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배수 포트, 배관 경사와 밸브구동기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9. 검토자는 주증기공급계통의 설계와 관련된 RG 1.155, “Station Blackout”의 규제

방침 C.3.2, C.3.3 및 C.3.5 준수여부를 결정하여 특정 시간 동안 발전소 교류전원

완전상실에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발전소 능력에 관해서 주증기공급계통 능력

이 충분한 지 확인한다. 동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8.4절에 따라 발전소 교류전원완

전상실 사고 검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

며,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주증기공급계통은 증기발생기 연결부에서부터 터빈정지밸브까지를 포함하여 그 사

이의 모든 기기 및 배관을 포함한다. 주증기공급계통의 필수 부분은 품질그룹 B로 설

계하며, 증기발생기에서 격납건물 격리밸브 및 정상시 닫혀있는 첫 번째 밸브까지가 

포함된 연결배관까지이다. 주증기공급계통의 이들 부분은 증기배관 파단사고와 같은 

사고결과 완화에 필요한 부분으로서 이의 품질기준은 그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부합하

도록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계되었다. 주증기공급계통의 검토범위는 배치도, 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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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도면과 계통의 설명자료를 포함하였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주증기공급계통의 설계기준 및 근거에 대한 검토를 통

하여 주증기공급계통이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 “환경 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 “설비의 공유”,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 제29조 “잔열제거 설비” 및 10 CFR 50.63 “교류전

원 완전상실”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결론을 내리며, 이러한 결론은 다음 사항에 근거

한다.

 1.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을 수용하는 구조물 능력과 지진, 토네이도, 홍수 등과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관하여 원자로 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하

며,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을 수용하는 구조물과 내․외부 비산물 그리고 배관 휩 및 

배관 파단과 관련되는 분사 충돌 등을 견딜 수 있는 계통의 안전성관련 부분에 관

하여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 영향 등에 관한 설계

기준”의 요건을 만족한다. 주증기공급계통의 필수부분은 내진범주 I로 설계되며, 

토네이도, 토네이도 비산물, 터빈 비산물 및 홍수 영향으로부터 방호되는 내진범주 

I 구조물 내에 설치되어 있다. 이는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의 

규제방침 C.1.a, C.1.e, C.2와 C.3 또는 C.1.f, C.2와 C.3등과  RG 1.115, 

“Protection Against Low-Trajectory Turbine Missiles”의 규제방침 C.1과 RG 

1.117, “Tornado Design Classification” App. 2와 4를 만족한다. 

    또한 동 계통설계는 터빈 우회밸브와 정지밸브를 포함한 계통 밸브의 급격한 닫

힘으로 인한 수격현상에 따른 동하중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안전 및 방출밸브

가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방해받지 않고 작동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물의 동반 

유입에 대비한 고려사항에는 배수 포트, 배관 경사 및 밸브작동 등의 방안이 포함

되어 있다. 수격현상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수격현상 발생 가능성에 대

하여 발전소 요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운전 및 보수절차서를 신청

자가 검토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행약속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2. 동 계통은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에 중요한 공유 계통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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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성능에 관한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의 요건을 만족한다. 각 호기의 주증기 공급계통과 상호 연결부에 대해 검토하였

으며, 그것이 사고발생시 영향을 완화할 수 있고 각각의 호기가 다른 호기의 안전

정지기능을 감소하지 않고 안전정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였

다. 또는 발전소의 각 호기는 각각의 주증기 공급계통을 가지고 있어 다른 호기와 

안전관련 및 비안전관련 부분간의 상호연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3.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잔열을 제거하기 위한 계통기능과 관련하여 원자로 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잔열제거설비”의 요건을 만족한다. 주증

기 공급계통은 열제거의 능력, 압력방출능력이 있어야 하며, 안전정지에 필요한 터

빈구동 보조급수펌프에 증기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안전등급 기기로만 저온정지

에 도달할 수 있도록 소외전원상실을 동반한 안전정지지진 발생시 주제어실에서 

대기덤프밸브를 원격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증기 공급계통 설계에 포함되어 있

다. 이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5.4.7-1, “잔열제거계통 설계요건”과 NUREG-0138, 

“Staff Discussion of Fifteen Technicla Issues Listed in Attachment to Novement 

3” 현안 1을 만족한다.

 4. 발전소 교류전원완전상실에 관한 주증기공급계통 용량 및 능력에 관한 원자로 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 및 10 CFR 50.63, 

“교류전원 완전상실” 요건을 만족한다. 이에 대한 허용여부는 RG 1.155, 

“Station Blackout”의 C.3.2, C.3.3 및 C.3.5의 규제방침을 만족하는 데 근거를 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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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0.3.6절 증기 및 급수계통 재료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KEPIC-MN 의 증기 및 급수계통의 코드등급 2 및 3 기기에 대한 재료선정, 제작 

및 파괴인성이 운전경험뿐 아니라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한다. 

 1. 코드등급 2 및 3 기기의 재료선정과 제작

   가. 코드등급 2 및 3 기기용으로 선정된 재료와 제작을 검토한다.

   나. 모든 기기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접근이 제한된 부위의 용접 절차서

       2) 용접 예열온도

       3) 용접절차 관리

       4) 세정 절차서

       5) 관 제품에 대한 비파괴검사 절차가 KEPIC 코드를 따르는지 여부

   다. 탄소강, 저합금강 기기 및 주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용접절차 

관리 등을 검토한다.

 2. 코드등급 2 및 3 기기의 파괴인성

    코드등급 2 및 3 기기에 대한 페라이트계 재료의 파괴인성 특성과 요건을 검토한

다. 이러한 검토에 포함되는 전형적인 기기로는 증기 및 급수배관의 탄소강 또는 

저합금강 부분을 포함된다. 만약 주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 사용된다

면, 기기의 설계수명 이상의 열취화(thermal aging)에 견딜 수 있는 재료파괴인성 

특성을 가지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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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동가속부식(Flow-Accelerated Corrosion) 

   증기 및 급수계통에 대한 유동가속부식(FAC)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분야를 

검토한다.

   가. FAC 저항 재료의 사용 유무

   나. 적절한 부식허용치에 대한 시방서

   다. FAC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배관설계

검토연계분야

   증기 및 급수계통 재료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나사고정구의 건전성확인 프로그램의 적합성은 안전심사지침 3.13절에서 검토한다. 

 2. 계통기기에 대한 내진등급 및 품질그룹의 적합성은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

에서 검토한다. 

 3. 스테인리스강의 재료선정과 제작공정 관리는 안전심사지침 5.2.3절에서 검토한다. 

 4. 증기발생기 재료 선정은 안전심사지침 5.4.2.1절에서 검토한다.

 5. 증기 및 급수계통 재료의 FAC에 대한 감시프로그램은 안전심사지침 6.6절에서 검

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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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에는 안전

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를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할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고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에는 원자

로냉각재상실 사고시에도 안전유지에 필요한 노심 열제거 능력을 갖춘 비상노심

냉각장치를 설치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비상노심냉각장치는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의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에는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구조적 건전성 등을 

수명기간 동안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따른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가 가능하게 설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에

는 안전 관련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 및 성능을 설계시 가정하고 의도

한 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의 중요도를 고려한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계

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이 규정은 법 제12조제4호 및 법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요건을 기술하고 있다. 

  6. 10 CFR 50.55a(코드 및 기준)에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 제작, 설치, 건설, 

시험 및 검사는 안전성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관련 코드 및 기준의 요건을 만족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Regulatory Guide(이하 “RG")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10 CFR 50.55a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보, 권고사항 및 지침을 제공하며 검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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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RG 1.37, "원자력발전소의 유체계통과 관련기기의 세정을 위한 품질보증 요건

" : 이 지침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과 니켈기 합금 기기의 입계 및 

응력부식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나. RG 1.71, "접근이 제한된 부위에 대한 용접사 자격" : 이 지침은 제작 용접시 

용접사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다. RG 1.84, "ASME Sec. III 설계, 제작 및 재료에 대한 Code Case 적합성" : 이 

지침은 검토자가 일반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ASME Sec. III의 Code Case를 열

거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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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재료선정 및 제작

     가. 코드등급 2 및 3에 사용되는 재료사양은 KEPIC-MNZ의 부록 I과 KEPIC-MDF, 

MDN 및 MDW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RG 1.84, "ASME Sec. III 설계, 제작 및 재료에 대한 Code Case 적합성"은 재

료 사양에 의거하여 사용될 수 있는 Code Case를 기술하고 있다. 신재료의 

승인에 관한 규정은 KEPIC-MNZ의 부록 IV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RG 1.71, "접근이 제한된 부위에 대한 용접사 자격"은 물리적으로나 육안상

으로 직접 접근이 제한되는 부위의 용접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기준

을 제시한다.

        1) 용접부의 어느 방향에서든지 30 cm (12 inches) 이내의 물리적 간섭에 의

해 접근이 어려울 경우 유사한 조건하에서 용접사 자격인정시험이 수행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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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접근 제한조건이 상이한 경우 또는 KEPIC-MQ에 규정하는 필수 용접변수

가 변경될 경우 재 인정받아야 한다.

     라. RG 1.50, "저합금강용접의 예열온도 관리"는 저합금강 용접을 위한 예열온도 

관리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탄소강과 저합금강 재료의 예열온도 조건은 

KEPIC-MN 부록 A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마. KEPIC-QAP, “원자력품질보증기준”은 증기 및 급수계통의 코드등급 2 및 3 

기기의 세정과 관리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바. 관 제품의 비파괴검사 허용기준은 KEPIC-MNC와 MND의 관련항에 기술되어 

있다.

  2. 코드등급 2 및 3 기기의 파괴인성

    이러한 기기에서 페라이트계 재료의 파괴인성은 RG 1.26 "원자력발전소의 물, 증

기 그리고 방사성폐기물 수용용기에 대한 품질그룹 및 기준"에서 요구하는 적용 

유효년도판(edition)과 추록(addenda)이 포함된 KEPIC-MN의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

야 한다.

       - MNC-2300, “코드등급 2 재료에 대한 파괴인성 요건”

       - MND-2300, “코드등급 3 재료에 대한 파괴인성 요건”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코드등급 2 및 3 기기들의 재료 선정과 제작

     검토자는 증기 및 급수계통에 사용될 재료가 KEPIC-MNZ의 부록 I과 

KEPIC-MDF, MDN 및 MDW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가. 검토자는 KEPIC-MNZ의 부록 I과 KEPIC-MDF, MDN 및 MDW 또는 RG 1.84에 

포함되지 않는 재료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나. 검토자는 물리적으로나 육안상으로 직접 접근이 제한된 부위를 용접하는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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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과 동 용접부의 검사와 그 건전성을 입증하는 방법

이 본 안전심사지침 II.1.다에 언급된 허용기준에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다. 검토자는 탄소강 또는 저합금강 기기에 대한 용접절차를 검토한다. 용접 예열

온도가 본 안전심사지침의 II.1.라에 언급된 허용기준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라. 검토자는 코드등급 2 및 3 기기의 세정과 취급방법이 본 안전심사지침 II.1.마 

에 언급된 허용기준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마. 검토자는 관형 제품이 본 안전심사지침의 II.1.마에 언급된 허용기준과 일치하

는지 검토한다.

    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재료가 증기 및 급수계통의 설계에 사용된다면, 

검토자는 신청자가 IGSCC에 대하여 적절히 기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검토자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재료선정과 제작공정 관리와 

관련이 있는 안전심사지침 5.2.3절,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재료”의 허용기

준을 사용해야 한다. 

  2. 코드등급 2 및 3 기기의 파괴인성

    검토자는 증기 및 급수계통의 어느 기기들이 탄소 또는 저합금강으로 제조되었는

지와 이들 기기의 재료 파괴인성이 본 안전심사지침 II.2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검

토한다.

  3. 유동가속부식 

    검토자는 증기 및 급수계통의 설계시 유동가속부식에 대한 내식성이 고려되어 발

전소 수명동안 유동가속부식의 영향이 최소화되고 있음을 결정한다. General 

Letter 89-08에는 FAC 감시프로그램의 장기적인 관리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으며, EPRI NSAC-202L-R2에는 고에너지배관을 포함한 모든 탄소강 배관에서의 

FAC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가. 검토자는 FAC에 노출된 배관이 FAC 저항 재료를 이용해서 설계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나. 검토자는 발전소 설계수명동안 부식허용치의 평가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며, KEPIC-MN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다. 검토자는 배관 설계 및 배치(layout)가 배관 및 기기의 형상(configuration and 

geometry), 수화학, 재료, 유체온도 및 유속으로부터 FAC의 영향을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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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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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검토자는 증기 및 급수계통 재료가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

조, 제12조, 제30조, 제4절 및 10 CFR 50.55a의 관련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 사항에 근거한다. :

   신청자는 증기 및 급수계통의 재료를 코드등급 2 및 3으로 선정하였고, 이들 재료는 

KEPIC-MNZ의 부록 I과 KEPIC-MDF, MDN 및 MDW 의 요건을 만족한다. 또한 신청자

는 이러한 ASME Code Case를 기술하고 있는 RG 1.84의 권고사항을 만족시키고 있다. 

   페라이트강의 파괴인성은 코드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코드가 파괴시험을 선택사

양으로 요구할 경우, 신청자는 증기 및 급수계통의 페라이트강의 파괴인성시험이 필요

치 않다는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였다. 코드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파괴인성시험과 기

계적 특성은 페라이트강에 비연성파괴 또는 급속히 진행되는 파괴의 가능성이 없도록 

충분한 안전 여유도가 제공되었음을 적절히 보장하고 있다.

   신청자는 RG 1.71의 규제요건 혹은 대체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RG 1.71의 

요건을 만족한다. 발전소 현장에서의 세정(cleaning)과 제작과정에서의 청결관리

(cleanliness control)는 KEPIC-QAP(원자력품질보증기준)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신청자는 FAC 평가에서 계통배관 및 기기의 크기, 형상(configuration and 

geometry), 수화학, 배관과 기기의 재료, 유체온도 및 유속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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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0.4.1절 주복수기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주복수기 계통은 터빈으로부터 배출된 증기를 응축하고 탈기시키기 위해 설계되었

고, 터빈우회계통(Turbine Bypass System)의 열제거원이 된다.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을 제어하는데 설계주안점을 맞춰 검토한다.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주복수기 계통의 설계를 검토한다.

1. 주복수기의 설계, 설계목적, 용량, 운전방법 그리고 기체 방사성물질 취급 영향 요

인 등, 계통공유영역 및 잠재적인 것과 계통배관 및 계기도면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2. 복수기 튜브의 부식 및 침식을 방지하는 수단, 그리고 복수기내 응축수의 누설을   

감지하고 누설이 발생될 시에는 제어할 수 있는 설비

 

3. 계통 내부 혹은 외부로 방사능 누출을 감지하는 수단, 그리고 환경으로의 우발적인 

방사성물질 누출량이 설정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수단

4. 주복수기가 정상적인 상태로 운전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입증할 수 있는 계측

제어 설비

5. 주복수기의 완전 상실에서 오는 범람을 처리할 수 있고, 범람으로 인한 안전관련 

설비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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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터빈우회계통으로부터 유입되는 증기배출량을 감당할 수 있는 주복수기의 용량

7. 잠재적인 혼합가스의 폭발성이 있는 경우,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에 의한 폭

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주요 설계수단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주복수기와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

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구조부지분야 및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적절한 내진 및 품질그룹분류가 만족한지를 검토한다.

 2.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4.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범람의 영

향으로부터 안전관련 계통 및 구조물이 보호되는가를 검토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 

3.7.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필요한 경우 복수기의 내진해석을 수행한다.

 3.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안전심사지침 9.3.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복수기 튜브 누설을 발견하고, 

감시하는 설비를 갖추었는지 검토한다. 

나.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화재방호에 대해 검토한다.

다. 안전심사지침 14.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가동중시험계획 및 시운전계획

을 검토한다.

라. 안전심사지침 16.0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기술지침서에 대해 검토한다.

4.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1.5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복수기 내 

외부로 방사능 누출을 발견하고, 방사능 오염도를 감시 측정에 대해 검토한다.

5.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품질보증계

획에 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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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

사에 관한규정”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주복수기계통 허용 여부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가와 이전에 검토되고 허용 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발전소 설계와의 유사

성에 근거한다.

  주복수기의 설계는 계통의 전체 설계가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에 관련된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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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주복수기의 구조물, 계통, 기기에 대한 고장의 결과로 초래되는 환경에 대한 과도한 

방사능의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된 주복수기를 설계했을 때는 원자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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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허용기준은 아래의 관련요건을 만족함에 근거한다.

가. 폭발성 물질이 잠재되어 있다면, 주복수기는 폭발에 대한 영향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폭발성 혼합물질의 잠재적인 증가를 감지 및 경고할 수 있는 계측기가 설

계되어야 하며, 중첩된 계측기는 감지, 경고, 그리고 잠재된 폭발성 혼합물질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어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허용된 주복수기계통의 성능저하 운전이 원자로 1차계통 및 2차계통에 대한 역효과

를 미치지 않는가 검토한다.

2.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주복수기의 설계를 평가한다.

가. 바닷물이 응축수로 유입되는 것을 감지하고, 제어하고 조치할 수 있는 설비가 

제공되었다.

나. 주복수기 튜브와 부품의 부식 및 침식을 감소하는 방법과 주복수기의 시설 상

태와  구조물 재료에 대해 적합성을 검토한다.

3. 검토자는 공학적 판단,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결과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가. 주복수기의 고장과 그 결과로 인한 범람은 어떤 필수 계통의 운전을 방해해서

는 안된다. 발전소 특성, 전체배열 및 배치도를 기술하는 참고 자료가 필요하고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이 상기조건을 만족하는가 확인한다. 

나. 주복수기는 폭발의 영향에도 견고하게 설계되었고, 잠재적인 혼합가스 폭발성을

예방하기 위한 제어장치, 경보장치, 감지하는 계기가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다. 

다. 주증기 계통과 연관하여 동 계통은 복수기 진공상실을 감지하여 증기공급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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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시킬 수 있는 설비가 있다. 

라. 터빈 우회계통에서 유입되는 증기배출에 의한 부품이나 튜브손상을 막는 설비

가 주복수기에 설치되어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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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주복수기는 터빈 배기에서부터 주복수 계통 및 다른 계통들과의 연결 및 공유 부

분에 이르는 모든 기기들과 설비를 포함한다. 주복수기 계통에 대한 허용근거는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에 기술된 규정을 설계,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가 만족시키는가에 있다. 고장시에도 환

경으로 방사능 과도방출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검토자는 주복수기 설계는 허용가능하

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

설 등”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

 2. Regulatory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Reactor Power 

Plants." 

 3. 10 CFR 50, Appendix I "Numerical Guides for Design Objectives and Limiting 

Conditions For Operation to Meet the Criterion As Low as is Reasonably 

Achievable For Radioactive Material in Light Water Cooled Nuclear Power 

Reactor Effluents."

4. 10 CFR 52, "Early Site Permits; Standard Design Certifications; And Combined 

Licenses For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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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0.4.2절 주복수기 진공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주복수기 진공계통은 복수기 진공을 유지하고 기체 폐기물처리계통이나 배기가스배

출계통으로 방사성 기체를 배출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다. 복수기진공계통의 검토는 배

출수의 방사성 물질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공유 계통특성에 맞추어져 있

다. 이 검토는 주복수기 진공을 유지하기 위한 최초 시운전계통과 설치후 복수기 진공

을 유지하기 위한 정상계통을 포함한다.      

상세한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의 검토내용은 각각의 주복수 진공계통에 대한 설계, 설계 

목적, 용량, 운전방법 및 기체상태의 방사성물질 취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즉, 

계통 공유영역과 잠재적인 우회경로를 포함한다.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계통의 

배관 및 계기 도면을 검토한다.

 2.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환경에 방사성물질의 노출을 야기하는 폭발성 혼합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폭발 가능성을 방지할 설계 특성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주복수기 진공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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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 및 3.2.2(통합됨)절에 따라 수행된 지

진의 허용성 및 품질등급을 검토한다.

 2.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1.3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주복

수기 진공계통으로부터 수집된 폭발성 기체 혼합물을 검출하고 기체상태 유출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3.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1.5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주복

수기 진공계통으로부터 기체상태 유출물을 감시하기 위한 방사성 감시기들을 검토

한다.

4.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의 품질

보증계획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규정”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

설 등” : 주복수기 진공계통의 설계와 관련하여 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의 누출 제

어에 관한 규정으로 1차측에서 2차측으로 증기발생기 튜브가 누설되면, 방사성물

질이 주복수기에 침전된다. 1차측에서 2차측으로의 누설은 증기발생기 취출구와 

공기추출기 방출부에서 방사능을 감지함으로써 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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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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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

설 등”의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주복수기 진공계통은 주복수기의 구조물, 계

통 또는 기기의 사고로 대기환경에 방사성물질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가. 만일 폭발성 혼합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주복수기 진공계통은 폭발의 영

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잠재적인 폭발성 혼합물의 생성을 탐지, 

지시하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11.3절 2항에 명시된 것처럼 잠

재적인 폭발성 혼합물의 형성을 막기 위하여 감지하고, 지시하고, 제어 조치를 

작동시키는 이중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주복수기 진공계통 기기에서 수

소-공기 혼합물의 증기량이 체적비 58% 이상을 유지하거나, 수소-산소 혼합물의 

질소량이 체적비 92% 이상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계통에 대해서는 이러한 잠재

성이 존재해서는 않된다. 잠재적인 폭발성 혼합물을 포함한 주복수기 진공계통 

기기에 대해서는 설계압력과 정상운전시 절대압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본 안전심사지침의 내용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1. 주복수기 진공계통에 대한 검토에서 배관 및 계기 도면은 모든 우회경로를 포함하

여 본 계통을 통한 기체의 흐름경로와 환경과 다른 계통으로의 기체 폐기물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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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지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토된다. 이러한 정보는 운전중 예상운전과도 및 정

상운전중 기체 유출물의 연간 방출된 방사성물질 양을 계산하기 위해 안전심사지

침 11.3절에서 사용된다. 검토자는 기계식 진공펌프에서 나오는 물과 증기분사형 

공기추출기에서 나오는 응축수가 방사성 액체로 분류되고, 그에 따라 적절히 처리

되는가를 확인한다.

 2. 만약 폭발성 혼합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면, 검토자는 신청자가 주복수기 진공

계통이 폭발의 영향을 견디도록 설계했고, 잠재적인 폭발성 혼합물의 생성을 감지

하고 지시하는 계기를 설치했는지 확인하거나, 또는 잠재적인 폭발성 혼합물의 생

성을 막기 위해 감지, 지시하고, 제어조치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다중의 주복수기 

진공계통 계열에 대한 이중계기를 설치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계

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신청자의 설계가 폭발후 연속 누출경로를 차단할 만한 설

비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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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주복수기 진공계통은 복수기 진공을 유지하고 환경으로 통제되지 않은 방사성 물

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와 설비를 포함한다. 검토자는 신청자의 계통 설명내

용, 배관 및 계측도면 그리고 주복수기 진공계통의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주복수기 진공계통이 환경으로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감시하고 제어함으로

써 신청자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방사선 방호설

비”를 만족하고, 또한 “증기 표면 복수기에 대한 산업기술기준”의 요건을 만족시킨

다면 동 계통은 허용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제10.4.2절 개정 4 - 2014. 11- 5 -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10조 “건설허가” 

 2.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운영허가” 

3.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방사선 방호시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 “시험관리”

 7.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

한 규정 고시”

 8.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규정”

 9. 10 CFR Part 50 "Early Site Permit: Standard Design Certifications: And Combined 

Licenses For Nuclear Power Plant." 

 10. 10 CFR Part 50, Appendix I, "Numerical Guides For Design Objectives and 

Limiting Conditions For Operation to Meet the Criterion "As Low as is 

Reasonably Achievable" For Radioactive Material in Light Water Cooled Nuclear 

Power Reactor Effluents"

11. 10 CFR Part 52 "Licenses, Certifications, and approvals for Nuclear Power 

Plants"

12. 10 CFR 52.47 "Contents of applications; technical information"





지 침 번 호 KINS/GE-N001

분 류 번 호 10.4.3

개 정 번 호 4

발 행 일 자 2014.1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분류번호 : 10.4.3

제 목 : 터빈축 밀봉계통

검토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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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 ‘92.4

1 ‘93.5 ‘93.5

2 ‘99.10 ‘99.10

3 박창규 ‘09.12 금오현 ‘09.12

4
박종석

유성근
‘14.11 민복기 ‘14.12





제10.4.3절 개정 4 - 2014. 12

- 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0.4.3절 터빈축 밀봉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터빈축 밀봉계통은 터빈 및 대형 증기밸브의 축이 케이싱을 통과하는 환형공간에 

밀봉증기원을 제공하고, 그 기기로 공기유입이나 증기유출을 방지하도록 설계된다. 터

빈축 밀봉계통의 검토는 배출수의 방사성 물질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공

유 계통특성 및 증기유로 및 수집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상세한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터빈축 밀봉계통의 설계, 설계목적, 운전방법과 기체방사성물질 취급에 영향을 주

는 요소 예를 들면, 밀봉증기원, 계통연계 영역, 잠재적인 누설경로, 그리고 배관 

및 계기도면을 검토한다. 

2.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14.3절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관련한 검사, 시험, 분석 및 허용기준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터빈측 밀봉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 및 3.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지진 및 품질등급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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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안전관

련 기기가 있는 계통 내에서 고에너지배관 파단의 잠재적인 영향을 검토한다.

3.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터빈축 밀봉증기 응축기의 배기로부터 방사성물질의 유출제어에 관한 사항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1.3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터빈축 밀봉증기 응축기의 배기로부터 방사성물질의 유출감시에 관한 사항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1.5절에 따라 수행한다.

4.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의 품

질보증계획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터빈축 밀봉계통 설계는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유출제어에 관한 요건을 만

족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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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밀봉증기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제요건을 만

족하기 위해서 밀봉증기의 수집, 응축 및 비응축성물질 처리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규제요건과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 검토연계분야에 포함되어 있

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 절의 내용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 강

조하여 검토할 수 있다.

1. 검토자는 밀봉증기원 및 축밀봉으로부터 배기되는 증기 및 비응축성물질 처리의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통의 배관 및 계기도면을 검토한다. 

2.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14.3절에 따라 검사, 시험, 분석 및 허용기준을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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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터빈축 밀봉계통은 터빈 및 대형 증기밸브의 축이 케이싱을 통과하는 환형공간에 

밀봉 증기원을 공급하는 장비와 계기를 갖추고 있다. 검토범위는 밀봉증기원 및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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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내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설비를 포함하고 있다.

   신청자는 제어되고 감시되는 터빈축 밀봉계통을 설치함으로써 환경으로 유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제어 및 감시와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터빈축 밀봉계통 설계는 허용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3. 원자력안전법 제22조, “검사”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

설 등” 

5. 10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60, "Control of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to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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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0.4.4절 터빈우회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터빈우회계통(Turbine Bypass System)은 터빈우회를 통하여 핵증기공급계통에 불안

정을 유발시키지 않고 발전소가 어떠한 부하변동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서 

운전 여유도를 제공한다. 터빈우회계통은 터빈을 우회하여 주증기 정격유량의 일부를 

주복수기로 직접 방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증기우회는 원자로 정지 혹은 터빈의 정

지를 유발하지 않고 터빈우회계통의 용량 한계까지 단계적으로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게 한다.

   또한 동 계통은 발전소의 기동 및 정지기간 동안 증기발생기의 압력을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비상운전 조건에서는 발전소 안전정지를 위하여 압력방출밸브와 안

전밸브가 사용되는 것과 같은 운전이 요구되지 않으며, 또한 가상사고의 방지 혹은 완

화를 위한 열제거원으로서의 기능이 요구되지 않는다. 발전소의 부하감발 혹은 터빈정

지시 터빈우회계통의 고장은 방출밸브의 작동을 초래함은 물론 안전밸브까지도 작동

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계통성능분야 담당자는 주증기계통 연결부위로부터 주복수기까지의 계통을 검토 

한다.

1. 터빈우회계통 혹은 계통 기기들의 고장이 필수설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지를 검

토한다.

2.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정상 및 비정상 운전조건시 필요한 터빈우회계통의 기능상 

요건들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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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누설이나 오작동이 발생한 부분을 격리시킬 수 있는 능력

나. 적합한 운전 시험 및 가동중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다. 가상의 계통배관 손상이 안전관련 설비들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

한 보장

라. 터빈우회계통의 계측제어 오동작으로 인한 터빈우회계통의 부적절한 작동이 

원자로 과도상태를 수반할 가능성의 감소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터빈우회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기계재료분야 및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절 및 3.2.2절에 대

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기기들에 대한 내진 및 품질등급분류가 적절하게 적용

되었는지를 검토한다.

2.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격납건물 외곽에 위치하는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의 균열, 파열에 관계되

는 부록 3.6.1-1 “격납건물 외부의 유체계통 배관의 가상파손에 대한 보호”

에 대한 터빈우회계통의 만족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수행한

다.

나.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의 균열과 파단에 관계되

는 부록 3.6.2-1 “격납건물 내·외부의 유체배관계통에서의 가상 파단위치”

에 대한 만족성 여부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2절에 따라 수행한다.

3. 원자로심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4.4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터빈우회

계통의 용량이 원자로 과도상태 해석과 일치됨을 결정한다.

4.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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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화재방호에 대해 검토한다.

나. 안전심사지침 14.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가동중시험계획 및 시운전계획

을 검토한다.

다. 안전심사지침 16.0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기술지침서에 대해 검토한다.

5.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품질보증 

계획에 대해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둥에 관한 설계기준) : 

터빈우회계통의 배관파단 또는 오동작으로 인한 동 계통의 고장이 필수적인 계통

이나 기기(안전정지, 사고방지 및 완화를 위한 필수설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잔열제거설비) : 정상운전중 발전

소를 정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계통의 능력과 관련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터빈우회계통의 작동은 안전계통에 대해 요구하는 중복성 및 전원 요건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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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터빈우회계통의 배관파단 또는 오동작으로 인한 동 계통의 고장이 필수계통 또는 

기기(안전정지, 사고방지 및 완화를 위한 필수설비)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정상운전, 보수, 시험, 가상사고시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둥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가상배관 

파단과 같은 동적영향은 사고해석 검토시 제외될 수 있으나, 유체계통 배관의 파

단 가능성이 배관의 설계기준 조건보다 훨씬 낮음을 제시함으로써 승인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터빈우회계통이 손상 또는 그 계통의 기기들 중 어떤 기기의 고장

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 요건을 적

용한다. 동 요건의 만족은 터빈우회계통의 손상이 안전성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장한다. 

2. 정상적인 발전소 정지동안 잔열을 제거하는 신뢰성 있는 계통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잔열제거설비)의 요건은 정

상운전 동안 발전소를 정지하기 위하여 터빈우회계통을 사용하는 능력을 보임에 

의해 보장된다. 터빈우회계통의 운전은 이 기준의 중복성과 전원요건을 만족시키

기 위하여 안전계통들에만 의존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는 터빈우회계통이 동 요

건에서 기술한 잔열제거계통이 아님에도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하며, 발전

소 정상정지 기간중 터빈우회계통의 사용이 안전에 중요한 계통의 수요를 감소시

키기 때문에 본 요건을 적용한다. 동 요건의 만족은 잔열제거계통이 운전 가능 상

태를 유지하고, 안전계통이 명시된 핵연료 설계제한치 또는 원자로냉각재 압력경

계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노심으로부터 잔열을 전달할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장한다.

III.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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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검토자는 신청자

가 제안한 대안이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

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다음의 절차는 건설허가 심사 시에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 근

거 및 예비설계가 II항에 주어진 허용기준을 만족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사용하고, 운영

허가 심사 시에는 초기설계기준과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종설계에 

적절히 적용되었는가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운영허가에 대한 심사절차는 신청자에 

의해 준비된 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과 의도가 계통시험, 최소성능 및 감시에 대한 요

건과 일치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검토주관부서는 본 안전심사지침의 I항에서 명시된 검토결과를 활용하는 것과 같이 

연관된 다른 검토부서를 총괄하고 다른 분야의 검토영역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검

토책임자는 본 검토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보증할 수 있는 입력자료를 얻고, 이를 이용

한다. 검토자는 어떤 특별한 경우 본 안전심사지침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강조한

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계통 설명, 배관 및 계기도면이 동 계통 및 기기를 적

절히 기술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2. 정격 주증기유량의 백분율로 표시되는 터빈우회계통의 용량 및 방출밸브의 용량 

사이의 관계, 원자로 및 터빈정지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원자로 출력 단계변

화 그리고 원자로제어봉 이동 혹은 증기우회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전기부하

의 단계적 변화 등을 포함하는 계통 설계기준 및 계통 성능평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3. 검토자는 공학적 판단,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

한다. 

가. 터빈우회계통 고장은 어떤 필수계통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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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증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은 허용가능하다.

나. 터빈우회계통 고에너지 배관의 파손이 그 계통에 인접한 안전관련 계통 및 

기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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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터빈우회계통은 주증기계통 연결부에서 주복수기까지 모든 기기 및 배관을 포함하

고 있다. 터빈우회계통의 검토범위에는 배치도면, 배관 및 계기도면 그리고 터빈우회

계통 운전에 필수적인 보조지원계통에 대한 서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검토에서 터빈우회계통에 대한 허용근거는 다음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29조(잔열제거설비)에 기술된 

요건을 설계,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가 만족시키는 지에 있다. 

1. 신청자는 터빈우회계통이 고장 났을 때에도 안전정지 조건이 확보 가능하도록 요

구하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

준) 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2. 신청자는 정상운전동안 발전소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터빈우회계통을 사용하는 능

력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잔열제거설비) 요건을 

만족하였다. 터빈우회계통은 터빈발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운전중에 발전소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증기가 주복수기로 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3. 검토자는 터빈우회계통의 설계가 적용 가능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반설계기준, 규제지침 및 산업기술기준을 만족하므로 동 계통은 허용가능

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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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0.4.5절 순환수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순환수 계통은 터빈과 보조계통에서 배출된 폐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복수기에 

연속된 냉각수를 공급한다.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순환수계통의 검토주관부서로서 

다음 사항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1. 본 계통의 기능요건에 대하여 순환수 계통의 성능을 검토하고 역환경사건, 예상운

전과도 및 소외전원상실과 같은 사고상태의 영향을 검토한다.

 2. 오동작, 기기의 고장, 확관이음부의 파손을 포함하는 순환수 배관의 파손이 인접한 

안전관련 계통의 성능에 허용되지 않는 역효과를 일으키지 않는가를 결정하기 위

하여 순환수계통과 다른 계통과의 연계영역을 검토한다.

 3. 다음 사항에 대하여 순환수계통의 설계를 검토한다.

가. 안전계통 또는 기기의 의도된 안전기능이 순환수계통의 누설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지역으로의 범람을 방지하거나 감지 및 제어하는 능력

나. 비정상적이고 불안전한 운전상태를 알려주는 설비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순환수 계통과 관련하여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

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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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파단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계통의 품질등급에 대한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2절에 따라 수행한다.

다. 계통기기 및 배관재질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부식, 유기물 오염, 수질제어를 

위한 제안된 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하며, 부식, 유기물 오염 등 수질관리를 위

해 사용되는 첨가제가 계통의 재질에 적합함을 확인한다. 

 2.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순환수계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수위 위험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

침 2.4.11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유체운반계통에 범람이 발생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안전심사지침 3.4.1절에 

따라 건물내부 범람으로부터 안전관련 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평가한다.

 3.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7.1절, 7.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안

전관련 계통이나 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전과 관련되는 계측제어 사항을 

검토한다.

 4.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8.3.1절과 8.3.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안전관련 계통이나 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력계통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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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관한규정”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순환수계통의 허용여부는 동 계통의 기기

나 배관의 파손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는 방출수의 영향을 감당하기 위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

하는가에 근거를 둔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

에 관한 설계기준”의 준수는 다음 항목을 만족하는 것에 근거를 둔다.

 1. 안전계통 또는 기기의 의도된 안전기능이 순환수계통의 누설에 의해 방해받지 않

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지역으로의 범람을 방지하거나 감지 및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2. 확관이음부를 포함한 순환수계통 배관 또는 기기의 파손이나 오동작이 안전관련 

계통이나 기기의 기능적 능력에 허용불가능한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는 순환수계통이 안전관련이 아님에도 안전에 중요한 계통이나 기기들의 범람과 같은 

악화된 환경조건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순환수계통 설계를 

제한한다. 동 요건의 만족은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가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상기 규제요건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

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

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

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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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절차는 건설허가 심사 시에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 근

거 및 예비설계가 II항에 기술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사용하고, 운영

허가 심사 시에는 초기 설계기준과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종설계

에 적절히 적용되었는가를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검토자는 I항 검토분야에 언급된 것과 같이 다른 검토주관부서에 대한 의견을 통합

하고 본 검토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보증할 수 있는 입력자료를 얻고, 이를 이용한다.

검토자는 어떤 특별한 경우 아래의 안전심사지침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중점 검

토한다.

 1. 순환수계통이 안전관련은 아니지만, 동 계통이나 기기의 손상이 안전관련 기기 혹

은 계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기, 배관 혹은 확관이음부의 누설 또는 파단 등

에 의하여 순환수계통으로부터 다량의 물이 인접지역에 심각하고 허용불가능한 범

람을 일으킬 수 있다. 검토자는 계통기기의 성능과 건전성에 대한 수력학적 과도

상태 및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가 설계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한다.

확관이음부의 파손에 따른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의 검토

자는 나비형 밸브(Butterfly Valve)가 안전등급 요건에 따라 설계되지 않는 한 파손

된 확관이음부로 부터 순환수계통의 흐름을 차단하기에 유용하지 않다고 가정하

며,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명과 도면을 검토하여 안전관련 설비를 포함하

는 지역에 허용되지 않는 범람을 예방하고 범람의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한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결정한다.

 2.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누설을 감지하고 계통을 유지할 능

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순환수계통을 검토한다.

 3.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된 자료를 근거로 검토자는 수질화학의 제어, 장기부식과 

유기물 오염의 제어에 대한 신청자의 제안된 방법과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된 화학

적 첨가물들이 계통재료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다.

Ⅳ.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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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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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순환수계통은 주복수기에 계속적으로 냉각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기 및 

설비를 포함한다. 동 계통은 안전정지, 사고방지 또는 사고완화에 필요한 계통이 아니

기 때문에 비안전등급, 품질등급분류 D 요건에 따라 설계된다. 순환수계통에 대한 신

청자의 제안된 설계기준 및 근거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검토자는 순환수계통의 설

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

준”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허용가능하다.

   신청자는 순환수계통 기기나 배관의 파손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방출수의 영향에 관

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순환수계통으로부터 누설로 인하여 계통 또는 기기의 의도된 

안전기능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안전관련 지역의 범람을 막거나 또는 감지 및 제어하

는 설계 설비 또는 확관 이음부를 포함하는 순환수계통의 기기 혹은 배관의 기능오류

가 안전관련 계통 및 기기의 성능에 역효과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설비설계에 근거

를 둔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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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0.4.6절 복수정화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복수정화계통은 주증기계통으로부터 습분동반에 의해 동 계통으로 유입될 수 있는 

증기발생기 누설 혹은 복수기 부식으로 인하여 용해되거나 부유하는 불순물을 제거한다.

동 계통은 안전정지나 가상사고 완화에 요구되는 계통은 아니지만 가압경수형 원자로

에서 2차계통 냉각수질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검토자는 복수펌프 후단의 공급점에서부터 급수가열기 전단의 배출점까지 그리고 유

출물 처리계통과의 연계영역까지 동 계통을 검토한다.

   동 검토는 증기발생기에 공급되는 급수가 수질요건(부록 5.4.2.1-1)에 만족하는 지를 

판정한다. 복수기 튜브 누설사고시 복수 및 급수계통이 격리될 때까지 염화물 및 다른 

오염물 농도를 허용치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설계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판단하

기 위하여 복수기를 검토한다. 또한 운전조건에 대한 제작재료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복수정화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안전심사지침 5.4.2.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증기발생기 재질과 함께 냉

각수 수질 화학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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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동 설계가 고․중 에너지 계통 배

관파단과 균열에 대하여 부록 3.6.1-1의 권고사항을 만족하는가를 판정하기 

위하여 동 계통을 검토한다. 부록 3.6.1-1의 준수는 복수정화계통 배관 사고

로 인해 다른 안전관련 계통이 작동 불능이 되지 않음을 보증한다. 

  2.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안전심사지침 11.2절에서 11.4절까지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핵분열 및 부

식 생성물 농도에 미치는 동 계통의 영향과 방사성 폐기물계통 요건에 미치

는 기사용 수지와 재생용액량의 영향을 결정한다.

     나. 안전심사지침 1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복수탈염계통에 대해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

사에 관한규정”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동 계통에 대한 허용기준은 1차냉각재 압력경계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나쁜 

수질화학 조건을 방지하기 위한 수질화학제어에 관련된 일반설계기준 14의 요건을 만

족하는가에 근거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 1차

냉각재 압력경계가 비정상적인 누설, 급속전파 파괴 및 대형 파괴의 가능성을 극

히 낮게 보장하도록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 이는 복수정화계통이 

압력경계 건전성 사고를 유발하는 부식방지를 위한 수질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동 요건을 만족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안전심사지침 5.4.2절의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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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1-1에 냉각재 순도 수준을 유지하는 허용가능한 방법론이 기술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상기 규제요건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

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

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

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다음의 절차는 건설허가 심사 시에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 근

거 및 예비설계가 II항에 기술된 허용기준을 만족 하는가 결정하는데 사용하고, 운영허

가 심사 시에는 초기 설계기준과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종설계에 

적절히 적용되었는가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검토주관부서는 I항의 검토 분야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다른 검토주관부서의 의견을 통합하고 본 검토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보증할 

수 있는 입력 자료를 얻고, 이를 이용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공학적 판단, 운전경험, 이전에 승인된 유사한 계통의 

성능 특성을 이용하여 계통 설계 자료와 도면을 평가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본 계통이 복수정화능력에 대한 요건을 만족하고, 요구되는 순도의 유출물을 

공급하고, 계통의 효율성을 감시하는 적절한 계측기기를 포함하는가를 확인한다.  

가압경수형에 대하여 부록 5.4.2.1-1을 참고한다. 검토자는 신청자에 의해 채

택되는 수질화학 지침과 표준이 모든 영향을 받는 계통에 일관성있게 적용된

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도록 검토 공유영역에 열거되어 있는 다른 안전심사

지침 검토와 함께 안전심사지침 10.4.6절 검토를 통합해야 한다.

 나. 동 계통은 필요한 경우 기사용 수지나 재생용액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방사성 

폐기물 처리계통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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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동 계통의 고에너지 및 중

에너지 배관 파단의 영향으로부터 다른 안전성 관련 계통이 작동 불능이 되지 않

는 가를 확인한다.

  3. 방사선평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1.2절, 11.3절, 11.4절에 따라 액체 및 

고체 처리계통의 기사용 수지 및 수지재생 용액을 취급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을 판정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12.2절에 따라 복수탈염기의 차폐설계 적합성을 

판정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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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복수정화계통은 복수에 함유될 수 있는 용존 또는 부유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필요

한 모든 기기와 장비를 포함하고 있다. 복수정화계통에 대해 신청자가 제출한 설계 기

준과 설계근거, 그리고 계통 운전요건의 검토를 토대로 검토자는 복수정화계통과 지원

계통의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

계”의 1차 냉각재 압력경계 건전성 요건을 만족한다면 허용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다. 이러한 결론은 신청자가 증기발생기 튜브 및 재료의 부식을 감소시킴으로써 정상

운전과 예상운전과도상태 동안 2차측 급수에 대하여 허용 범위 내로 화학제어를 유지

하는 것에 관련되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

력경계”의 요건을 만족시켰으며, 이로 이하여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냉각재 누출의 

가능성과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 기초를 두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요건은 부록 5.4.2.1-1을 만족함으로써 충족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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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0.4.7절 복수 및 급수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복수 및 급수계통은 요구되는 온도, 압력 및 유량의 급수를 증기발생기에 공급한다. 복

수펌프에 의해 주복수기 온수조(Hotwell)에서 양수된 복수는 저압급수가열기를 지나 급

수펌프로 보내진 다음 고압급수가열기를 통과하여 증기발생기로 공급된다.

   검토자는 복수기 출구에서부터 증기발생기와의 노즐연결부로부터 가열기 배수계통

까지의 복수 및 급수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

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 “설비의 공

유”, 제31조 “최종열제거설비”,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의 요건 준수여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한다. 2차 보충수계통과 보조급수계통과의 연계영역이 있으

며, 동 계통은 정상정지를 위해 사용된다. 안전정지나 가상사고시 필요한 복수 및 급

수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증기발생기 급수배관에서부터 최외곽 격납건물 격리밸브까지

의 급수배관뿐이다.

본 계통의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검토자는 정상운전 및 정지시에 요구되는 충분한 급수를 증기발생기에 공급하는 

능력에 관하여 복수 및 급수계통의 특성을 검토한다.

  2. 다음 사항에 대하여 허용가능한 설계가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한다.

 가. 기능설계요건과 내진설계 등급분류 관점에서 동 계통과 보조급수계통 및 복수

정화계통과의 연계영역



제10.4.7절                                                     개정 4 - 2014. 12- 2 -

 나. 정상운전뿐만 아니라 비정상 혹은 사고조건동안 발생 가능한 유체유동 불안정

(예를 들면, 수격현상)과 관련하여 증기발생기로 들어가는 보조급수계통 배관

을 포함한 급수계통 배관

 다. 안전관련 설비의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계통의 누설 감지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복수 및 급수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

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보조급수계통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0.4.9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계획에 대한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6절

에 따라 수행한다.

 다. 화재방호계획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따라 수행한다.

 라. 운영기술지침서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장에 따라 수행한다.

  2.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홍수방호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4.1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토네이도를 포함한 자연현상에 의한 비산물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4절에 따라 수행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내부 비산물 방호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외부 비산물 방호가 필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

침 3.5.2절에 따라 수행한다.

 다.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파단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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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적용 가능한 코드 및 표준에 따른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의 설계에 대한 검토

는 안전심사지침 3.9.1절에서 3.9.3절을 따라 수행한다. 또한 계통 배관에서 심

각한 수격현상과 관련있는 장비 및 구속물의 적절성을 확립하는데 사용된 설

계해석, 절차 및 기준의 허용성을 판정하며 수격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기의 시험계획을 검토한다. 

  4. 계측제어분야 및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대한 검토주관

부서로서 기계 및 전기적 기기의 환경검증을 검토한다. 

  5.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안전심사지침 15.1.1절에서 15.1.4절까지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급수 유량 

제어의 오동작으로 인한 과도현상이 일차계통 압력경계 건전성 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다.

 나. 안전심사지침 15.2.7절에 따라 정상 급수유량상실이 핵연료 손상 기준 또는 계

통 압력경계 건전성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6.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8.3.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정상, 

과도상태 및 사고 조건중에 안전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의 관점에서 계통의 

전원(동력원)을 평가한다.

  7. 기계재료분야 및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

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계통기기에 대한 내진과 품질등급분류의 허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절

에 따라 수행한다.

 나. 내진범주 I급 계측기 및 전기설비의 내진 등급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0절에 따라 수행한다.

 다. 동 계통과 지원계통을 수용하는 건물에 대해 안전정지지진, 가능최대홍수 및 

토네이도 비산물과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디기 위한 내진범주 I 구조물 

능력을 확립하는데 사용된 설계해석, 절차, 기준의 허용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

심사지침 3.3.1절, 3.3.2절, 3.5.3절, 3.7.1절에서 3.7.4절까지, 3.8.4절 및 3.8.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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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수행한다.

  8.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계통기기에 대한 가동전검사 요건의 만족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는 안

전심사지침 6.6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안전등급 2 및 3인 기기의 재료선정 및 제작, 파괴인성과 침식/부식을 포함한 

급수계통 재료의 평가는 안전심사지침 10.3.6절에 따라 수행한다.

  9.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7.7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증기발생

기 수위제어 계통에 관련된 계측 및 제어를 검토한다.

 10.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품질보증

계획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

사에 관한규정”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복수 및 급수계통의 설계 적절성은 다음의 

법규 및 일반설계기준 요건의 준수여부에 근거를 둔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지진, 토네이도, 태풍 및 홍수와 같은 자

연현상의 영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동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Regul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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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이하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의 규제방침 C.1, 비안전

관련 부분은 규제방침 C.2를 만족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설계기준”: 정

상운전뿐만 아니라 비정상 또는 사고조건동안 발생가능한 유체유동 불안정성(예

를 들면, 수격현상)에 의한 동적영향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

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증기발생기의 수격현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안전심사지침 부록 10.4.7-1에 

포함된 지침

 나. 급수제어 유발 수격현상과 관련하여 NUREG-0927, “Evaluation of Water 

Hammer Occurrences in Nuclear Power Plants,” 개정 1에 포함된 수격현상 

방지 및 완화 지침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다수호기 발전

소에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공유로 인하여 안전기능 수행능력

을 손상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들은 타호기와 공유되지 않아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안전에 중

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로부터 최종열제거원으로 열을 제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동 계통의 성능 및 설계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정상운전과 사고 조건하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최종열제거원으로의 

열부하 전달 능력

 나. 단일 능동기기 고장을 가정한 사고 조건하에서도 안전기능이 수행되기 위한 

기기의 다중성(소외전원 상실사고와 동시 발생 가능)

 다. 계통안전기능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기, 부계통 또는 배관을 격리시키

는 능력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동 

계통의 건전성 및 능력을 보증하기 위해 안전관련 기기 및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가동중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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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동 

계통의 안전관련 기기 및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가동중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상기 규제요건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

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

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

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

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건설허가 검토단계에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설계기준 및 근거와 예

비설계가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지를 판정하고 운영허가 검토

단계에는 초기의 설계기준 및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종설계에 적

절히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본 안전심사지침의 I항에 기술된 연계 검토분야에 대한 검토를 총괄하고, 정

상 및 비정상상태 하에서 동 계통의 기능을 적절히 기술하고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하

여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계통설명과 도면을 검토한다. 아래의 검토절차는 급수 및 복수

계통의 검토를 위한 것이며, 특별한 경우에 적절하다면 본 검토절차 내용을 선별하여 

강조할 수 있다.

  1. 모든 운전모드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동 계통을 설계하여야 하며, 이

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결과를 이용

한다.

  2. 모든 운전모드중 배관에서 일어나는 수력학적 불안정을 방지하도록 계통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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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수격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사용된 모형시험 및 분석의 결과 또는 설치된 계통의 설계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안된 시험을 평가하며, 증기발생기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10.4.7-1에 따라 

검토한다.

     급수제어밸브와 제어기 설계가 요구된 제어기능, 제어 및 압력강하 특성 범위, 

밸브 행정, 트림(trim) 등의 부과된 운전조건하에서 그 계통을 안정시키기에 적합

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험 및 운전경험 자료를 이용한다. 또한, 신청

자는 수격현상과 이의 발생방지를 위한 예방책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

전소 운전 및 보수절차서를 검토한다. 수격현상 방지 및 완화를 위한 지침은 

NUREG-0927, “Evaluation of Water Hammer Occurrences in Nuclear Power 

Plants,”을 참조한다.

  3. 최외곽 격납건물 격리밸브와 증기발생기에 연결된 밸브 후단의 모든 배관은 내진

범주 I급 요건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내진설계에 대한 검토와 내진 및 품질등

급분류에 대한 검토는 본 안전심사지침 I항에 따라 수행한다.

  4. 필요시 보조급수계통을 사용하여 발전소가 안전하게 정지될 수 있는지 복수 및 

급수계통 설계를 검토한다.

  5. 계통으로부터의 누설을 감지하고 제어하는 능력이 제공되는지 동 계통의 설계를 

검토한다.

  6. 동 계통의 필수부분은 유해환경현상이나 소외전원 상실사고 시에 요구된 계통기

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자연현상에 대한 방호검토는 안전심사

지침 3장에 따라 수행한다. 검토자는 동 계통의 필수 부분에 인접한 내진범주 I이 

아닌 다른 계통이나 동 계통의 비필수 부분의 고장이 복수 및 급수계통의 필수부

분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는지를 공학적판단과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의 결과를 이

용하여 평가한다. 또한, 복수 및 급수계통의 필수부분에 인접하거나 필수부분을 

포함하고 지지하는 비내진범주 I 구조물의 고장이 필수부분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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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재질 기준 및 검사 프로그램을 포함한 배관계통 설계는 침식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허용가능한 검사 프로그램 지침은 

Generic Letter 89-08, “Erosion/Corrosion-Induced Pipe Wall Thinning” 및 EPRI 

NP-3944, “Erosion/Corrosion in Nuclear Plant Steam Piping Causes and 

Inspection Guidelines”을 참조한다.

  8. 다수호기 발전소에 대해서는 안전에 중요한 복수 및 급수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가 의도된 안전기능 능력을 방해하지 않음을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복수 및 급수계통은 복수기 출구에서부터 증기발생기와의 연결 부위까지, 그리고 

가열기 배수계통까지의 모든 기기와 설비를 포함한다(2차측 보충수계통 및 보조급수계

통 연계지역 포함). 신청자가 제출한 복수 및 급수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한 설계

기준, 설계근거 및 안전등급분류와 모든 운전조건에서의 계통 성능요건 검토에 근거하

여 동 계통 및 부속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

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 “설비의 공

유”, 제31조 “최종열제거설비”,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에 기술된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결론을 내리며, 이러한 결론은 다음 사항에 근거한다.

  1. 안전성관련 부분에 대한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의 규제방침 

C.1과 비안전관련 부분에 대한 규제방침 C.2를 만족함에 따라 지진의 영향을 견

딜 수 있는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한다.

  2. 안전심사지침 부록 10.4.7-1에 포함된 지침에 따라 급수계통을 설계하여 발생가능

한 유체유동 불안정(예, 수격현상)에 의한 동적영향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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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한다. 

이로서 증기발생기에서 수격현상의 가능성을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다. 신청자는 

급수조절밸브와 조절기를 설계에 수격현상 발생가능성을 적합하게 고려하였고, 

수격현상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을 보장하도록 운전 및 보수절차

서를 검토하였다.

  3. 요구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안전성에 중요한 공유 계통 및 기기의 성능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의 요건을 만족

한다. 각 호기간의 복수 및 급수계통의 상호 연결은 어느 한 호기에서의 사고 결

과를 경감시키고 안전정지를 달성시키는 능력이 사고가 나지 않은 다른 호기의 

안전 정지를 달성시키기 위한 능력에 저해됨이 없이 유지하도록 설계하였다.

  4. 정상운전 및 사고조건하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최종열제거원까지 열부하

를 전달할 수 있는 다중계통 및 격리가능한 계통을 제공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의 요건을 만족한다. 신청

자는 복수 및 급수계통이 정상운전 및 사고조건하에서 원자로계통의 열부하를 전

달하기 위한 충분한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신청자는 

동 계통의 어느 부분이 소내 또는 소외 전원상실과 단일고장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시 동 계통의 안전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격리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

하였다.

  5. 침식 및 부식에 대한 배관 검사 및 피로에 대한 급수 노즐검사를 포함하여 안전

관련 기기와 설비의 가동중 검사를 허용하는 급수계통 설계를 제공함으로써 냉각

수계통의 검사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
시‧검사 및 보수”의 요건을 만족한다.

  6. 동 계통 및 기기의 기능시험을 허용하는 급수계통 설계를 제공함으로써 냉각수계

통의 시험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
사 및 보수”의 요건을 만족한다. 기능시험은 정상운전, 정지 및 사고조건시 구조

적 건전성과 기밀성, 운전성 그리고 능동기기의 성능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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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0.4.8절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자는 건설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시에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

준, 근거 및 예비설계가 해당 분야의 요건을 만족하는가 검토한다. 검토자는 운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시에 초기 설계기준과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종 

설계에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확인한다.

   검토자는 증기발생기 이차측으로부터 입자화되고 용존된 불순물의 제거능력에 대

한 설계근거를 검토하여 예상운전과도(주복수기 내부누수 및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의 

누설)를 포함한 정상 운전중 증기발생기의 2차측에 최적의 수질화학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설계근거는 예상 및 설계유량이 모든 운전형태(공정 및 공정우회), 

공정설계 변수 그리고 설비설계용량, 온도에 민감한 처리공정(탈염 및 역삼투)에 대한 

예상 및 설계온도, 그리고 설정된 변수내에서 운전유지를 위한 공정 계측제어에 관한 

고려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증기발생기 취출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

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9.3.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동 계통의 

시료채취 능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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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Branch Technical Position(BTP) 5-3에 대한 검토주관부

서로서 가압경수로 이차측 수질화학 조건을 검토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 10.3.6

절 유속 증가에 의한 부식저항을 검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및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의 내진분류 및 품질등급분류를 검토한다.

  4.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3.1절, 3.3.2절, 3.5.3절, 3.7.1절에서부터 

3.7.4절까지, 3.8.4절 및 3.8.5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안전정지지진 (SSE), 가

능최대홍수 (PMF) 및 토네이도 비산물과 같은 자연현상효과에 견디도록 계통 및 

지원계통을 둘러싸고 있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능력을 확립하는데 사용된 설

계해석, 절차 및 기준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5.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1.2절, 11.3절, 11.4절에 대한 검토주

관부서로서 액체, 기체 및 고체 폐기물처리에 대해 검토하고, 액체 및 기체 공정 

그리고 유출물의 방사능 감시는 안전심사지침 11.5절에 따라 검토한다.

  6.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안전관련 설비가 작동 불가능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고에

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파단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소내 비산물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 및 3.5.1.2절에 따라 수행한다.

  7.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2.4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격납건

물 격리 신뢰성(10 CFR 50.34(f)(2)(xiv), NUREG-0737 II.E.4.2)을 평가하고 일차측 

격납건물로 관통되는 취출배관이 격납건물 격리신호에 따라 격리되는가를 평가한

다.  

  8.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1절, 17.2절, 17.3절에 대한 검토주관부

서로서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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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

사에 관한규정”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 증기발생

기 취출계통 기기들은 품질표준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기기들은 내진범주 I 요건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 원자로냉

각재압력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 계기들이 

제공되어야 하고, 이러한 변수 및 계통들을 미리 설정된 운전범위 이내로 유지하

기 위한 적절한 제어기능도 제공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 일차 

냉각재 압력경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차측 수질화학이 조절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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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허용기준은 증기발생기 취

출계통중 격납건물내부의 증기발생기 연결부로부터 격납건물의 외부 첫 번째 격납

건물 격리밸브까지는 내진범주 I 및 품질등급 B이고, 격납건물 격리밸브 후단계통

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143, "Design Guidance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 Light-Water-Cooled Nuclear 

Reactor.“, 규제방침 C.1.1을 따른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허용기준은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차측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수질을 운전범위 내로 유지하고, 운전변수를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허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은 예상운전과도를 포함하여 정상운전 기간동안 이차냉

각수의 화학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계 취출유량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나. 설비용량은 설계 취출유량에 근거하고 열에 민감한 공정에 대한 온도제한치

를 초과하지 않는 용량이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내용을 검토한다. 

    가.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설계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예를 들면, 주복수기 

내부누수 혹은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의 누설)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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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하여 압력, 온도, 유량, 2차 냉각수의 화학조건 등을 검토한다. 또한 

설계 변수들이 적합한가를 결정한다. 만약 제안된 계통이 열에 민감한 물질(예

를 들면, 탈염, 역삼투)이 있는 공정을 포함한다면, 설계가 온도에 민감한 요

소들을 보호하기 위한 계측제어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적절한 기기를 

이용하여 예상된 방사능준위로 제염, 액체수위 및 계통유량을 제어할 수 있는 

계측 및 공정제어 계통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계측 및 제어 검토는 안

전심사지침 7.7 절차에 일치되는지를 검토한다.

나. 안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비정상 설계조건과 계통의 의도된 기능 수행여

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설계된 배관 및 계기도면, 공정도, 운전방법, 제공된 공

정 그리고, 취출계통과 다른 계통과의 연계부분에 대해 검토한다.

다. 부록 5.4.2.1-1에 따라 증기발생기 취출시료에 대한 이차측 냉각수 수질 계획

을 검토한다.

라. 동 계통 및/또는 계통기기들 사이의 경계부분에 대한 등급분류가 RG 1.26, 

“Quality Group Classifications for Water-, Steam-, and Radioactive-Waste Containing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및 

1.143, "Design Guidance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 Light-Water-Cooled Nuclear Reactor“의 지침

과 수행되어야 할 안전기능의 중요성과 일치하는가를 입증하기 위하여 기계재

료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검토한다.

 2.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내진설계를 검토하고,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I항에 제

시된 것과 같이 동 계통에 대한 내진설계분류 및 품질등급분류를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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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1.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은 이차측 냉각수내의 화학적 불순물의 농도와 방사성물질을 

제어할 수 있다. 동 계통의 설계에 대한 검토시 배관 및 계기도면, 내진 및 품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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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분류, 설계공정 변수 그리고 계측 및 공정 제어들을 확인하였다. 신청자의 제안

된 계통의 운전 및 제어 공정 변수에 대한 평가가 검토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2.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설계는 증기발생기 튜브 및 재질들이 정상운전과 예상운전과

도 동안에 부식 제한이 설정된 운전범위를 유지하고 운전값을 감시함으로써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의 요건을 만족하

였다.

 3.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설계는 증기발생기 튜브 및 재질들의 부식을 감소시킴으로써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의 누설량 및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정상운전과 예상운전과

도 동안에 만족할 만한 이차 수질화학 제어조건을 유지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4.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중 격납건물 내부의 증기발생기 연결부로부터 격납건물 외부

의 첫 번째 격납건물 격리밸브까지는 RG 1.26, “Quality Group Classifications for 

Water-, Steam-, and Radioactive-Waste Containing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 

및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에 의하여 내진범주 I 및 품질등급 B로 분

류되어 있다. 격납건물 격리밸브 후단계통은 안전관련 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내진

범주 I 에 속하지 않고 이것은 RG 1.143, "Design Guidance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 Light-Water-Cooled Nuclear 

Reactor“ 규제방침 C.1.1 등급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5.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심사의 기초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

조, “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20조, “계

측 및 제어장치”,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의 요구사항에 일치되어야 

하고 허용 가능하여야 한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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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0.4.9절 보조급수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보조급수계통은 주급수계통이 어떠한 가상사고로 인해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 발전소 고온대기 유지와 정지냉각계통 연결시점까지의 원자로 냉각기간 동

안 증기발생기로 보조급수를 공급하여 정지냉각계통이 운전가능 압력 및 온도까지 발

전소를 안전하게 냉각시키기 위한 충분한 보조급수를 공급하는 안전성 관련 계통이다. 

보조급수계통은 발전소 정상출력운전을 위한 운전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다.

검토자는 본 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요인에 관

한 설계기준”, 제15조 “환경 영향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 “설비의 공유”, 제

25조 “원자로제어실 등”, 제29조 “잔열제거설비”, 제31조 “최종열제거설비”, 제

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요건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며 또한 발전소

정전사고(SBO)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잔열제거기능을 수행하는데 동 계통이 사용되

는 경우, 보조급수계통설계와 관련된 10 CFR 50.63, "Loss of all alternating current 

power"(이하 “RG 1.155“) 요건을 준수하는 지 검토한다.

발전소 정상운전시 사용되는 복수저장탱크와 비상운전시 사용되는 내진범주 I급의 급수

공급원 간 경계부분의 모든 기기(펌프 ,밸브 , 배관, 제어기 및 계측기 등)에서부터 상

호연결 및 CROSS 부분을 포함한 증기발생기와 연결된 부위까지 검토하며 소형냉각재

상실사고 및 소외전원상실 등 사고 조건 및 예상과도조건 등에 의해서 동작되어야 하

는 보조급수계통 주요 기기, 즉 펌프, 밸브 및 배관의 기능적 관점의 성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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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오동작, 기기의 고장 또는 냉각원의 상실이 계통의 안전관련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음

을 검토한다.

각 검토주관부서는 다음 사항들을 검토한다.

1. 비필수 장비 및 기기들의 고장으로 인해 계통의 필수기능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동 계통은 단일능동고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동 계통은 동력공급원의 다양성을 가져야 하며, 이는 하나의 교류전원 공급원과 다

른 하나의 증기 또는 직류전원 공급원을 동시에 갖도록 하는 등, 정해진 동력공급

원을 갖춤으로써, 계통의 성능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4. 동 계통은 정상운전, 과도 또는 사고조건시 배관내에서 수격현상과 같은 유체유동 

불안정상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안전심사지침 10.4.7절 “보조 및 급수

계통” 참조).

5. 과도한 누설 또는 기기 오동작의 경우 감지, 수집, 계통누설제어 및 계통의 일부를 

격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6. 운전가능성 시험을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7. 계통이 올바른 형태로 운전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측 및 제어설비가 마련

되어야 한다.

8. 계통은 작동신호를 받으면 보조급수 유로가 자동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능력을 갖

추어야 한다.

9. 동 계통에 의해 수동으로 보호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Regulatory Guide(이하 

“RG") 1.62, "Manual Initiation of Protective Actions"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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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압된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는 보조급수유량을 자동으로 중단시키고, 건전한 증기

발생기로 급수되는 유량을 자동으로 제공할 능력을 갖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감

압된 증기발생기가 격리되지 않는 경우 격납건물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고, 최소

요구유량이 건전한 증기발생기로 공급됨이 확인되면, 감압된 증기발생기를 격리하

기 위한 운전원 조치는 대체 방법으로 채택될 수 있다.

11. 동 계통의 보조급수 용량은 상온정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하여야 한다.  검토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검토연계분야의 관련부서는 잔열제거를 위한 최소유량 요

건이 만족되는 지를 확인한다.

12. 신청자가 제출한 (운영)기술지침서에 발전소 운전기간동안 동 계통의 신뢰성이 항

상 보장되도록 운전제한조건 및 정기점검요건이 규정되어야 한다.

13.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계통의 설계가

NUREG-0611, "Generic Evaluation of Feedwater Transients and Small Break 

Loss-of-Coolant Accidents in Westinghouse - Designed Operating Plants"(이하 

“NUREG-0611”) 및 NUREG-0635, “NUREG-0635 "Generic Evaluation of 

Feedwater Transients and Small Break Loss-of-Coolant Accidents in Combustion 

Engineering - Designed Operating Plants"(이하 NUREG-0635”)에 명시된 장단기 

권고사항을 만족하는 지를 검토한다. 

14. 보조급수계통의 신뢰도분석은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이하 “NUREG-0737”)의 TMI 조치계획항목 II.E.1.1과 10 CFR 

50.34(f)(1)(ii)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15. 검토자는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동 계통의 설계가 수동 및 자동 기동

과 관련한 NUREG-0737의 TMI 조치계획항목 II.E.1.2의 요건 및 원자로 정지불능  

예상과도(ATWS) 조건에서 보조급수계통의 자동기동과 관련한 10 CFR 50.62, 

"Requirements for reduction of risk from anticipated transients without scram 

(ATWS) event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s"(이하 “10 CFR 50.62”)(c)(1) 

요건을 만족하는 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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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검토자는 부록 5.4.7-1, “잔열제거계통 설계요건”(이하 부록 ”5.4.7-1“)에 따라 

가장 심각한 단일능동고장을 가정하고 주제어실에서 안전등급 기기만을 사용하여 

원자로냉각재 온도가 잔열제거계통 운전온도까지 냉각되도록 동 계통이 고온정지 

상태에서 적어도 4시간동안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17. 검토주관부서는 발전소 정전사고(SBO)시 붕괴열제거 용량 및 성능과 관련하여 동 

계통의 다양성과 성능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보조급수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

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9.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계획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2. 운영기술지침서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인 계통성

능분야 담당부서에 의해서 통합되어 수행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소내 비산물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 및 3.5.1.2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소외 비산물에 대한 구조물, 계통, 기기의 방호는 안전심사지침 3.5.2절에 따라 

수행한다.

다.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파단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수행한다.

라. 적용 가능한 코드 및 표준에 따른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의 설계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1절에서 3.9.3절까지를 수행한다.

마. 화재방호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따라 수행한다.

4. 기계재료분야 및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

서로서 안전관련 기계 및 전기 장비의 환경검증에 대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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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냉각재 또는 노심냉각계통의 필수기기와 동 계통 

사이에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시 운전을 위해 요구되는 기능적인 연계성을 확인

하고, 다양한 기기들의 냉각을 위해 이용되는 사고후 열부하와 관련된 시간간격을 

설정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15.8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원자로 정지불능 예

상과도시 연계되는 동 계통의 성능을 검토한다. 또한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동 

계통의 이용불능도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분석결과를 검토한다.

6. 구조부지분야 및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안전정지지진, 가능최대홍수, 돌풍에 의한 비산물과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에 

견디기 위해 동 계통을 보호하거나 지지하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능력을 

설정하는데 사용되는 설계기준과 절차 및 해석의 타당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3.1절, 3.3.2절, 3.4.1절, 3.4.2절, 3.5.3절, 3.7.1절, 3.7.2절, 3.7.3절, 3.8.4절 및 

3.8.5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계통기기들에 대한 내진범주 및 품질등급 분류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안전심

사지침 3.2.1절과 3.2.2절에 따라 수행한다. 

다. 내진범주 I급 계기 및 전기장비의 품질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0절에 

따라 한다.

7.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6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의 기기들에 

대한 가동중 검사요건들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가동조건에

서 제작재료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8.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의 검토주관부서로서 품질보증에 대한 

검토를 수행된다.

9.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7.1절, 7.3절에서 7.5절까지에 대한 검토주관

부서로서 원자로정지불능 예상과도를 포함하는 정상 및 비상조건에서 성능, 용량 

및 신뢰도 관점에서 계통의 제어 및 계기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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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8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정상, 비정

상 및 비상조건에서의 성능, 용량 및 신뢰도 관점에서 전원을 평가하고 발전소정

전사고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동 계통의 설계에 대한 타당성은 다음의 법규 

및 기준의 준수여부에 근거를 둔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동 

계통과 계통을 수용하는 구조물은 지진의 영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동 계통은 

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이하 “RG 1.29”) 

C.1을 만족해야 하고 비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C.2를 만족해야 한다. 또한 토네

이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RG 1.117, "Tornado Design Classification

“(이하 “RG 1.117”) 그리고 범람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계통에 대해서는 RG 

1.102, "Flood protection Classification"(이하 “RG 1.102”)를 만족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 영향등에 관한 설계기준”: 

동 계통과 계통을 수용하는 구조물은 소내·외 비산물에 의한 효과, 배관파단을 동

반한 배관 휩 및 고속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토네이도 비산물로부터 보호되

는 경우에는 RG 1.117 그리고 배관 파단에 의한 동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

는 계통에 대해서는 Branch Technical Position(이하 “BTP) 3-3, “Protection 

Against Postulated Piping Failures in Fluid Systems Outside Containment”을 만족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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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 한 호기에서 사

고발생으로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급수계통의 공유 부분에 영향을 받아, 다른 

호기의 안전 정지 및 냉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부록 5.4.7-1

에 따라 안전등급 기기만을 사용하여 주제어실에서 저온정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잔열제거설비” 및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원자로 운전범위를 넘는 잔열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발전소를 잔열

제거계통의 운전 시점까지 냉각할 수 있어야 한다. 동 계통은 보조급수펌프 구동원 및 

공급전원의 다양성에 관한 부록 10.4.9-1, “비상급수계통 펌프구동 및 동력원 다양성

에 관한 설계”(이하 “부록 10.4.9-1”)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추가로 NUREG-0611 및 NUREG-0635의 권고사항을 따라야 한다. NUREG-0737의 

TMI 조치계획항목 II.E.1.1과 10 CFR 50.34, "Contents of applications; technical 

information"(이하 “10 CFR 50.34”)(f)(1)(ii)에 따라 보조급수계통에 대한 신뢰도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보조급수계통의 이용불능도는 발전소정전사고를 제외하

고 10-4 ～ 10-5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보조급수계통의 이용불능도가 클 경우에는 

보조급수계통의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방법이나 또는 비정상조건에서 노심을 

냉각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다른 방법과 같은 보상인자가 제시되어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동 

계통의 안전관련 기기 및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가동중 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계

측기를 포함한 보조급수계통은 안전관련 기기 및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가동중 시

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8. 10 CFR 50.62(c)(1) : 원자로 정지불능 예상과도(ATWS) 조건에서 보조급수계통의 자

동 기동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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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CFR 50.63의 요건에 따라 적절한 기간과 적절한 냉각률로 붕괴열을 제거하는 능

력을 포함하여 발전소 정전사고를 견디고 회복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상기 규제요건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

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

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

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건설허가 검토시에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 설계근거 및 예비설계

가 II항에 주어진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영허가 검토시에는 초기설계 

기준 및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종설계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검

토한다. 또한 신청자에 의해 제안된 운영기술지침서의 계통시험, 최소성능 및 정기점

검요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에서는 보조급수계통이 각 계열의 증기발생기로 직접 급수할 수 있는 

50% 용량의 모터구동펌프와 양쪽 계열로 공급할 수 있는 100% 용량의 터빈구동펌프 

한 대로 구성된 다중의 보조급수계열이 전형적인 계통으로 가정되었다. 

동 계통은 고온대기상태로 발전소를 유지하고 이어서 규정된 냉각률로 원자로를 냉각

시킬 수 있는 급수능력을 가져야 한다. 50% 용량 펌프란 잔열제거계통 운전온도까지 

냉각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설계시 고려된 시간보다 길어지더라도 사고 및 과도 조건

에서 발생되는 붕괴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런 능력은 소형파단 

냉각재상실사고 혹은 격납건물 외부에서의 배관파단을 포함한 조건에서도 만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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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통설명서와 배관 및 계기도면(P&IDs)이 정상운전 및 발전소 안전정지운전에 사용

되는 보조급수계통의 기기 및 배열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

고서를 검토한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동 계통의 배관 및 계기도면(P&IDs), 

설치도면, 기기설명서 및 특성들을 검토한다.

가. 최소한의 성능요건으로도 동 계통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비필수 기기의 고장으로 인해 동 계통의 성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동 계통

의 필수부분은 비필수 부분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어야 한다.

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기 및 계통설명에는 적합한 내진범주 및 품질등급이 기

술되어야 하며, 배관 및 계기도면에는 품질등급에 대한 변경지점이 표시되어

야 한다. 

라. 보조급수계통과 주급수계통 사이의 격리밸브를 통하여 주급수계통으로부터 역

누설에 의한 보조급수계통 펌프의 증기구속(Steam binding) 현상을 감지하고 

완화하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IE Bulletine 85-01 "보조급수펌프의 증기 구속

“, 1985)

마. 보통 복수저장설비 혹은 대체 안전등급 급수원이 사용되더라도 모든 유동조건

에서 보조급수펌프 냉각을 위한 최소한 재순환유로가 제공되어야 한다.

바. 수격현상 혹은 공기에 의한 펌프 구속 현상을 야기시키는 유동의 정체 혹은 

공기 유입이 발생되지 않고, 안전관련 수원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사. 원자로 정지불능과도(ATWS)조건에서 보조급수계통이 자동 동작되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2. 검토자는 자연현상의 악영향, 격납건물 외부에서의 유체배관 파단 혹은 균열, 계통

기기 고장, 소내전원의 상실 또는 소외전원 상실사고에서 요구되는 계통 안전기능

이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기술적인 판단과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을 사용

하여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가. 동 계통의 일부분, 즉 내진범주 I급으로 설계되지 않았거나 동 계통의 필수부

분에 근접하여 설치된 계통 또는 동 계통의 필수부분에 근접한 비내진범주 I

급의 보호용 또는 지지용 구조물 등의 고장으로 인해, 동 계통의 필수부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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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불가능해서는 안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부지특성, 배열 및 도면을 기

술하는 절과 구조물과 계통에 대한 내진범주 분류표를 참조한다.

나. 동 계통의 필수부분은 홍수, 태풍, 토네이도 및 소내․외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범람 및 비산물에 대한 방호기준은 안전심사지침 3장에 상

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계통, 구조물과 펌프실의 설계 및 위치를 검토하여 제

공된 방호 수준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계통이 홍수, 비산물 및 태풍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 내에 위치한다거나 혹은 홍수 및 비산물

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내진범주 I급의 옥내설비에 계통의 기기들이 개별

적으로 위치된다면 허용가능하다.

다. 안전정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기기 및 부계통은 소외전원상실 사고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소외전원상실시 영향을 

받는 동 계통의 기기 혹은 부계통을 확인하고, 계통유량 및 열전달 능력이 최

소요건을 충족시키는지 검토한다. 동 계통이 상기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기술사항과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FMEA)의 

결과를 사용한다.

라. 기능상실이 없는 단일능동 기기고장에 대처하도록 동 계통은 충분한 다중성을 

가져야 한다. 보조급수저장탱크(또는 기타 수원)에서 보조급수펌프 흡입구에 

이르는 배관 및 밸브의 다중성도 포함되어야 한다.

마. 펌프동력원과 필수 계기 및 제어전원의 다양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펌프, 제어 

및 밸브를 포함한 다양성 계통은 부록 10.4.9-1에 따라 소외 및 소내 교류전원

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바. 동 계통은 작동신호를 받고 자동으로 증기발생기에 보조급수 유량을 형성하도

록 충분한 계측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작동신호는 모든 보조급수펌프 및 보조

계통을 기동하고, 보조급수원을 배열하고, 보조급수펌프로부터 증기발생기에 

이르는 유로를 개방해야 한다. 또한 동 계통은 필요한 보호조치를 수동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 계통은 감압된 증기발생기로 보조

급수 유량을 자동적으로 제한(오리피스에 의한 유량제한) 또는 종료할 수 있도

록 다중의 계측설비를 갖추고, 건전한 증기발생기로 최소요구 유량이 직접 형

성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유량제한 설비가 사용된 경우 건전한 증기발생기

로 충분한 유량이 형성됨을 입증하여야 하며, 감압된 증기발생기로 보조급수 

유량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격납건물 설계압력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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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동 계통은 원자로의 모든 운전범위에 대해 잔열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잔

열제거계통 운전온도까지 냉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원자로계통을 검토하

는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검토하여야 한다.

아. 내진 설계되고 안전관련 수원으로 원수가 사용시 동 계통의 기기들이 원수 수

질을 고려하여, 고유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유량

제어에 사용되는 기기들의 막힘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입자 잔존물을 여과하

고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동 계통의 공기구동 기기들은 압축공기상실사고를 포함한 모든 설계기준사고 

시에 고유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 설계는 압축공기 

구동원 상실시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관련 기기가 동작되는지 여부

로 타당성을 확인한다.(Generic Letter 88-14, "Instrument Air Supply System 

Problems Affecting Safety- Related Equipment")

3. 검토자는 NUREG-0611 및 0635의 권고사항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보조급수펌프 내구력시험에 관련한 부가적인 단기 권고사항 2번에 대해 NUREG에

서 72시간 시험을 규정하였으나 48시간 시험이면 허용가능하다. 이는 계측제어담당

자와 같이 계측제어 측면의 권고사항이 만족되는지를 확인한다.

4. 검토자는 보조급수계통 신뢰도 평가가 NUREG-0737의 II.E.1.1에 명시된 바와 같이 

10 CFR 50.34(f)(1)(ii)와 일치되도록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 신뢰도 분석은 다양한 

주급수 상실하에서 동 계통의 손상에 대한 잠재성을 결정하기 위해 검토된다. 보조

급수계통의 신뢰도는 NUREG-0611과 NUREG-0635에 따른 분석에 근거하여 결정한

다. NUREG-0611과 NUREG-0635에 따른 보조급수계통 이용불능도의 결정에 대한 

대체방안으로서 보조급수계통의 이용불능도는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방법(NUREG/ 

CR-2300과 NUREG/CR-2815)을 통하여 결정될 수 있다. 어느 방법으로도 동 계통의 

이용불능도 허용기준, 10-4 ～ 10-5을 만족하여야 한다..

5. 검토자는 보조급수계통이 10 CFR 50.63과 RG 1.155의 C.3.2.2, C.3.3.2 및 C.3.3.4에 

따라 교류전원완전상실에 대처하거나, 적용 가능한 경우 회복을 위한 붕괴열을 적

절히 제거하도록 필수 또는 비필수 교류전원으로부터 독립되고 충분한 능력 및 용

량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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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 서류 적합성에 대한 검토

가 수행되어야 하며 또한 신청자의 검토 내용 및 계산근거들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지 여부를 확인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보조급수계통은 보조급수저장탱크(정상운전) 혹은 내진범주 I급의 비상급수원(밸브 및 

교차배관을 포함)으로부터 증기발생기와 연결된 부위까지의 모든 설비 및 기기를 포함

한다. 동 계통의 운전으로 사고결과를 완화시키기 때문에 동 계통은 내진범주 I 등급 

요건으로 설계되었으며, 토네이도로부터 보호된 수원부터 보조급수펌프 흡입구는 내진

범주 I 등급인 자동설비도 포함된다. 

신청자가 제시한 보조급수계통에 대해 설계기준 및 근거, 안전등급, 그리고 정상, 비정

상 및 사고 동안 계통성능요건에 대한 검토를 근거로 본 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 “환경 영향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 “설비의 공유”,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제29조 “잔

열제거설비”, 제31조 “최종열제거설비”,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에 

관련된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결론을 내린다. 결론은 다음 사항에 근거한다.

1. '자연현상에 대한 방호 설계기준'과 관련하여 지진관련해서는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

은 RG 1.29, C.1의 요건과 비안전관련 부분은 C.2의 요건을 만족하며, 토네이도 관

해서는 RG 1.76, 1.117 그리고 홍수 및 범람의 경우에는 RG 1.59, 1.102에 따라 설

계됨으로 자연 현상으로부터 견딜 수 있다. 따라서 동 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한다.

2. 배관파단 및 비산물 효과에 대비한 방호와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15조 “환경 영향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한다. 보조급수 펌

프와 계열이 다중의 기기들을 분리하고 비산물의 영향에 대해 방호되는 개별적인 

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허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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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관파단 및 단일 능동기기 고장을 포함한 계기의 고장이 안전정지 및 냉각을 방해

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 계통은 계통 및 기기의 구조물 공유와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의 요건에 따라 설계되어 있다. 

4. 계통은 원자로의 즉각적인 고온정지를 위한 계측 및 제어능력과 연이은 상온정지능

력이 부록 5.4.7-1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다. 즉, 단일 능동고장을 가정하고 

안전등급설비만을 사용하여 주제어실에서 고온대기상태에서 4시간 후에 발전소를 

잔열제거계통 운전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동 계통의 설계와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의 요건

을 만족한다.

5. 계통설계는 단일 능동고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정상운전 및 사고조건동안 원자로 잔

열을 포함한 열부하를 전달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잔열제거설비” 및 제31조 “최종열제거설비”의 요건을 만족

한다. 계통은 적절한 다중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단일 배관파단 및 단일 능동고장에 

견딜 수 있고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계통설계는 또한 충분한 다양성을 갖추

고 있으므로 부록 10.4.9-1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동 일반설계기준의 만족과 더불어 NUREG-0611 및 NUREG-0635에 명시된 일반권

고사항도 만족하며, NUREG-0737, II.E.1.1과 10 CFR 50.34(f)(1)(ii)에 따른 신뢰도분

석도 수행하고 있다. 신뢰도분석 결과 보조급수계통의 이용불능도가 10-4 ~ 10-5 범

위 내에 있음으로 허용가능하다.

6. 계통의 펌프, 밸브, 열교환기 및 배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에 의해 요구되는 주기적인 가동중 검사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본 요건은 요구되는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접근성을 제시

함으로써 성취되고 있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보조급수계통은 원자로정지 및 원자로 냉각재상실사고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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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통이 운전에 투입되는 모든 운전상태에서의 시험 수행능력, 보호계통의 일부

로서 운전 및 정상모선과 비상모선간의 전환 운전이 포함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8. 10 CFR 50.34(f)(1)(ii)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보조급수계통은 RG 1.155의 3.2.2, 3.3.2

와 3.3.4에 따라 발전소 정전사고시 잔열을 제거하는데 충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9. 원자로 정지 불능 예상 과도사고시에 보조급수계통의 자동기동으로 잔열제거능력을 

갖추고 있음으로 10 CFR 50.62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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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0.5절 담수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증발법을 사용하여 담수를 생산하는 담수계통은, 원자로시설의 2차 계통으로부터 

증기를 공급받아 그 증기를 열원으로 사용하여, 해수와 같이 총용존고형물(TDS: Total 

Dissolved Solids)의 농도가 높은 물을 가열하여 증기를 생성하고, 생성된 증기를 응축

하여 담수를 생산한다. 원자로시설의 2차 계통에는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방사성물질이 원자로시설의 2차 계통으로부터 담수계통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담수생산에 필요한 열을 전달하기 위하여 원자로시설의 2차계통과 담수계통 사이에는 

폐쇄된 루프로 구성된 중간계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담수계통은 중간계통, 증발 및 응

축계통, 해수공급계통, 농염수방출계통, 담수방출계통, 계측제어계통, 스케일제거계통 

및 기타 계통으로 구성된다. 

  중간계통은 증기변환기, 증발 및 응축계통의 일부, 펌프 및 연결 배관 등으로 구성

된다. 원자로시설 2차계통의 터빈으로부터 추출된 증기는 중간계통의 증기변환기로 

유입되어 새로운 증기를 생성하는 열원으로 사용되고 냉각 및 응축된 후 2차계통 증

기발생기의 급수로 사용된다. 한편, 증기변환기에서 생성된 증기는 증발 및 응축계통 

증발기로 공급되어, 해수를 증발시키는 열원으로서 사용되고, 냉각 및 응축된 후 증

기변환기의 급수로 공급된다. 

  증발 및 응축계통은 다수의 증발기, 복수기 및 연결 배관으로 구성된다. 증발기는 

증기변환기로부터 공급받은 증기를 열원으로 사용하여, 해수공급계통으로부터 공급

받은 해수를 가열하여 새로운 증기를 생성한다. 해수로부터 생성된 증기는 증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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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복수기에서 냉각 및 응축되어 담수로서 생산된다. 

  본 안전심사지침은 증발법을 사용하는 담수계통에 적용되며, 그 목적은 원자로시설

과 연계되는 담수계통에 대하여 (1) 원자로시설의 방사성물질이 담수계통으로 이동하

는 것이 방지되며, (2) 담수계통의 운전 또는 사고가 원자로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원

자로시설의 설계에 고려되었으며, (3) 담수의 방사능 농도 감시 설계가 적합하며 담수 

등의 환경배출 설계가 관련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설계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시설의 방사성물질이 담수계통으로 이동하는 것이 

방지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담수계통 설계를 검토한다.

    가. 원자로시설 2차계통과 증발 및 응축계통 사이에 설치되는 중간계통의 설계

    나. 중간계통 압력경계의 파손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누설 탐지가, 설계특성상 방

사능 계측기에 의해 수행되기 어려울 경우, 대체수단으로 채택되는 압력 및 

수위에 대한 연속적인 감시수단

    다. 중간계통 및/또는 증발 및 응축계통에서 방사성물질의 누설이 탐지될 경우 담

수계통을 원자로시설 2차계통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수단이 설계되고 주기

적인 검사와 유지보수가 가능한 설계인지의 여부와, 운영중 검사계획의 수립 여

부 및 그 내용을 검토한다.

 2.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방사성물질이 원자로시설로부터 담수계통으로 이동하는 것

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에 대하여 수명기간 동안 그 구조적 건전성이 유

지됨을 검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시설 2차계통의 방사성물질이 담수계통으로 이동하

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의 파손을 유발할 수도 있는 부식, 침식 및 

스케일을 억제하기 위한 설계방안(재료선정, 구조, 운전조건 및 염수 수질화학 등)을 

검토한다. 

 4.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열에너지가 전기 및 담수생산에 동시

에 사용되는 경우의 에너지 수요 평형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와, 부하상실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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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제거 용량을 검토한다.

 

 5. 계통성능분야, 계측제어분야 및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중

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담수계통과 공유되는(해수 유입구, 배출구, 전원 등) 

경우, 공유설계의 안전요건 만족여부를 검토한다.

 6.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1) 사업자가 설정한 담수의 방사능 농도 관리기준의 적합성, 

(2) 방사능 농도 감시 방법의 적합성, (3) 감시결과의 기록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7.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담수의 방사능 농도 관리기준 충족의 감시를 위해, 생산되

는 담수를 일단 저장하는 경우, 저장설비의 용량이 담수의 방사능 농도 확인에 소

요되는 시간동안 담수를 저장하기에 충분한 지를 검토한다. 

 8.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담수설비 가동중에 과도상태 및 사고조건의 영향이 원자

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IAEA-TECDOC-1235)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담수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

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 및 조정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9.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담수계

통을 원자로시설 2차계통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설비에 대하여 수명기간 동안 그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시험과 유지보수가 가능한 설계인

지의 여부와, 운영중 시험계획의 수립 여부 및 그 내용을 검토한다.

 2.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7.7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원자로시

설의 2차계통으로부터 담수계통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설을 연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계측기의 적합성 검토를 위해 방사선분야 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한다.

    또한 담수계통에서 발생 가능한 과도상태 및 사고의 발생시 이를 탐지하고 담수

계통을 원자로시설 2차계통으로부터 격리하는 제어설계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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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1.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담

수 및 농염수 등을 환경으로 배출하는 설계방안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4.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1.5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출력 운전

과 정지기간 동안 담수계통 내의 방사능 오염도를 평가한다.

 5.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5.1절 및 15.2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담

수계통에서 발생 가능한 과도상태 및 사고조건이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다. 

 

 6.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9.3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담수계통에서

의 예상과도상태 및 사고의 발생빈도, 운전 및 사고조건이 원자로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한다.

7.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담수계통

의 품질보증계획에 대해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에 원자력법 및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 안전관련 

기기 및 설비의 가동중검사를 허용하는 설계규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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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방사선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 담수계통은 오염으로부터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액체 유출물의 방출을 제어

할 수 있는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담수계통의 설계허용 여부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요건을 충족하는가와, 이전에 검토되고 허용 가능한 것

으로 판정된 발전소 설계와의 유사성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

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제32조 (방사

선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요건 및, 방사성물질이 원자로시설 2차계통으로부터 

담수계통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담수계통의 운전 또는 사고가 원자로시설에 미

치는 영향이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고려되며, 담수의 방사능 농도가 관리기준을 초과하

지 않도록, 다음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방사성물질의 담수계통으로의 이동방지

   가. 방사성물질이 원자로시설의 2차계통으로부터 담수계통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원자로시설의 2차계통과 담수계통의 증발 및 응축계통 사이에 

열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폐쇄된 중간계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중간계통의 압력경계가 파손될 경우 이를 탐지할 수 있도록, (1) 중간계통과, (2) 

증발 및 응축계통에서 방사능을 연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하여

야 하며, 그 계측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특성상 연속적인 누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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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방사능 계측기에 의해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압력 및 수위에 대한 연속

적인 감시 수단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적합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방사능 계측기가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방사성 물질의 

누설이 탐지될 경우 담수계통은 원자로시설의 2차계통으로부터 격리되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다. 주기적인 시험/검사/유지보수 가능 설계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 의 규정을 만족할 수 있도록 다음 허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방사성물질이 원자로시설의 2차계통으로부터 담수계통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증기변환기 및 첫 번째 증발기)에 대하여

는 운영단계에서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

인 검사와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운영중 검사계획을 수

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 담수계통을 원자로시설 2차계통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기기에 대하여는 운영

단계에서 그 성능이 유지됨을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시험과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운영중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라. 부식 및 스케일 억제 : II.1.다.(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기에 대하여, 그 기

기의 재료, 운전조건, 구조 및 해수 수질화학은 기기의 파손을 유발할 수도 있

는 부식 및 스케일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2. 담수계통이 원자로시설에 미치는 영향의 고려 

    담수계통의 정상운전조건, 예상운전과도상태 또는 사고조건이 원자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고려하여야 한다.

 

    가. 원자로시설의 설계 및 안전해석에는 담수계통에서 예상되는 과도상태 및 사고

의 발생빈도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

다. 또한 담수계통에는 예상되는 과도상태 및 사고의 발생을 탐지할 수 있는 계

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과도상태 및 사고의 발생시 원자로시설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에너지 수요평형에 대한 평가 :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열에너지가 전기 및 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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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다음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두 연계시설의 에너지 수요 평형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 에너지 수요 평형에 대한 평가에는 부하추종 운전 등 에너지 수요의 변

동이 고려되어야 한다.

        (2) 담수설비 및 전기생산 설비 중 어느 한 설비의 부하상실 시에도 나머지 설

비를 정상 가동하는 경우에는 부하를 상실한 설비의 열제거 용량에 해당하

는 용량을 갖춘 대체 열제거 수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설비의 공유 :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담수계통

과 공유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안전에 중요한 설비가 다음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공유할 수 있다.

       (1) 원자로시설 및 담수계통에서 해당 공유설비에 대하여 요구하는 모든 안전요

건을 만족하는 경우

       (2) 담수계통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자로시설의 정지, 냉각 및 잔열제

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3. 담수의 방사능 농도감시 및 환경배출 설계

    담수계통은, 생산되는 담수의 방사능 농도 감시가 가능하고, 담수 등의 환경배출

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가. 담수의 방사능 농도 관리기준 설정 : 사업자는 담수계통에서 생산되는 담수의 방

사능 농도에 대한 관리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그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담수의 방사능 농도 감시 가능 설계 : 담수계통은 생산되는 담수의 방사능 농도

가 관리기준을 충족함을 적절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담수의 

방사능 농도 감시를 위해, 생산되는 담수가 탱크 또는 수조에 일단 저장되도록 

설계하는 경우, 탱크 또는 수조의 저장 용량은 담수의 방사능 농도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이상 동안 담수를 저장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다. 담수의 방사능 농도관리 및 감시결과 기록: 사업자는 담수의 방사능 농도가 관리기준

을 충족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방사능 농도에 대한 감시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라. 담수 및 농염수 등의 환경배출 설계 

       담수계통은 담수 및 농염수 등의 환경 배출시 방출물에 대한 배출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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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다음의 절차는, (1) 건설허가 심사 시에는, 설계기준, 설계근거 및 예비설계가 II.항에 

기술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사용하고, (2) 운영허가 심사 시에는 초기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종설계에 적절히 적용되었

는지를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검토주관부서는 “I. 검토분야”에 언급된 각각의 항목에 

대한 담당부서 및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에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검토결과를 취합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보장하도록 한다.

1. 방사성물질의 담수설비로의 이동방지

   검토자는 담수설비 중에서 (1) 방사성물질이 원자로시설의 2차계통으로부터 담수

설비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계통 기기(증기변환기와 첫 

번째 증발기)의 설계, (2) 중간계통 기기의 압력경계가 손상되어 방사성물질이 누

출되는 경우 이를 검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계측설비의 설계와, (3) 담수계통을 

원자로시설 2차계통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의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수행한다. 검토자는 (1)의 기기에 대하여 수명기간 동안 구조적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검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운영중 검사계획

이 수립되는지 확인한다. 또한 (3)의 기기에 대하여 수명기간 동안 성능이 유지됨

을 보장하기 위해 주기적인 시험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운영중 시험계

획이 수립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1)의 기기의 재료, 운전조건, 구조 및 해수 수

질화학 등이 (1)의 기기의 파손을 유발할 수도 있는 부식 및 스케일의 생성을 억

제할 수 있도록 선정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담수계통이 원자로시설에 미치는 영향의 고려

    담수설비의 예상운전과도상태 및 사고조건 등에 대한 안전해석 결과를 검토하여 

담수설비가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계측 및 제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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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과도상태 및 사고의 발생시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담수설비의 과도상태 및 사고조건

의 영향과 발생빈도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열에너지가 전기 및 담수생산에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두 

연계시설의 에너지 수요평형에 대한 평가를 검토한다. 연계 설비의 부하상실 시에도 

원자로시설의 잔열을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열제거 수단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확

인한다.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원칙적으로 담수설비

와 공유되지 않아야 하지만, 공유되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안전요건을 만족하는 지

를 확인한다.

 3. 담수의 방사능 농도감시 및 환경배출 설계

    검토자는 사업자가 설정한 담수의 방사능 농도 관리기준의 적합성과, 방사능 농

도 측정방법의 적합성 및 감시결과의 기록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담수의 방사능 농

도 감시를 위해, 생산되는 담수가 저장용기에 일단 저장되는 경우, 저장용기 용량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또한 담수 및 농염수 등을 환경으로 배출하는 설계가 관련 규정을 충족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춘 적합한 설계인 지를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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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서를 작성한다.

  신청자는 원자로시설 2차계통과 증발 및 응축계통 사이에 중간계통을 설치하였고, 

방사성물질이 원자로시설 2차계통으로부터 담수계통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

벽 역할을 수행하는 담수설비에 대하여 검사 및 보수가 가능한 설계를 채택하였고, 

운영중 검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식 및 스케일 생성을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함

으로써, 방사성물질의 이동이 방지되도록 설계하고 있다. 또한 방사성물질의 누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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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하였고, 방사성물질의 누설 탐지시 담수계

통을 원자로시설 2차계통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격리설비에 대하여 

시험과 보수가 가능한 설계를 채택하였으며, 운영중 시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원자

로시설의 방사성물질이 담수계통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하고 있다는 결

론을 내린다.

  담수계통의 정상운전조건, 예상운전과도상태 또는 사고조건이 원자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원자로시설의 설계 및 안전해석에 고려하였고, 담수계통 및/또는 전기생산 설비

의 부하상실 시에도 원자로의 잔열을 제거하기 위한 충분한 열제거 수단을 갖추고 있

다. (담수계통 및 전기생산 설비가 동시에 설치되어 가동되는 경우) 부하추종 운전을 

포함한 정상운전시 두 설비에 요구되는 에너지 수요는 평형을 이루며, 원자로시설과 

공유되는 설비도 요구되는 모든 관련 안전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생산되는 담수의 방사능 농도 관리기준 및 측정방법이 적합하게 설정되고 측정하며, 

그 측정결과는 기록된다. 또한 담수 및 농염수 등의 환경배출 관련 설계는 관련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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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10.2-1 터빈 및 발전기 보조계통에 대한 설계 지침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Ⅰ. 배  경

   원자력발전소 2차 계통에 대한 검사가 2005년 5월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이

관되고, 원자력안전위윈회고시 제2013-57호(기타 원자로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제2013-10호(원자력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및 제2013-12호(원자력시설

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동력변환계통시설 등이 추가되면서 심·검

사 대상에 터빈 및 발전기 보조계통이 포함되어 심·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경수로

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지침에 “터빈 및 발전기 보조계통”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

하고자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심사 지침은 계통설계를 위한 것으로 설계기준사고, 예상운전과도

조건에서 계통 중심의 성능 확보를 통해 발전소 전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

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될 내용의 수준은 일반 산업기술기준을 제외한 필히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관련된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따라서 2차 계통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고려하여 인허가시 적용되어야 할 최적

의 설계지침을 개발하여 안전심사에 적용하고자 한다.

Ⅱ. 규제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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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는 건설 및 운영허가 신청서 검토 시에 다음의 설계특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1. 터빈 제어유 계통

가. 터빈 제어유 계통은 고압 및 저압 증기밸브에 제어유를 공급하여 터빈 속도

와 출력을 제어하고 과속도로부터 터빈을 보호해야 한다. 

나. 터빈 제어유 공급 배관은 내부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다. 터빈 제어유에 침투된 공기, 습분 제거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라. 터빈 제어유 계통은 발전소 정상 및 비정상 조건, 발전소 정지 등 어느 한 조

건에서도 요구되는 제어유를 고압 및 저압 증기 밸브에 100% 공급할 수 있어

야 한다. 

마. 터빈 제어유 계통은 터빈이 정지되고 제어유 펌프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항상 

정화되어야 한다. 

바. 터빈 제어유 계통은 정상운전 시 일정 압력 및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과압

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사. 터빈 제어유는 인산에스테르 성분으로 휘발성 가스나 매연과의 접촉을 최소

화해야 하고, 유독함으로 인체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 터빈 윤활유 계통

가. 터빈 윤활유 공급배관의 필터 후단부는 내부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나. 터빈 윤활유에 함유된 공기, 수소 및 습분제거 기능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 터빈 윤활유 불응축 가스 배출구는 기체나 가스가 화염이나 전기적인 스파크

와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라. 터빈 윤활유 계통은 발전소 정상 및 비정상 조건, 발전소 정지 등 어느 한 조

건에서도 요구되는 윤활유를 터빈발전기 베어링 및 발전기 밀봉유 계통에 충

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교류전동기 구동 보조윤활유펌프의 용량은 주 윤활유 펌프가 기능을 상실할 

경우 터빈 베어링에서 요구하는 윤활유 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류전동기 구동 보조윤활유펌프가 기능이 상실된 경우, 직류전동기 구동 비

상윤활유펌프가 자동으로 기동되어야 한다.

바. 터빈 윤활유 정화장치는 터빈발전기 베어링 윤활유를 지속적으로 정화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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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기 고정자 냉각 계통 

가. 발전기 고정자 냉각 계통의 냉각수펌프, 냉각기, 스트레이너, 필터, 탈염기 등

은 냉각수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고, 냉각수 펌프는 교체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고정자 냉각수 냉각기는 정상운전과 예상운전과도상태에서도 허용된 냉각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고정자 냉각수 압력은 발전기 수소 압력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라. 고정자 냉각수 탈염설비는 냉각수의 전도도를 0.5㎲/㎝이하로 유지할 수 있어

야 한다.

마. 고정자 냉각수 필터는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발전기 수소밀봉 계통 

가. 발전기 밀봉유 압력은 발전기내의 수소압력보다 높게 유지해야 하며, 밀봉유 

압력과 수소 압력의 차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제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

다.

나. 발전기 밀봉계통은 주 밀봉유 펌프가 기능을 상실할 경우 직류전동기 구동 

비상 밀봉유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발전기 수소가스 제어 계통 

가. 발전기 수소가스 제어계통은 정상 운전 중 수소순도가 규정된 요건을 유지하

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수소 냉각기는 정상운전과 예상운전과도 상태에서도 허용된 수소 온도를 유

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수소 건조기는 발전기 내부를 순환하는 수소의 습분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

다.

라. 수소 순도, 온도 및 압력을 계측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보

충량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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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10.4.7-1 증기발생기에서의 수격현상예방 설계지침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발전소 운전경험에 따르면, 바닥 배수구들을 가지며 급수 살포기(Sparger)들을 내포

하고 있는 상부급수식 증기발생기들에는 증기응축 유발 수격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수격현상은 발전소 과도로 인하여 급수 살포기가 노출된 후에 차가운 

보조급수가 연이어서 흘러 들어옴으로써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증기발생기내로 보조급

수유동이 개시됨에 따라 살포기 또는 급수배관 속에 물 덩어리(Water slug)가 생성되

며, 이러한 물 덩어리는 관로내 증기 포킷의 응축에 의해 형성되는 압력 불균형으로 

인해 가속된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충격력은 증기발생기 내부 구성부품 및 급수계통 

배관에 손상을 주기에 충분한 크기일 가능성이 있다. 수격현상에 의한 최대 피해사례

는 1973년에 Indian Point 2호기에서 발생하였는데, 그 당시의 수격하중에 의하여 18인

치(46㎝) 급수관 파열과 격납건물 내부라이너 손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수격현상의 

반복 발생과 유동 불안정의 잠재적 심각성 때문에 NRC는 1976년에 Creare, Inc.로 하

여금 수격현상의 발생원인과 영향을 평가하고, 상부급수식 증기발생기에서의 수격현상 

발생을 방지하고, 관련 동하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설계방법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Creare, Inc.는 상부급수식 증기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수격현상의 주요 원인파악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하여 NUREG-0291 “An Evaluation of PWR Steam Generator 

Water Hammer” 로 도출된 결과들과 수격현상 발생가능성을 최소화시키거나 제거시

키기 위한 설계변경 방법을 권고하였다. 동 권고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살포기가 노출되는 급수 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급수 링의 상부 측에 

J-튜브들을 사용한다.

2) 배관과 급수 링을 만수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보조급수를 조기에 개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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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 덩어리의 생성 크기 및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증기발생기 노즐부에 짧은 

길이의 수평 급수관을 사용한다.

4) 증기-물의 동반 유입과 이에 따른 물 덩어리 형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급수

회복유량 제한치를 증기발생기 1기당 9.5ℓ/s (150gpm) 미만으로 한다.

   증기발생기 수위와는 무관하게 배관이 만수상태가 될 때까지만 제한되기 때문에 

상부방출 급수(즉, 튜브들)의 사용으로 유량제한이 실제로 가능하게 된다. 증기발생기 

수격현상을 경험한 발전소들은 설계 및 운전상의 변경을 이행하였으며, 근본적으로 증

기발생기 수격현상을 제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전소별로 수행된 변경내용은 

NUREG-0918에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또한 경험을 통하여 증기발생기 수격현상이 

발생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시운전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웨스팅하우스와 CE(Combustion Engineering)는 증기발생기 하부에서 예열기를 

통하여 대부분의 급수가 들어가는 예열식 증기발생기를 사용하고 있다. BNL 

(Brookhaven National Engineering Laboratories)은 예열식 증기발생기에서의 응축유발 

수격현상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1980년 6월에 NUREG/CR-1606, “An Evaluation of 

Condensation Induced Water Hammer in Preheat Steam Generators”로 보고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명확한 실험적 및 해석적 결과들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예열기가 있는 

증기발생기와 연결 급수배관에서의 수격현상에 의한 손상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실

물규모의 실증시험(즉, 시운전 시험)의 수행을 권고하였다.

  상부급수식 증기발생기를 사용하는 웨스팅하우스 및 CE의 가압경수로 설계들에 대

해서는 특별히 증기응축 유발 수격현상에 의한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지침들이 

개발되어 있다.

II. 규제입장

   검토자는 건설 및 운영허가신청 단계에서 신청자가 제공한 다음의 설계특성 및 입

증자료를 검토한다.

 1. 상부급수식 증기발생기 설계

    급수계통에서 수격현상의 발생가능성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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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부방출 J-튜브 및 급수 링 밀봉 조립체 누설제한과 같은 수단으로서 증기발

생기 수위가 떨어진 후 급수 링으로부터 배수를 방지하거나 지연시킴

나. 증기발생기 급수 링으로 연결되는 입구배관의 수평구간거리를 최대한 단축

(즉, 2.1m (7ft) 미만)하여 증기 포킷이 생성될 수 있는 증기발생기 외부 급수

배관의 체적을 최소화 함

다. 정상급수의 상실과 급수 링의 배수가 발생가능한 후에 증기발생기 수위의 정

상 및 비상 복구를 위한 발전소 운전절차서를 사용하여 수용 불가능한 급수 

수격현상이 발생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을 수행함.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시험절차서를 승인받아야 하며, 시험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라. 실현 가능한 경우에는 배관 재충전유량 제한을 이행함

 2. 예열식 증기발생기 설계

가. 주급수 및 보조급수 노즐의 인접 상류에 하향 엘보우를 설치함으로써 증기발

생기와 수직배관 사이의 수평 급수배관 길이를 최소화함

나. 상부급수 관로에 연결되는 보조급수 상류 지점에 역지밸브 한 개를 설치함

다. 상부 급수관로를 항상 충수 상태로 유지시킴

라. 정상급수 상실 후에 증기발생기 수위의 정상 및 비상 복구를 위한 발전소 운

전절차서를 사용하여 수용 불가능한 급수 수격현상이 발생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규제기관 측에서 수용 가능한)을 수행함. 또한 급수유동이 보조

급수 노즐로부터 주급수 노즐로 전환하는 출력운전에서 수격현상시험을 수행

함. 발전소 표준운전절차(SOP)가 허용하는 최저 급수온도에서 보조급수(상부)

노즐을 통하여 급수를 공급한 후 같은 온도의 급수를 표준운전절차에 따라 보

조급수 노즐에서 주급수(바닥)노즐로 전환시킴으로써 시험을 수행하며, 시험결

과를 제출하여야 함.

III.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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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4.9-1 비상급수계통 펌프구동 및 동력원 다양성에 관한 설계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가압경수형 발전소에서 원자로 정지 및 소외전원상실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열을 제

거하기 위해서는 주증기 공급계통에 의한 증기 방출 등 동력변환계통의 일부 계통의 

동작이 요구되며 이는 예상된 배관 파단 사고 시에도 동력변환계통에 동일한 기능이 

요구된다. 이러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열 제거를 위해서는 주증기 공급계통에 의한 증

기 방출과 증기발생기로 냉각수원인 비상급수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상급수계통은 주급수계통이 운전불능인 경우, 원자로의 붕괴열을 제거하기 위해 증

기발생기로 보충수를 공급하는 단 하나의 공급원으로서 공학적 안전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예상과도 사고조건에서 고유한 안전 기능을 보증하기 위해 다중성 및 다양

성의 원칙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사용되는 계통의 대다수는 모터 또는 증기 구동원을 가지고 있으며 운전경험을 

통해 각각 동력원은 이를 구성하는 기기, 구동원 또는 관련 제어계통 등의 고장에 영

향을 받는다. 그러한 손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최소한 독립적이고 다른 두개의 

구동원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단일 능동기기 고장에 따른 계통 전체의 기능 상실을 방

지하기 위해서는 다중의 독립적인 유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주급수 또는 증기발생기로 연결되는 배관 주변이 발전소 운전중에 가압되어 있고 혹

은 기동, 고온대기 및 정지시 전 계통이 가압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급수계통은 고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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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계통으로 분류되어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지침은 비상급수계통의 펌프 구동 및 동력원에 대해 최소한 허용가능한 다

양성 설계를 제시하고 있다.

II. 규제입장

1. 비상급수계통은 최소한 두 개의 100%용량과 독립적인 계통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양한 동력원을 가져야 한다.

2. 비상급수계통은 하나의 교류전원 공급원과 다른 하나의 증기 또는 직류전원 공급원

을 동시에 갖도록 하는 등, 정해진 동력 공급원을 갖추어 동력공급원의 다양성을 

갖추어야 한다.

3. 각 계열별 흡입구와 방출구의 배관배열은 어떠한 조합으로도 증기발생기에 필요한 

급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배열 설계시 계통 기능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배관, 능동기기, 동력원 또는 제어계통 등의 고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가

지 허용 가능한 배열은 주제어실에서 원격수동동작이 가능한 다양한 동력원을 갖춘 

밸브가 존재하는 교차연결 배관이다.

4. 비상급수계통은 단일능동기기의 손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다중성이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하나 각 계열이 다중 능동기기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

5. 단일 고장 혹은 단일능동고장을 수반한 고에너지 배관파단을 가정하여 계통의 어떠

한 고에너지 부분에서 예상되는 파손에도, 증기발생기로 필요한 비상급수 공급 능

력이 보증되도록 배열되어야 한다.

6. 펌프, 제어 및 밸브를 포함한 비상급수계통은 소외 및 소내 교류전원이 독립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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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절 방사선원항

 검토주관 :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액체 및 기체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으로 

유입되는 방사능원에 관하여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정보를 검토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건설허가 단계에서 승인된 정보를 확인한다.

  1. 방사선원항의 검토는 다음 사항들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파라미터들에 대한 검토

를 포함한다.

    - 원자로냉각재내 각 동위원소의 농도

    - 원자로냉각재로 누출되는 핵분열생성물 방사능의 분율

    - 원자로냉각재내 모든 비핵분열생성물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

유출물 배출의 평가에 고려되는 선원들은 다음과 같다.

    - 다음 항목들로 구성되는 기체폐기물(희유기체, 방사성요오드, 입자, C-14, H-3)

      ․ 증기발생기 취출수 세정탱크(flash tank)로부터의 배기 

      ․ 주복수기 진공계통으로부터의 배기 

      ․ 격납건물, 핵연료건물, 보조건물 및 터빈건물로의 누설

      ․ 정상운전중 및 가동정지시 일차냉각수로부터 탈기된 희유기체 

      ․ 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탱크와 장비로부터의 커버 및 환기 기체

    - 다음 항목들로 구성되는 액체폐기물

      ․ 붕소 농도를 제어하기 위해 처리된 일차냉각재(shim bleed)

      ․ 방사성 유체를 포함할 수 있는 장비와 구성기기들을 수용하는 건물들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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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및 장비 배수에 수집된 누설

      ․ 증기발생기 취출수

      ․ 복수탈염기 재생액

      ․ 수지 배출구, 필터 역세척수, 제염액, 시료채취계통 배수, 세탁폐액 등과 같은 

발전소 운전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된 액체들

검토연계분야

   본 절과 연계되는 심사지침서는 다음과 같다.

1. 본 절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의 설계를 위한 방사선원항에 대한 평가가 수행될 

경우에는 안전심사지침 11.2절 및 11.3절의 검토와 연계하여 신청자가 평가한 설계

기준 방사선원항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2. 검토자는 본 절의 I.1에서 확인된 모든 적용가능한 유출물 누출점들에 대한 감시 및 

제어설비들을 안전심사지침 11.5절 “공정 및 유출물 방사능 감시계통과 시료채취

계통” 에서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검토자는 다음 요건들이 만족되는 경우에 예상누출에 대한 설계근거로서 사용된 선

원항을 승인한다.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91조 “방사선장해방지조치”제1항; ALARA 요건

    -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고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이 가능한 한 합

리적으로 낮게(ALARA)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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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환경상의 위해방지” 제1호

    - 시설에서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 원자로시설은 생성되는 방사성물질을 적절한 형태 및 조건으로 처리하여 부지

내에 저장하고 환경방출을 제어할 수 있도록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9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 제6조: 배출관리기준

   - 제16조: 환경상의 위해방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

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절차상 조치사항 사이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에 대해 대안으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하도록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

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참고지침

    가.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 및 장비에 대한 비용-이득 분석에 관하여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110

    나. 발전소로부터의 유출물내 방사성물질의 배출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RG 1.112

    다. 정상 환기 배기 계통의 공기여과 및 흡착계열 설계, 시험 및 유지에 관하여는 

RG 1.140

    라. 기체유출물 및 액체유출물내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계산을 위한 수학적 계산모

델로는 NUREG-0017 (PWR-GALE Code)

    마. 선원항을 결정하기 위한 지침으로는 ANSI/ANS 18.1-1999

2. 방사선원항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제요건의 만족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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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I에서 서술된 방사성유출물의 모든 정상 및 잠재적 선원들이 고려되어야한다.

    나. 일차 및 이차 냉각재 농도를 계산하는데 사용된 파라미터들은 NUREG-0017과 

부합하여야한다.

    다. I.1에서 고려된 액체 및 기체 폐기물의 각 선원에 대하여,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에 대해 주어진 방사성물질의 부피와 농도는 NUREG-0017과 부합하여야한다.

    라. 건물 환기 배기 계통과 격납건물 내부 정화 계통에 대한 요오드제거계통과 HEPA 

필터와 같이, 기체유출물의 환경 누출을 저감하는데 사용되는 소내제어수단들

에 대한 제염계수들은 RG 1.140에 제시된 값을 참조할 수 있다. 격납건물 내

부 정화에 대한 건물혼합효율(building mixing efficiency)이 NUREG-0017과 부

합하여야한다.

    마. 필터, 탈염기, 증발기 등과 같이 액체유출물의 환경누출 저감에 사용되는 소내 

제어수단들에 대한 제염계수는 NUREG-0017에 제시된 값과 부합하여야한다. 

NUREG-0017에 제시되는 않은 액체폐기물처리설비의 경우 별도의 제염계수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바. 유출물의 환경누출을 계산하는데 사용된 방사성폐기물 증감분은 비용-이득 분

석의 결과와 부합하여야 한다. 

    사. 허용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은 NUREG-0017에 주어진 

PWR-GALE 전산코드와 선원항 파라미터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참고로, 

PWR-GALE 전산코드의 모든 자료는 NUREG-0017에 제시되어 있다.

    아. 제한구역 경계에서 유출물 농도제한치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9

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별표3의 제1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해 

제5란 및 제8란에 명시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자. 선원항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9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제2항에 명시된 제한구역 경계에서 선량에 대한 설계목표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차. 선원항평가 및 방사성물질 누출계산에 필요한 다음 정보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 방사성폐기물 관련 시설의 설계 및 성능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ALARA 요건에 따라 설치되는 장비의 설계에 관한 서술

   - 정상운전중 생성된 액체유출물에서 제한구역 외부로 연간 배출될 것으로 예

상되는 주요 방사성핵종의 양에 대한 추정치

   - 기체유출물에서 가스, 할로겐화합물, 입자상의 주요 방사성핵종의 양에 대한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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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성고체폐기물의 포장, 저장, 부지외 이송에 대한 준비와 이에 관한 일반적인 서술

   - 연구․개발이 필요한 방사성폐기물계통 및 설비에 대한 서술

    카. 신청자의 계산기법이나 선원항 파라미터 및 평가방법이 NUREG-0017 및 

ANSI/ANS 18.1-1999와 다를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여야 하며, 사

용된 방법과 파라미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타. 방사성물질의 환경배출량을 예상하는데 있어, 각 계통의 설계개념 및 특성을 

따르되 기존 호기의 운영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파. 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 설계기준 방사선원항은 다음에 기초하여야 한다.

 1) 설계기준 핵분열생성물 누설준위(출력을 내는 핵연료의 1%로부터 나오는 핵

분열생성물 누설분)

 2) 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내 구성기기들의 운전: 유량률, 방사성핵종 제거효율, 

운전방식(연속운전, 주기운전 등), 기타 주요 운전특성

 신청자는 설계기준 방사선원항 계산에 적용된, 상기 항목에 관한 자료와 내포

된 가정들 및 그 타당성을 자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처리기기들의 

운전방식과 관련하여, 발전소 정상운전시 실제 운전방식(예; 비연속운전)과 다른 

운전방식(예; 연속운전)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핵연료로부터 핵분열

생성물의 누설이 설계기준 누설준위에 이르기 전(즉, 설계기준 누설준위의 작은 

비율에 이르렀을 때)에 설계기준 방사선원항 계산에 적용된 운전방식으로 전환

될 수 있음이 보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증은 당해 처리기기의 신뢰성, 핵연료

로부터 핵분열생성물의 누설준위를 판단하기 위한 감시계통(연속 감시 및 시료

채취․분석 프로그램)의 신뢰성, 원자로냉각재내의 방사성핵종 농도수준과 연계

한 당해 처리기기의 적절한 운전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하.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 및 장비에 대한 비용-이득 분석에 관하여는 RG 1.110, 

발전소로부터 유출물내 방사성물질의 배출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RG 

1.112를 참고한다.

    

기술적 근거

  상기 허용기준들을 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 검토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인 근거를 

아래에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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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9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제16조제2

항 또는 10 CFR 50, Appendix I는 유출물로 인한 소외선량에 대한 수치적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액체 및 기체 유출물로 인한 집단선량의 비용-이득 분석에 대한 

승인기준을 제공한다(Appendix I의 Section II.D). Appendix I의 Section II.D와의 일

치는 발전소 설계가 원자로로부터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집적 집단선량을 

ALARA 수준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설정된 최신 기술의 모든 항목들을 포함함을 

입증한다.

     NUREG-0017에 주어진 PWR-GALE 코드와 선원항 파라미터들을 사용하는 계산

은 액체 및 기체 폐기물관리계통 선원항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에 기초한 장비의 

유용성과 최신 기술을 고려한다. 최신 장비의 성능에 기초한 계산에서 사용된 가

정들은 안전심사지침 11.2절 및 11.3절에서 검토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을 위해 

사용된 설계파라미터들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11.1절의 선원항 계산 요건을 만족함은 안전심사지침 11.2절 및 11.3

절에서 검토되는 계통설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9호,“방사선방호 등

에 관한 기준”에 명시된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유출물 농도제한치 및 선량제한치,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에 대한 설계정보의 적절성과 관련이 있는 요건과 ALARA 목

표치 등을 만족함을 보증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를 따르기 위해서, 원자력발전소 

설계는 기체 및 액체 유출물의 방사성물질 누출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수단을 포

함해야 하고, 예상되는 운전중 사건을 포함하여 정상운전중 생성된 방사성고체폐기

물을 취급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방사성폐기물공정계통들이 방

사성폐기물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용량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불리한 부지

환경조건들 때문에 유출물의 누출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전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또한 이러한 보유용량은 단수명 동위원소들이 더 처리되

거나 환경으로 누출되기 전에 방사성붕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보유시간은 

NUREG-0017에서 제공되는 선원항 계산에 사용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요건의 만족은 방사성폐기물공정

계통들의 정상운전중 및 예상운전과도기간중 방사성물질의 누출이 원자력안전위

원회고시 제2013-49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제16조제2항에 명시된 

제한치를 초과하는 소외 방사선량과 제6조제1항에 명시된 제한치를 초과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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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역 경계에서의 유출물 농도제한치로 귀결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있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특정 사안에 따라 본 절로부터 적절하게 자료를 선택하고 중점적으로 검

토한다.

  1. 일차냉각재의 농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주어진 수문학적모델

과 파라미터들에 대한 검토시, 그리고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으로의 누설률 검토

시에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파라미터들과 계산을 NUREG-0017 및 

ANSI/ANS 18.1-1999에 주어진 모델 및 파라미터들과 비교한다. 만일 안전성분석

보고서가 NUREG-0017과 다른 모델 또는 파라미터들을 써서 원자로냉각재 농도

와 누설률을 평가한다면, 사용된 파라미터들과 계산은 실증될 필요가 있다. 바람

직한 실증방법은 유사 원자로로부터의 운전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다. 

  2. 검토자는 ANSI/ANS 18.1-1999에 제시된 지침을 이용하여 일차 및 이차 냉각재 농

도와 방사성물질들의 누출률에 대한 독립적인 계산을 수행한다. 

  3. 이 계산에서, 검토자는 설계노심열출력수준, 증기유속, 냉각재질량, 냉각재 정화율 

등의 파라미터에 대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주어진 신청자의 값들을 사용한다.

  4. 검토자는 방사성폐기물계통이 당해 원전의 선량설계목표치를 만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

해 안전심사지침 11.2절 액체폐기물관리계통과 11.3절 기체폐기물관리계통의 평가를 

위한 입력으로서 위에서 계산된 냉각재농도, 누설률, 유출물 누출률을 사용한다.

  5. 검토자의 선원항 계산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심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환

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에 공히 사용된다.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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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절에 대한 허용기준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정보가 신청자에 의해 제공되었다. 

   폐기물관리계통에 대한 설계파라미터로 사용된 선원항의 허용성에 대한 검토자의 

요약 서술은 안전심사보고서 11.2절 “액체폐기물관리계통”과 11.3절 “기체폐기물관

리계통”에 제시된다.

   심사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방사선원항을 검토하고 그 값이 ANSI/ANS 18.1-1999에 

제시된 지침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방사선원항을 이용한 액체 및 기체 유

출물에 의한 방사선량이 환경상의 위해방지기준을 만족하고, 배출 농도가 배출관리기

준을 만족하면 방사선원이 적절히 평가되었다고 결론한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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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9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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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Regulatory Guide 1.110, "Cost-Benefit Analysis for Radwaste Systems for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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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Operation to Meet the Criterion 'As Low As Is Reasonably Achievable' for 

Radioactive Material in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Reactor Effluents.”

  9. 10 CFR 20, "Standards for Protection Against Radiation.”

 10. 10 CFR 50.34, "Domestic Licensing of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ies - 

Contents of applications: technical information.”

 11. 10 CFR 50.34a, "Domestic Licensing of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ies - 

Design objectives for equipment to control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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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luents-nuclear power reactors.”

 12. Regulatory Guide 1.112, "Calculation of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in 

Gaseous and Liquid Effluent from Light-Water-Cooled Power Reactors.”

 13.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60, "Control of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to the Environment.”

 14.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61, "Fuel Storage and 

Handling and Radioactivity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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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1.2절 액체폐기물 관리계통

 검토주관 :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액체폐기물 관리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에 발생하는 액체폐기물을 취급, 

처리, 저장, 법적 기준을 만족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액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심사에는 계통의 설계, 설계목적, 설계기준, 처리방법, 예상 방출량 및 액체 유출물에 

의한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계산하는데 사용된 주요 변수들(계통도[P&ID], 운전방법을 

나타내는 공정흐름도 및 폐기물처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계통연계부분, 우회경로 

등)이 포함된다.

세부 검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설비의 설계용량, 예상유량, 핵종농도, 핵종들에 대한 예상 제염계수 및 가능한 

체류(holdup) 및 붕괴시간

  2. 예상유입 유량에 적합한 계통 설계용량 및 계통이 정상폐기물 유량을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시간

  3. 예비설비의 이용가능성, 대체 공정유로 및 주요 공정설비의 가동정지/불시정지로  

인한 폐기물 급증에 따른 가중 처리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총 계통용량을 평

가 하는데 필요한 계통간의 연계성

  4. 배관, 설비의 품질등급 분류 및 설계기준의 근거

  5. 원자로 격납건물 외부일지라도 방출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탱크 넘침에 의한 

액체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예방, 관리 및 수집하기 위한 규정

  6. 액체폐기물 관리계통 부품들의 설계 및 예상온도와 압력 및 구성재료

  7. 계통의 부품 및 구조가 역진공하에 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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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장비 및 시설설계에 있어서 누설을 감소하고 Regulatory Guide(이하 “RG”) 

1.143의 지침에 따라 운전 및 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설계조항

  9. 액체폐기물의 유입량 감소 또는 유출물중의 방사성 물질 방출감소를 위한 설계특성

 10. 액체폐기물의 누설 또는 환경으로 통제되거나 감시되지 않는 방출을 방지하기 위

한 설계특성  

 11. 해당 발전소, 특정기술주제보고서 및 안전성분석보고서와 함께 제출된 선행 경  

험자료에 독특한 특별 설계특성

 12. 다수호기 부지의 경우, 기기나 설비(고정형설비 또는 이동형이 포함된 복합형설비 

포함)의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설계특성

 13. 액체폐기물 처리 및 배출에 사용되는 필터, 이온교환수지, 흡착 매질의 종류와 특

성(제염계수, 제거효율, 저장 및 붕괴시간 등)

 14. 액체폐기물 관리계통의 명확한 범위에 대한 정의(공정유체 및 액체폐기물의 수집

을 위해 제공되는 발전소시스템부터 주민선량평가(ODCM)에서 정의된 환경으로 

배출되는 지점까지)

검토연계분야

   본 절과 연계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심사지침 11.5절에 따라 액체 공정 및 유출물중의 방사성 물질의 시료채취 및 

감시에 포함되어 있는 액체폐기물계통의 설계조항들을 검토한다.

2. 휴대형 용수공급설비에 방사성물질을 유출시킬 가능성이 있는 액체 탱크파손에 대

한 영향을 검토한다.

3. 방사성액체의 방출로 인한 지하수 및 지표수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심사지침 2.4.13

에서 수행한 지하수 및 지표수 자원을 사용하는 현세대 또는 후세대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검토한다.  

4. 액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성능평가 목적을 위해 안전심사지침 11.1 및 11.5에서 수행

된 방사선원항 및 선량평가결과를 검토한다. 

5. 안전심사지침 11.5에서 검토된 ODCM의 개발과 관련하여 선량평가 방법 및 이에 사

용된 변수를 검토한다.

6. 액체폐기물 관리계통과 관련된 안전심사지침 3.3.1, 3.3.2, 3.5.3, 3.7.1～3.7.4,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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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절에 따라 자연재해(안전정지지진, 가능최대홍수, 토네이도 비산물)에 견딜 수 

있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설계, 해석, 절차 및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7. 액체폐기물 관리계통과 관련된 안전심사지침 3.2.1절 및 3.2.2절에 따라 계통 구성기

기들의 내진 및 품질등급 분류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8. 액체폐기물 관리계통과 관련된 안전심사지침 16.0장에 제시된 운영기술지침서를 검

토한다.

9. 품질보증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따라 수행된다.

10. 안전심사지침 9.5.1에서 수행된 발화가능성이 있는 액체의 사용 및 저장과 관련이 

있는 액체폐기물 관리계통의 화재방호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11. 안전심사지침 9.3.2 및 11.5와 연계하여 액체폐기물 관리계통의 공정 및 사고후 시

료채취계통의 설계특성을 검토한다.

12. 방사성물질이 존재하는 건물배기 및 환기계통 보급구역의 설계특성 검토는 안전심

사 지침 9.4.1 내지 9.4.5절에 따라 수행되고, 유출물감시 및 통제설비는 11.5절에 

따라서 수행된다.

13. 안전심사지침 9.2.4에서 수행한 휴대용 및 위생용(sanitary) 용수 계통의 보호를 위

해 설계특성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환경상의 위해방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 안전등급 및 규격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 방사선관리구역 등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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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 : 사업소 안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 :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9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배출

관리기준 및 제16조 환경상의 위해방지 기준

    8. 10 CFR 20.1302 :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유출물에 의한 방사능 감시에 관련

    9. 10 CFR 50.34a : 방사성 유출물의 환경방출관리에 필요한 설비의 설계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설계정보가 제출되었는가에 관련

    10. 10 CFR 50, Appendix I, II.A 및 II.D : "ALARA” 기준에 부합하는 선량 설계목

적과 운전제한조건을 위한 정량적 지침에 관련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

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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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

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에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

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규제요건에 부합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방사성액체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는 제한구역경계에서 수중방사성 물질

의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허용농도 이하가 되도록 원자로시

설에서 발생하는 액체폐기물을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각 원자로에서 제한구역경계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연간 총 예상

량은 액체유출물에 의해 제한구역경계 외부의 개인에 대한 연간 선량 허

용치인 유효선량 0.03mSv(3 mrem) 또는 인체 장기 등가선량이 0.1mSv 

(10mrem) 이상의 피폭을 유발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 상기의 기준외에 액체폐기물 관리계통은 비용-이득 회수량이 적어지는 방  

향으로 순차적으로 기술이 계통에 추가되었을 때, 바람직한 비용-이득 비

율로 원자로에서 80km(50마일) 이내의 주민에 대해 선량감소 효과를 내는 

입증된 기술의 모든 항목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RG 1.110은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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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

        라. 제한구역경계 외부로 방출되는 액체유출물 중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는 원

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9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제6조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2. 액체폐기물 처리계통은 발전소의 예상 처리요구량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주요 공정설비의 보수(단일고장)를 위한 가동정지 및 과잉 폐기  

물생성기간 중에도 액체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용량이 제공되어   

야 한다.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에서 인정하는 계통은 예상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적정 용량을 갖추었으며 예상운전과도를 포함한 정상운전중에 

설계목적 범위내에서 운전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다. 이와 같은 공정요구

를 만족시키기 위해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는 부속계통, 예비장비 및 예비 

저장용량간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한다.

    3. 액체폐기물계통 구조물의 내진설계, 액체폐기물 처리 장비들의 품질등급분류 

및 정상운전과 예상운전과도 중 발생되는 액체폐기물에 대한 내․외부저장탱크

로부터의 누설방지와 수집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

조, 제32조의 규정과 RG 1.143의 지침을 따른다.

    4. 액체폐기물 관리계통 설계에서는 RG 1.143의 지침에 따라 누설관리하고 운전/

보수를 용이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가능한한 시설 및 환경

오염의 최소화, 해체 용이성 및 방사성폐기물 발생의 최소화를 달성할 수 있도

록 시설 설계 및 운영절차에 반영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특정 사안에 따라 본 절로부터 적절하게 자료를 선택하고 중점적으로 검

토한다.

 1. 모든 폐기물원의 액체용량, 액체폐기물 수집점, 우회유로를 포함하는 액체유로,    

처리방법 및 액체유출물의 환경방출구를 결정하기 위해 계통도(P&ID) 및 계통공정 

흐름도를 검토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GALE Code, NUREG-0017, RG 1.112에 주

어진 변수들을 사용하여 예상운전과도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에 액체유출물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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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년간 방사성물질의 방출량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이 계산 결과는 제안된 처

리계통 설계가 II절의 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제

한구역 외부에서의 개인에 대한 전신 또는 결정 장기에 대한 피폭에 관련한  II절

의 허용기준 준수여부는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에서 계산한 선원항을 사용하

여 방사선분야 담당부서가 계산한 선량률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비용-이득 분석에 

관련한 II절의 허용기준 준수여부는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의 비용-이득 검토

결과와 함께 방사선분야 담당부서에서 계산한 man-rem 선량률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2. 액체폐기물 관리계통 설계용량에 관한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의 검토는 다음

분야를 포함한다.

     가. 주요 설비의 단일고장(예, 증발기 정지)시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나. 과잉 액체폐기물발생을 유발시키는 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는 능력

     다. 설계기준 즉, 핵연료 1% 손상에 의해 방출되는 핵분열 생성물 방사선/능 준

위의 액체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능력

      라. 액체폐기물 처리 및 배출에 사용되는 필터, 이온교환수지, 흡착 매질의 종류

와 특성(제염계수, 제거효율, 저장 및 붕괴시간 등)

         검토자는 설계유량과 평균입력유량을 비교하여 각 부속 계통들의 시간분율

을 결정한다.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는 계통설계에 반영된 운전상의 융

통성(flexibility, 즉 부속계통간의 상호연계성, 다중 또는 예비공정장치 및 예

비 저장용량)을 검토한다.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는 이용율 및 운전의 

융통성을 근거로, 설계유량대 잠정적 공정유로 및 설비용량을 비교함으로써 

상기의 경우에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지, 전체 계통 능력을 평가한다. 

주요 액체폐기물 처리설비는 보수적으로 1주당 연속된 2일간 유지/보수를 위

해 정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일간의 저장용량 또는 대체 설비가 없다면 

폐기물은 NUREG-0017의 지침에 따라 대체 공정을 통해 처리되거나 환경으

로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건물 내․외부의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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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부터 넘침 현상 및 누수현상에 의한 누설의 방지 및 수집 요건이 설계에 

반영되었는지와 RG 1.143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RG 1.143

에 따라 시설 및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고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설계특성이 고려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4.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는 RG 1.143의 지침에 따라 계통설계, 계통배치도, 설

비설계, 운전방법, 누설예방규정 및 운전중앙에 보수의 용이성을 비교한다. 그리

고, 역진공하에서 계통의 운전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 계통 부품으로부터의 누설

관리를 위해 제시된 특수 설계사항 및 계통에 관련된 특정기술주제보고서를 항목

별로 평가한다.

  5.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서 11.5 및 16장에 기술되는 운영기술지침서 내용 중 선량

률 계산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과 의도가 규제요건에 부합

되는지 검토한다. 본 검토에는 운전을 위한 적절한 제한조건의 평가/개발 및 발

전소 설계에 맞는 기준을 포함한다. 운영기술지침서는 10 CFR 50.36a의 요건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6. 검토자는 탱크나 관련 기기의 가상 누설을 고려하여, 이때의 방사선원항, 발전소

에서 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의 방출되는 과정, 가정된 피폭경로, 가까운 주변지역

의 방사능 농도 등을 평가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요건에 부합하는 충분한 정보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되었는지 확인

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안전심사보고서에 포함시킨다.

   액체폐기물 관리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10 CFR 

50.34a에 따라 액체폐기물중의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액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설계는 타당하며 10 CFR 20.1302, 10 CFR 50.34a,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9조,“방사

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16조 환경상의 위해방지기준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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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검토결과에 근거한다. 

  1. 신청자는 모든 피폭경로를 통한 제한구역경계 외부의 개인에 대한 예상피폭선량이 

연간 선량 허용치인 유효선량 0.03mSv(3mrem) 또는 인체 장기 등가선량이 

0.1mSv(10mrem)이하로 유지시킬 수 있는 액체폐기물 관리계통을 제시하여 선량 

제한목표치에 관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9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

준” 제16조 환경상의 위해방지기준을 만족시킨다. 안전심사지침 11.1절에 따라 발

전소의 각 원자로 수명기간동안 예상되는 폐기물량을 근거로 예상운전과도를 포함

한 정상운전중에 액체유출물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고려하였다.

  2. 제시된 액체폐기물 관리계통이 입증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고려하였으며, 

이 이상으로 유출물을 처리한다는 것은 man-rem 또는 man-thyroid-rem 당 

$1,000이하의 비용을 기준으로 원자로 반경 80Km(50마일) 이내에서 예상되는 누

적 집단 선량률 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자는 ALARA 기준에 

관한 10 CFR 50 Appendix I의 II.D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3. 운전중 노심내의 핵분열생성물의 1%가 일차냉각재로 누출되는 원자로 운전으로 

부터 야기되는 잠재적 결과를 고려하여, 이러한 상황하에서 비제한구역에서 액체

유출물들에 의한 방사성 물질들의 농도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9조,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제6조 배출관리기준에 10 CFR 20 Appendix B, 

Table 2, Column 2에 명시된 제한치의 작은 분율이 될 것이라고 결정하였기 때문

에 허가신청자는 10 CFR 20.1302의 요건들을 충족시켰다. 그러나, 일차냉각재에서 

I-131 선량등가농도는 운영기술지침서 제한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신청자는 해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능한한 시설과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

고,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계 및 운영 절차를 10 CFR 

20. 1406의 요건에 따라 마련하고 있다.

  5. 예상운전과도에 의한 발전소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액체폐기물 처리계통의 능

력을 고려하여 계통용량 및 설계융통성 예상요구량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판

단에 근거하여 신청자는 방사성물질의 환경방출관리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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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액체폐기물계통에 대한 역진공

을 감소하기 위한 조항과 품질보증 규정, 품질등급 분류 및 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

를 검토하였다. 계통 및 구조물 설계는 RG 1.143의 기준을 만족시킨다. 부주의에 의

한 탱크 넘침현상을 관리하기 위한 설계규정을 검토하였으며, 신청자가 제시한 제

반 수단은 RG 1.143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6.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액체폐기물 탱크의 가상적인 사고로부터 초래되는 액체

상의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완화하는 설계가 제시되어 있음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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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1.3절 기체폐기물 관리계통

 검토주관 :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다음의 내용을 검토한다. 운영허

가 단계에서는 건설허가 단계에서 승인한대로 설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본 분야에 

있어서의 운영기술지침들이 적합한가를 평가한다. 

  1. 장치 및 환기계통의 설계용량, 예상유량 및 방사성핵종농도, 예상되는 방사성 핵

종들의 제염계수 및 수용 가능한 저장기간 또는 붕괴시간

  2. 설계 및 예상유입유량에 대한 계통설계용량, 정상폐기물유량을 처리하는데 필요

한 시간, 대체장비의 사용 가능성, 대체처리경로, 부계통과의 연결성. 이러한 정보

들은 주 처리장치가 정지했을 때와 예상되는 운전상의 사고로 인한 폐기물량의 

증가 때문에 부과되는 예상요구를 포함한 전체적인 계통능력을 평가하는데 이용

된다.

  3. 배관과 장치의 품질등급 분류 그리고 선택된 설계기준을 지배하는 기초 자료들, 

설계 및 예상온도 및 압력 그리고 계통에 사용되는 장치들의 제조 재료들을 검토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과 Regulatory Guide(이하 

“RG”) 1.143의 지침에 따른 운전과 보수의 편리를 위한 장치 및 설비 설계와 

관련되는 설계항목들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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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으로 유입되는 기체폐기물을 저감하고, 기체유출물 내에 함

유된 방사능준위 및 방사성물질의 방출량을 감소시키고,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시

설 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해체를 용이하게 하고,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을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특성. 

  6. 환경으로의 통제되지 않고 감시되지 않은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체폐기물의 누설

과 방사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설계특성, 특수 설계특성들, 관련 특정기술주제

보고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유사 계통의 경험에 의한 자료들을 검토한다.

  7. 폭발성 혼합물의 존재 가능성에 따른 폭발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설계사

항들을 검토한다.

  8. 다수호기를 처리하는 계통의 경우에는, 상호 연결된 공정과 처리 부계통의 사이

에 공유된 설비의 기술과 설계특성

  9. 예상 제거효율, 제염계수, 지연 및 붕괴를 포함한 기체폐기물을 처리하는 여과기 

및 흡착재의 형태와 특성

 10. 기체폐기물의 수집을 위한 경계 또는 RG 1.143에 따른 정상 및 예상운전과도 동안 

발생되는 기체폐기물을 위한 저장 및 지연베드에서 시작하여 환경으로의 통제된 

배출지점까지 기체폐기물계통 경계의 정의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기체폐기물 관리계통과 관련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

담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성능평가를 위한 독립적인 선원항 및 선량평가의 검토

  2. 기체공정 및 유출물 흐름에 있어서 방사성물질을 감시하고 시료채취를 위한 설계 

사항을 안전심사지침 11.5절에서 검토한다. 

  3. 주민선량평가방법과 표준방사성유출물관리지침(SREC)의 인자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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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전심사지침 3.3.1, 3.3.2, 3.5.3, 3.7.1~3.7.4, 3.8.4 및 3.8.5절에 대한 심사의 일부

로서 안전정지지진(SSE), 가능최대홍수(PMF) 및 태풍과 같은 자연현상에 견딜 수 

있도록 계통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내진등급 I급 구조물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된 설계해석, 절차 및 기준들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5. 화재보호 및 방지 프로그램은 안전지침 9.5.1절에서 검토된다.

  6. 구조물과 설비의 내진 및 품질등급의 적합성 검토가 당 지침 3.2.1 및 3.2.2절에 

의해 수행된다.

  7.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은 당 지침 16장에서 검토된다.

  8. 품질보증의 검토는 당 지침 17.5절에서 수행된다.

  9. 기체폐기물 관리계통 고정 및 사고후시료채취 부계통의 설계특성은 당 지침 9.3.2 

및 11.5절에서 검토된다.

 10. 방사성물질이 존재하는 건물배기 및 환기계통 보급구역의 설계특성 검토는 당 지

침 9.4절에서 수행되고, 유출물감시 및 통제설비는 11.5절에서 수행된다.

 11. 음용수 및 위생수계통의 보호에 대한 설계특성은 당 지침 9.2.4에서 검토된다.

   이와 같은 검토설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원자로시

설로부터의 방사성물질의 배출관리 관련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

시설 등”-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및 처리 등 관련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방사선방호설비”- 공기중 방사

성물질의 관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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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경보장치 등”- 배기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 등에 대한 경보장치 관련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 방사

성폐기물 및 유출물 발생 최소화 관련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9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 배기중의 

배출관리기준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기준 관련

   7. 10 CFR 20.1302  - 제한구역경계에서 유출물에 의한 방사능 관련

   8. 10 CFR 20.1406 - 오염의 최소화, 해체용이성, 방사성폐기물발생의 최소화를 위

한 설계 및 운영절차 관련

   9. 10 CFR 50.34a  - 환경으로의 방사성유출물의 방출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에 대한 설계목적이 갖추어야 하는 충분한 설계 정보와 관련

   10. 일반설계기준(General Design Criterion, 이하 “GDC”) 3 - 수소와 산소의 폭발

성 혼합물의 영향으로부터 기체폐기물 처리계통의 보호와 관련

   11. 일반설계기준(GDC) 60 - 환경으로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제어하기 위하여 설계

되는 기체폐기물 계통과 관련 

   12. 일반설계기준(GDC) 61 - 핵연료 저장및 취급지역과 관련된 기체폐기물계통의 

방사능 제어와 관련

   13. 10 CFR 50 Appendix I, Sec. II.B., II.C, and II. D - "ALARA"를 만족시키는 위한 

설계목표치와 운전제한조건에 대한 수치적 지침과 관련

   14. 40 CFR 190 - 부지내 모든 선원항과 외부피폭방사선으로부터의 총 연간선량의 

제한 관련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

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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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

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에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

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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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은 피폭선량 설계 목표를 만족시킬 능력을 가져야 하며 다

음과 같은 기체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부지내의 각 원자로로부터 환경으로 방출된 모든 방사성물질의 계산된 연

간 총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9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

준”제16조에 따라 기체유출물로부터 제한구역경계에 있는 개인에게 예상

되는 외부피폭에 의한 유효선량에 대하여 0.05 mSv(5 mrem) 또는 피부에 

대하여 0.15 mSv(15 mre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당 선량평가에는 RG 

1.109, 1.111, 1.112의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다.

       나. 각 원자로로부터 대기로 방출되는 모든 방사성물질의 계산된 연간 총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9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6

조에 따라 제한구역경계 외부에 있는 개인에게 예상되는 연간 감마선에 의

한 공기흡수선량에 대하여 0.1 mGy(10mrad) 또는 베타선에 의한 공기흡수

선량에 대하여 0.2 mGy(20 mrad)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각 원자로로부터 대기로 방출되는 모든 방사성옥소, C-14, 삼중수소와 입자

상 방사성물질의 계산된 연간 총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9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라 제한구역에 있는 개인에게 

예상되는 장기등가선량에 대하여 0.15 mSv(15 mre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 상기 1), 2), 3) 외에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은 입증된 기술들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계적으로 비용-이득 계산시 이윤이 감

소되도록 순차적으로 계통에 추가되었을 때, 유리한 비용-이득비를 위하여 

원자로 반경 80 km(50마일)내에서 예상되는 집단피폭선량을 합리적으로 감

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RG 1.110은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는데 대한 적합

한 방법을 제공한다.

       마. 제한구역외부로 방출되는 기체유출물중 방사성물질들의 농도는 원자력안전

위원회고시 제2013-49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별표 3의 배출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바. 원자로시설의 정상 공기조화계통 여과기 및 활성탄흡착기의 설계, 시험, 유

지보수와 관련한 사항들은 RG 1.140의 규제지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사. 기체폐기물처리계통을 감싸고 있는 구조물에 사용된 설비와 정상 및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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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과도동안 발생되는 기체폐기물의 누설을 통제하기 위한 설비들에 대한 

내진설계 및 품질등급분류와 관련한 사항들은 RG 1.143의 규제지침을 만족

하여야 한다.

       아. 원자로시설로부터 환경으로의 배출이 시작되는 접촉지역에서 또는 정상 및 

예상운전과도 동안 발생되는 기체폐기물을 위한 저장탱크 및 붕괴지연대의 

지점에서 시작하는 기체폐기물처리계통의 경계 정의와 관련한 사항들은 

RG 1.143의 규제지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은 발전소에 예상되는 공정 요건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폐기물이 과잉 발생하였을 때와 보수를 위하여 주 처리장치가 정지하였을 

때(단일고장개념)를 예상하여 기체폐기물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용량 설계

를 하여야 한다. 또한, 예상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적합한 용량을 갖고 

있으며, 예상운전과도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에 설계 목표치내에서 운전가능한 

계통들을 허용한다.

       이러한 공정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공유계통(shared system), 다중계통 

(redundant systems), 그리고 예비 저장용량이 고려되어야 한다.

   3. 기체폐기물 관리계통과 계통을 보호하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부품의 내진설계와 

품질등급 분류는 RG 1.143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연속적인 누설경로들을 방지

하고 파열판(rupture disks)의 유체밀봉(liquid seal)을 제공하며, 폭발사고시 유체

밀봉의 영구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4. 계통설계는 시설과 환경의 오염을 가능한 한도까지 최소화하고, 해체를 용이하

게 하고, RG 1.143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에 따라 정

상 및 예상운전과도동안 발생되는 기체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특성을 기술

하여야 한다.

   5. 정상 환·배기계통에 설치되어 있는 HEPA 필터 및 탄소흡착기의 설계, 시험 및 

보수를 위하여 RG 1.140의 지침을 따라야 할 것이다. 만일 설계목적상 RG 1.140

에 명시한 것과 다른 옥소에 대한 제염계수가 사용된다면, 운전중 또는 모사 운

전조건(온도, 압력, 습도, 예상 옥소농도 및 유량) 하의 시험결과에 의하여 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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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노후화와 공기중 오염물에 의한 부식영향도 시험결과

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6. 수소나 산소의 폭발성 혼합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기체폐기물 관리계

통은 수소폭발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거나, 자동 조절기능을 갖춘 이중 기체 

분석기가 설치되어 폭발성 혼합물의 형성이나 축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기체폐기물계통(Gaseous Radwaste System, 이하 “GRS”)은 통상적

으로 잠재적인 수소폭발에 취약한 유일한 계통이다. 

       가. 수소폭발의 영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계통에 대해서는 계통의 설     

계압력이 운전절대압력의 20배 가량 되어야 한다. 

       나. 규격품 설비의 경우에는 설계표준압의 만족에 약간의 여유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계통의 운전압력이 명목상으로 103 kPa(15 psia)이고 설계상 

138 kPa(20 psia)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다음으로 높은 표준압력등급이 

4137 kPa(600 psia)이므로, 배관의 경우에는 2413 kPa(350 psia)로 설계될 수 

있다. 

       다. 공정기체흐름은 잠재적 폭발성 혼합물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분석되어 현장

과 제어실로 지시되어야 한다.

       라. 수소 폭발에 견딜 수 없도록 설계된 계통에 대해서는, 폭발성 산소나 수소 

혼합물의 형성이나 축적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자동조절 기능을 갖

고 있는 이중 기체분석기(이중이라는 의미는 두개의 독립된 기체분석기가 

연속적으로 운전됨으로써 수소나 산소가 폭발가능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있

음을 보여주는 두 개의 독립적인 측정 방식을 말한다)가 설치되어야 한다. 

기체분석기는 현장과 제어실에서 동시에 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 "고

-경보"는 산소 또는 수소농도 약 2%에 설정되어야 하며 "고-고 경보"는 

최대 4%에 설정되어야 한다.

          폭발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어방식은 "고-고 경보" 설정치에서 자동

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자동제어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1) 산소나 수소의 농도를 4% 이하로 유지함으로서 폭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계통에 있어서, 산소나 수소의 유입원은 계통으로부

터 자동적으로 격리되어야 한다(밸브는 고장시 잠김쪽으로 안전작동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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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결합기를 사용하는 계통에 있어서, 재결합기 하류의 수소나 산소의 

농도가 4%를 초과할 경우 허용될 수 있는 제어형태는 대체 재결합기 

계통으로 흐름을 자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설계를 포함해야 한다. 

           3) 제한치 이내로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희석제의 주입도 기술되어야 한다.

          계통설계가 산소농도 4%, 수소농도 4% 이하로 운전하도록 된 경우에 수소

농도를 분석해야 하며, 단지 수소농도 4% 이하로 운전하도록 설계된 계통

은 (산소농도 제한이 없는 경우) 수소에 대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소농도 4% 이상에서 운전되도록 설계된 계통은 산소농도를 분석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재결합기를 사용하는 계통에 대하여, 산소나 수소의 분석은 재결합기 하류

에서 행해져야 한다. 재결합기 상류의 폭발성 산소와 수소 혼합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도록 계통설계가 되어 있다면, 재결합기 상류의 산소와 수소도 

분석되어야 한다. 각 위치에서의 기체분석기 수와 제어 설비들은 안전심사

지침의 본 절에 따라야 한다. 1개의 기체분석기가 재결합기 상류에 위치하

고, 1개는 하류에 위치할 때, 이러한 설계는 이중 기체분석기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 가압된 저장탱크 (서어지 탱크 제외)를 포함하는 계통에 대하

여, 압축기와 저장탱크 사이에 최소한 1개의 기체 분석기가 있어야 한다.  

재결합기 상류와 하류의 농도를 순차적으로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이중 기

체분석기들이 설치되는 설계만이 허용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폭발가능성 

공정흐름이 어떤 장치쪽으로 유입되기 전에 합쳐지는 경우, 각 흐름이나, 

합해진 흐름에는 이중기체 분석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수소폭발에 견딜 수 없도록 설계된 계통에서 기체분석기가 여러 지점을 순

차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면, 최소한 1개의 기체분석기는 흐름을 

연속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 연속기체분석기는 순차적으로 측정되는 흐름

들이 합쳐지는 지점에 위치해야 하며, 합쳐진 흐름을 샘플링해야 한다. 기

체분석기의 관리에 있어 감지기는 매일 점검해야 하며, 매월 기능점검을 해

야 하고 분기에 1번씩은 교정을 하여야 한다.

          수소폭발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계통에 설치된 기체분석기 역시 수소폭

발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수소폭발에 견딜 수 없도록 설계된 계통에 설치

된 기체분석기는 수소폭발에 견디도록 설계할 필요가 없다. (유사한 요건이 



제11.3절                                                     개정 4 – 2014. 12- 9 -

폭발가능성 혼합물을 포함하는 계통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방사선 감시기에

도 적용된다.)

          모든 기체분석기는 전기로 인한 불꽃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기체폐기물저장탱크나 활성탄지연베드의 누설이나 손상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잠재적 방출과 관련해서는 당 지침 부록 11.3-1을 적용한다.

  8. 기체유출물의 배출에 따른 최대개인에 대한 선량평가는 RG 1.109, 1.111, 또는 이

에 기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특정사안에 따라 본 절로 부터 적절하게 자료를 선택하고 중점적으로 검

토한다. 검토절차는 당 지침서의 허용기준에 기초하여야하며, 허용기준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안한 대안이 II장의 요건을 만족하는 허용된 방법에 따른 평가결

과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기체폐기물 관리계통들에 대한 검토에 있어, 기체폐기물 모든 발생원, 기체폐기물

의 수집장소, 모든 우회경로를 포함한 계통 내를 통과하는 기체들의 유통경로, 제

공되는 처리설비 및 기체유출물들의 환경으로의 방출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

통도(P & ID)와 계통공정 흐름도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들이 포함된 변

수들은 NUREG-0017, RG 1.112에서의 계산 방법을 사용하여 예상운전과도를 포

함한 정상운전중 기체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희유기체, 방사성옥소, 삼중수소, 

C-14 및 입자)의 연간 방출량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이 계산결과에 의거 제출

된 기체폐기물 관리계통 설계는 당 지침 11.1절과 II.2.가.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유효선량, 피부 및 갑상선 피폭에 관련된 II.2.가.1), 2), 

3)의 허용기준 만족여부는 계산된 선원항을 사용한 피폭선량 계산에 의거 결정된

다. II.2.가.4)에서 주어지는 허용기준 만족여부는 손익연구에 따른 man-Sv (rem) 

피폭선량 계산에 의거 결정되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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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체폐기물 관리계통 설계용량 검토는 다음 주요 분야를 포함한다.

    가. 단일 주요장치 고장사고에 있어서 기체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계통 중 GRS 

의 능력. 대체장치가 없는 장치나 부품에 대하여, 검토자는 2년에 3주 동안의 

정지기간을 가정해야 할 것이다. (평균 매년 10일)

    나.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누설되는 설계기준 즉, 핵연료 1% 손상에 의해 방출되

는 핵분열 생성물의 방사선/능 준위의 기체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GRS 능력

    다. 검토자는 GRS에 설계된 부계통들, 대체계통 또는 예비처리 장치 그리고, 예비

저장능력과 같은 계통들과의 상호 연결에 의한 운전상의 융통성을 검토해야 

한다. 

    라. 방사성기체 붕괴를 위한 활성탄지연계통들의 평가에 있어, 검토자는 다음 사

항을 고려해야 한다. 베드의 각 치수, 탄소의 무게, 유량, 온도, 압력, 습도, 그

리고, 유효 지연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역학적 흡착계수들

    마. 기체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여과기나 흡착제 매질의 형태나 특성은 처리되는 

기체의 화학적, 물리적, 방사선적 특성을 고려하여 NUREG-0017, RG 1.140 등

에 제시된 제거효율, 제염계수의 만족 등

    바. 기체폐기물계통의 손상이나 누설로 인한 최대개인피폭선량의 당 지침 부록 

11.3-1의 만족을 입증하기 위한 분석 및 결과

  3. 검토자는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의 GRS 부분의 배관과 장치의 품질등급분류를     

 RG 1.143과 비교하여야 한다. 또한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장치와 구조물보호

설비의 지진설계 기준을 RG 1.143에 명시된 설계지침과 비교한다.

     검토자는 신청자의 설계가 폭발후의 연속적인 누설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포함하고 있는가를 결정한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는 공기의 유입이 

일어날 수 있는 커버개스 유로와 저온증류계통에 액체탄화수소와 오존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4. 검토자는 계통설계, 계통배치, 장치설계, 운전방법 및 누설을 감소시키고 운전과 

보수를 용이하게 해주는 설비들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RG 1.143의 요건들과 비교하여야 한다.

  5. 검토자는 HEPA필터와 탄소흡착기에 대한 설계, 시험 및 보수의 기준을 RG 1.14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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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다.

  6. 폭발성산소/수소 혼합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자에 의해 제시된 GRS가 

그러한 폭발의 영향을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설계되거나, 폭발가능성이 있는 혼합

물의 축적을 알려주고 방지하기 위한 이중 감시기기를 설치하고 있는가를 계통설

계와 계통도(P&ID)를 사용하여, 결정해야 한다.

  7.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 단계에서, 검토자는 공정 및 유출물관리를 위하여 당 지

침 16.0장에 들어갈 공정 및 유출물 제어를 위하여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지침, 주

민피폭선량평가지침 및 행정관리분야를 검토해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에 의하

여 제시된 기술지침, 주민피폭선량평가지침 및 행정관리분야에 명시된 계획의 내

용, 취지 및 범위가 심사의 결과로서 개발된 요건과 일치하는가를 결정한다. 심사

는 원자로설계와 부합하는 운전을 위한 적절한 제한조건의 평가와 개발을 포함한

다. 기술지침, 주민피폭선량평가지침은 Generic Letter(이하 “GL”) 89-01을 이

용한 10 CFR 50.36a의 요건 및 NUREG-1301 또는 NUREG-1333의 지침과 관련하

여 검토되어야 한다. (GL 89-01은 NUREG-1301에 포함되어 있다). 

  8. 검토에는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시설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해체를 용이하

게 하고,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을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특성

을 기술하는 정보가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지침이 고려될 수 있다.

    가. IE Bulletin No. 80-10

    나. 2006년 10월 10일 Memorandum (Larry W. Camper으로부터 David. B. Mattews 

와 Elmo E. Collins에게 전달, ADAMS Accession No. ML0619201830), 10 CFR 

20.1406을 만족하기 위한 설계와 관련하여 NUREG/CR-3587

    다. “Liquid Radioactive Release Lessons Learned Task Force, Final Report" 

Section 2.0 및 3.2.2 (2006년 9월 1일, ADAMS Accession No. ML062650312)

    라. RG 1.143 및 1.11

    마. ANSI/ANS-55.4-1993(2007), ANSI/ANS-40.37-2009 등의 산업기술기준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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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와 안전심사보고서에 포함될 다음 유형의 결

론을 지지하기에 검토가 적합했는가를 입증한다.

   검토자는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설계(고정설비 및 이동식설비 포함)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9호, “방사선방

호 등에 관한 기준”과 일반설계기준(GDC) 3, 60, 61; 10 CFR 50 Appendix A, 10 CFR 

50.34a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필요한 설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결정한다. 그리고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9호, “방

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과 10 CFR 20.1301, 10 CFR 20.1302, 10 CFR 20.1301(e), 10 

CFR 20.1406, 10 CFR 50.34a; 일반설계기준(GDC) 3, 60, 61; 10 CFR 50 Appendix I의 

요건을 만족시키는가를 결정한다. 

  1. 신청자는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설계가 기체유출물의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감지

하고 조절하는데 필요한 장치와 기기들을 갖추고 있음을 보증함으로써 환경으로

의 방사성물질 방출을 조절하는데 있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일반설계기준(GDC) 60과 6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ALARA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3-49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및 10 CFR 50의 Appendix I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9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및 10 

CFR 50 Appendix I의 II.B 와 II.C 와 견주어, 어떤 부지내에 있는 각 원자로에 

대하여 발전소 수명기간동안 예상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유입에 근거한 예상운

전사고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 기체유출물에 함유된 방사성물질(희유기체, 

C-14, H-3, 방사성 옥소 및 입자들)의 방출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출된 기체폐

기물 관리계통들은 모든 피폭경로를 통한 제한구역경계 외부에서 개인에 대

하여 계산된 예상피폭선량이 외부피폭에 의한 유효선량 또는 피부등가선량이 

각각 0.05mSv(5 mrem) 또는 0.15mSv(15mrem) 및 방사성 옥소, C-14, H-3 및 

입자상 방사성물질에 의한 인체 장기 등가선량이 0.15mSv(15mrem) 이하로 유

지되도록 기체 유출물내의 방사성물질 방출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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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검토자는 부지내의 각 원자로로부터 대기로 방출되는 모든 방사성물질의 계산

된 연간 총량은 제한구역 외부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어느 지역에서나 기체유

출물로부터 예상되는 연간 공기선량이 감마선에 대하여 0.1mGy(10 mrad) 또는 

베타선에 대하여 0.2 mGy(20 mrad)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9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및 10 

CFR 50 Appendix I의 II.D와 관련하여, 제안된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이 입증된 

기술들을 사용하여 잠재적인 향상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원자력발전소에서 노심내 핵분열생성물의 1%가 일차 냉각재로 누출되는 원자로 

운전으로부터 야기되는 잠재적 결과를 고려하여, 이러한 상황하에서 제한구역 밖

의 기체유출물들에 의한 방사성 물질들의 농도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3-49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별표 3의 배기중 배출관리기준에 

명시된 제한치의 적은 비율이 될 것이라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신청자는 원자력법

과 10 CFR 20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4. 제출된 기체폐기물 관리계통들의 능력은 예상운전 사고시 발전소의 예상되는 요

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고려하였으며, 계통의 용량 및 설계융통성은 발전소의 

예상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적절하다고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

  5. 검토자는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시설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해체를 용이하

게 하고,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을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설계특성, 운영

프로그램 및 운영절차를 검토하였으며, 이들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와 10 CFR 20.1406의 요건들을 충족시켰다고 판단 할 수 있어야 한

다.

  6. 신청자의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의 품질보증설비들, 계통들의 부품들에 사용한 품

질등급분류, 계통 및 기체폐기물 관리계통들을 보호하는 구조물들의 설계에 적용

된 지진설계를 검토한다. 이러한 계통들을 보호하는 구조물과 계통의 설계는 RG 

1.143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7. 기체폐기물의 부주의한 배출을 통제하고, 비방사성계통으로의 오염을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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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으로의 통제되지 않고 감시되지 않는 배출을 방지하고, 비방사성계통으로의 

연결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특성을 검토하였으며, 신청자에 의해 제시된 방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32조 및 일반설계기준(GDC) 

60, 64, RG 1.143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8. GRS에서 수소폭발에 기인한 누출을 제어하기 위한 허가신청자의 설계에 연관된 

설비들을 검토하였으며, 신청자에 의해 제시된 방법은 폭발을 방지할 수 있거나, 

또는 폭발의 영향을 견딜 수 있기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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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Regulatory Guide 1.11 "Instrument Lines Penetrating Primary Reactor Con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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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Regulatory Guide 1.140,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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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 Effluents from Pressurized Water Reactors (PW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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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Branch Technical Position(BTP) 11-5, "Postulated Radioactive Releases Due t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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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Part 50, Appendix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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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1.4절 고체폐기물 관리계통

 검토주관 :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에 대한 설계

목적, 설계기준, 성능목표, 처리방법, 세부계통설명, 이동설비, 폐기물발생량, 계통도

(P&ID), 공정 및 유출물감시기와 제어설비, 공정흐름도 등을 검토한다. 또한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건설허가단계에서 승인되었던 설계에 따라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운

영기술지침서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내용이 적합한지 평가한다.  검토내용에

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1. 취급 및 처리될 건․습식 상태 폐기물의 예상발생량 및 폐기물의 예상 핵종분포, 

핵종농도, 폐기물의 화학조성 및 유해성물질, 설비의 설계용량, 처분장에 인도될 

폐기물예상발생량 및 핵종재고량

  2.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에 대한 세부내용, 계통도(P&ID), 공정 및 유출물 감시기 및 

제어설비, 이동설비, 고체폐기물계통 설계 및 운전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 및 공정

관리계획의 개발에 사용되었던 정보들

  3. 액체폐기물, 슬러지, 폐수지 보관 탱크의 넘침으로부터 발생한 방사성물질의 제

어, 방지, 회수하기 위한 운전절차 및 설계. 폐기물이송을 위한 배관 및 밸브의 

부식저항성. 토양 및 콘크리트속에 묻혀 있는 유출물 방출배관의 누설 인지를 위

한 설계. 방사성물질의 넘침 및 누설로 인해 비방사성계통으로의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한 방안. 비정상적이고 감시되지 않은 누설에 대한 제염 및 복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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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화방법의 설명, 탈수방법의 설명, 사용된 고화제, 그리고 고화물질과 고화제 특

성의 적절함 및 완전탈수를 보증할 수 있는 공정관리계획의 이행

  5. 액체 및 습식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필터, 이온교환수지, 흡착기의 형태 및 제염

성능  

  6. 건식고체폐기물의 부피를 저감하기 위한 분류, 파쇄, 압축 등의 방법. 부피감용설

비의 설계 및 부피감용비

  7. 활성탄을 이용하여 배기체를 처리하는 설비에서 발생하는 폐활성탄의 관리와 연

간 발생량 및 처분예상량 

  8. 폐기물의 위탁처리 여부 및 위탁처리후의 폐기물 반송 또는 발생자를 대신하여 

처분장으로의 이송에 관한 사항

  9. 고체폐기물 저장용기의 형태 및 크기에 관한 세부내용 즉, 충전, 취급 및 제거가

능 방사능오염의 감시방법 그리고 제염, 포장 및 저장에 관한 조항

 

  10. 고체폐기물의 발전소내 저장, 예상 및 설계부피, 예상 핵종농도 및 설계값에 관

한 조항

  11. 폐기물처리설비로부터의 방사선방출을 제어하기 위한 차폐체 및 차폐 설계. 고

정설비 또는 이동설비 주위의 임시 및 고정차폐체의 사용

  12. 배관 및 설비의 품질등급 분류. 정상운전 및 예상과도운전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하여 Regulatory Guide(이하 “RG") 1.143에 따른 분류

  13. 정상운전 및 예상과도운전시 발생한 폐기물과 관련하여 RG 1.143 및 특정기술주

제보고서에 따른 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기 및 설비의 설계. SAR 또는 관련 

자료에 언급되어 있는 유사설비와 방식 등에 관한 경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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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고체폐기물처리계통에 의하여 폐기물 부피감용, 방사선준위저감, 시설 및 환경오

염의 최소화, 해체의 용이성, 폐기물발생의 최소화 등을 고려한 설계

  15. 정상운전 및 예상과도운전시 발생한 폐기물과 관련하여 RG 1.143에 따른 폐기물

의 수집에서 공정관리계획(PCP) 및 주민피폭선량평가(ODCM)에서 정의하고 있는 

환경으로의 방출 (1차측 및 2차측 수용액 탱크 또는 폐기물의 저장시설 포함)에 

이르는 고체폐기물처리계통의 경계

  16. 설계인증(Design Certification)을 위한 평가를 위해 안전심사지침 14.1과 관련하

여 사업자가 제시한 설비, 계통, 부품에 대한 검사, 시험, 분석, 인수기준. 

  17. 공정 및 유출물감시기, 시료채취계획 및 주기와 관련한 공정관리계획(PCP)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고체폐기물 관리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폐기물처리계통 및 저장시설에서의 가연성물질의 사용 및 존재에 관해서는 안전

심사지침 9.5.1에 따라서 검토한다. 

  2.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3.1, 3.3.2, 3.5.3, 3.7.1～3.7.4, 3.8.4, 3.8.5

절에 따라 자연재해에 견딜 수 있는 내진범주 I 구조물의 설계해석, 설계절차 및 

설계기준의 타당성을 결정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 및 3.2.2절에 따라 계통 구성기기들

의 내진 및 품질등급 분류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따

라 인화성물질의 저장 또는 이용을 검토한다.

 

  4. 운영기술지침서는 안전심사지침 16장에 따라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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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안전심사지침 17장에 따라 품질보증계획에 대하여 검토한다.

  6. 액체폐기물탱크의 파손에 의해 외부로 방사성물질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

해서는 안전심사지침 11.2장에 따라서 검토한다. 

  7. 시설 및 건물의 공기정화 및 배출공기정화설비(HEPA필터 및 첨착활성탄 필터 장

착)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9.4장에 따라서 검토한다. 공정 및 유출물감시기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11.5장에 따라서 검토한다.

  8. 액체 및 고체폐기물의 공정 및 유출물에 대한 시료채취 및 감시기에 대해서는 안

전심사지침 11.5장에 따라서 검토한다.

  9. 고체폐기물처리 공정 및 사고후 시료채취계통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9.3.2장 

및 11.5장에 따라서 검토한다.

 10. 공정관리계획(PCP)와 관련한 방사선유출물감시 및 주민피폭선량평가(ODCM)는 안

전심사지침 11.5장에 따라서 검토한다.

 11. 고체폐기물계통의 성능을 검토하기 위한 선원항 평가 및 선량계산이 안전심사지

침 11.2장 및 11.3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안전심사지침 11.1장 및 11.4장의 내

용을 기초로 하여 관련 고시 및 NRC기준(10 CFR 20.1302, 10 CFR 20.1301(e) 부

록 B의 표2, 10 CFR 20, 10 CFR 50 부록1∼10의 선량목표관련)을 참고로 검토하

여야한다. 

 12. ALARA를 위한 계통설계 및 10 CFR 20.1201, 10 CFR 20.1202 부록 B의 표1, 10 

CFR 20의 종사자선량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운전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12장

에 따라서 검토한다.

   이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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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검토자는 다음 요건들이 만족되는 경우에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에 대한 설계근거로

서 사용된 기준을 승인한다.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 및 교육과학기술부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방사선방호설비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 : 사업소안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9호, “방사선 방호등에 관한 기준”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62호,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60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29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8.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51호,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

사에 관한 규정”

 9.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27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

정”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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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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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지침

     가.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는 RG 1.143

     나. 제한구역경계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유출과 관련하여, 고체폐기물계통의 정상 

및 예상과도운전 중에 발생한 유출물에 관하여는 10 CFR 20.1302 및 1301(e)

     다. 오염방지, 해체시 폐기물 발생 저감, 방사성폐기물발생저감을 위한 설계 및 

작업절차에 관하여는 10 CFR 20.1406

     라. 제한구역경계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유출을 최소화하여 ALARA를 유지하기 

위한 기기의 성능목표에 관하여는 10 CFR 50.34a

     마. ALARA 규정을 만족하기 위한 운전제한조건 및 선량관련 설계목표에 관하여

는 10 CFR Part 50 첨부 I 및 Section A, B, C, D

     바. 단일호기 및 다수호기 부지로부터의 방사선 및 모든 방사선원으로 부터의 연

간선량기준 관련하여 40 CFR Part 190 (EPA)

     사. 정상운전 및 예상과도운전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고 고체폐기물계통에서 

발생한 액체방사선물질의 방출을 제어하기위한 계통설계와 관련하여 10 CFR 

Part 50의 첨부A, 일반설계기준 60

     아. 정상 및 예상과도조건시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계통의 안전성에 관해 

일반설계기준 61

     자. 고방사선준위를 감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계통의 능력에 관

해 일반설계기준 63

     차. 중저준위 고체폐기물의 분류, 처리 및 중저준위처분장으로의 처분에 관해 10 

CFR 61.55 및 10 CFR 61.56

     카. 허가받은 설비로의 방사성물질 이송과 관련하여 10 CFR 20.2006 및 첨부 G

부터 10 CFR Part 20까지

     타. 유독성 또는 유해성물질이 포함된 방사성폐기물에 관해 10 CFR 20.2007, 처

분에 관해서는 10 CFR Part 20

     파.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기록 및 기록유지관리 10 CFR 20.2108

     하. 방사성물질의 이송을 위한 허가된 포장 및 이송용기와 관련하여 10 CFR Part 

71 및 40 CFR Parts 171-180

     거. 이송용기의 표면에 제거가능한 오염물질의 존재시 49 CFR 173.443. 이송용기 

및 차량의 외부 방사선준위 측정시 사용되는 방법 및 절차는 40 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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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41

     너. 검사, 시험, 분석, 인수기준에 관해 10 CFR 52.47(b)(1) 

     더. 비상계획에 적용 검사, 시험, 분석에 관해 10 CFR 52.80(a)

    

2.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설계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제요건의 만족

에 근거한다.

    가. 계통의 설계변수들은 안전심시지침 11.1에서 평가된 바와 같이 유사한 설계의 

발전소 운전경험에 의한 핵종분포 및 농도에 근거하여야 한다.

    나. 고체폐기물 처리계통 설계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습식 및 건식폐기

물, 핵종분포 및 농도, 핵종제거효율 및 제염계수, 폐기물부피저감 또는 증가, 

폐기물 부피 및 발생량.

    다. 액체 및 습식폐기물은 부지외부로 이송하기 전에 공정관리계획에 따라 고화되

어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29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에 의거하여 각 저장용기에는 유리수가 기준치 이하임(안정화된 폐

기물 0.5%이하, 고건전성 용기내 폐기물 1% 이하)을 입증하는 규정과 제한치 

이상의 물이 있다고 확인된 저장용기의 재처리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

다.

    라. 기타 모든 습식폐기물은 공정관리계획에 따라 외부반출 이전에 고화/탈수(처분

장 기준에 준함)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29호, “중·저준위 방

사성폐기물 인도규정”에 의거하여 각 저장용기에는 유리수(Free Water)가 기

준치 이하임(안정화된 폐기물 0.5%이하, 고건전성 용기내 폐기물 1% 이하)을 

입증하는 규정과 유리액체가 확인된 저장용기의 재처리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

어야 한다.

    마. 안전심시지침의 11.5장의 공정관리계획서(PCP) 및 주민피폭선량평가(ODCM)와 

관련하여 고체폐기물처리계통 설계목표, 설계기준, 처리방법, 유출물 예상량, 

공정 및 유출물감시기와 제어설비, 공정 및 유출물 감시기의 경보설정치가 설

정되어 있어야 한다.

    바. 고체폐기물 용기, 수송용기 및 포장방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27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10 CFR 71 및 10 CFR Part 

61)의 규제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폐기물 처리 또는 처분시설의 인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적합한 규제요건에 의거하여 허가된 처분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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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되어야 한다.

    사. 처리설비는 설계된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유입량을 처리할 수 있는 크기를  

갖추어야 한다.

    아. 발전소내 폐기물저장설비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11.4-1에 따라 충분한 저장용

량을 갖춤으로서 수송전에 단수명 핵종이 붕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

해야 한다(저장시간에 관한 기준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자. 정상 및 예상과도운전 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체폐기물 관리계통

의 기기 및 배관계통과 고체폐기물계통 구조물의 내진설계 및 등급분류는 RG 

1.143의 규정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차. 장기간(수년, 단 발전소 수명기간 보다는 작음)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발전소

내 임시 저장설비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11.4-2의 지침에 따라 설계되어야한다. 

    카. 습식 및 건식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폐기물의 분류 및 특성이 원자

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29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및 

처분장의 인수기준(Waste Acceptance Criteria)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공정관리계획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29호, “중·저준위 방사성폐

기물 인도규정” 및 10 CFR Part 61을 만족하는 공정 및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

다.  

    타. 유독성 및 유해성 물질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은 10 CFR 

20.2007에 따라야 하며 관련 법 또는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파.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운전시(정상 및 예상과도시) 발생하는 유출물(기체 및 액

체)은 RG 1.143 및 10 CFR Part 20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정관리계획 및 주민피

폭선량평가(ODCM)에서 정의한 단일 호기 및 다수호기 경계에서 액체 및 기체유

출물 배출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하. 운영계획서: 공정 및 유출물 감시기와 시료채취계획 측면에서 공정관리계획서 

이행은 안전심사지침 11.5(참고 10 CFR 20.1301 및 20.1302, 10 CFR 50.34a 및 

36a, 10 CFR 50 부록 I, Section I, II, IV)를 만족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다음 검토절차에서 각 사안에 적합한 부분을 선정하고 이를 중점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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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토자는 계통설계, 운전방법 및 설계에 사용되는 변수들(예상 및 설계유량, 방사

성물질의 농도, 핵종분포 및 폐기물준위 분류)을 결정하기 위해 계통도(P&ID) 및 

공정흐름도를 검토한다. 계통설계 및 설계기준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11.4-1, RG 

1.143 및 유사설계 발전소의 운전자료와 비교한다.

  2. 검토자는 고화/탈수에 사용된 방법을 이전의 검토에서 얻어진 경험 및 유사한 방

법을 채택하고 있는 발전소의 운전자료와 비교한다. 공정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제

안된 고화/탈수방법이 폐기물중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분들을 고화/탈수시

킬 수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제안된 방법을 검토하여 모든 습식 폐기물이 적절

히 고화 또는 탈수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고려하

여 적합성을 판단한다.

      가. 유리, 유동성 또는 비결합액체(고화의 경우) 또는 과잉유리수(탈수의 경우)를 

감지하기 위한 기술능력

      나. 고화처리시 또는 감지된 유리수의 탈수

      다. 폐기물 형태의 특성

     검토자는 10 CFR 61의 요건에 대한 각 발전소 고유의 특이성에 기초하여 탈수 

및 고화(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공정관리계획을 검토한다.

  3. 검토자는 고체폐기물의 포장절차 및 허가된 소외 처분설비로 수송하는 절차에 관

한 세부사항을 검토하며, 신청자가 제반 규제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명백한 약속

을 제시하는지 확인한다. 소외로 수송되는 고체폐기물의 부피 및 핵종농도에 관

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값을 유사발전소의 운전자료 및 이전의 허가신청

자료와 비교한다.

  4. 검토자는 고체폐기물계통의 설계용량을 설계기준의 폐기물 부피와 비교함으로써 

예상운전과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부피보다 더 큰 저장용량을 신청자

가 제시하고 있는가를 판단한다. 약 6개월간의 폐기물 발생량을 수용할 수 있도

록 설계된 발전소내 저장용량을 안전심사지침 부록 11.4-1의 지침과 비교한다.  

비교시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 증가유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계

통기기의 이용도 및 저장설비에 의해 단수명 핵종의 감쇠를 허용할 수 있는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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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간동안 발전소내에 저장이 가능한지에 판단 근거를 둔다. 장기간(수년, 단 

발전소 수명기간보다는 작음) 동안 발전소내에 저장할 경우 저장설비는 안전심사

지침 부록 11.4-2의 지침과 비교한다.

  5. 검토자는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사용하기 위한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을 검토해

야 한다.

  6. 검토자는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의 품질등급 분류를 RG 1.143의 지침과 비교한다.

  7. 검토자는 고체폐기물계통 구조물의 내진설계를 RG 1.143의 지침과 비교한다. 예

외사항은 안전심사지침 3.2.1절의 검토주관부서인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에 의뢰

한다.

  8. 검토자는 고체폐기물계통의 설비배치, 설계특성 및 운전형태를 안전심사지침 부

록 11.4-1 및 RG 1.143의 지침과 비교한다.

  9. 검토자는 운영허가 단계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운영기술지침서(운영관리부분)를 검

토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운영기술지침서의 운영관리부분에 명시된 계

획의 내용, 의도 및 범위가 규제요건에 부합되는지 검토한다. 이 검토에는 운전에 

대한 적절한 제한조건의 평가/개발 및 발전소 설계에 맞는 기준을 포함한다.  운

영기술지침서의 운영관리부분에 명시된 계획은 10 CFR 50.34a의 요건에 따라 검

토한다.

 10. 검토자는 폐기물분류 및 폐기물특성을 10 CFR 61.55 및 61.56과 비교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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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설계는 타당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32조, 제34조, 제65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9호, “방사선 방호등에 관한 

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62호,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

에 관한 기술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60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29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

정”,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51호,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

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27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요건을 만족시킨다.

  이 결론은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이 공정, 포장 및 허가된 소외처분시설로의 반출전에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에 사용되는 설비 및 계측수단을 포함하는데 근거한다.  고체폐기

물 관리계통의 검토범위는 계통의 유로도, 배관,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에 대한 세부정

보 및 고체폐기물 관리계통 운전에 필수적인 보조계통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신청자가 제시한 설계기준, 설계근거 및 설계분석이 검토되었다.  또한 예상운전과도

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에 예상되는 폐기물의 형태 및 부피를 처리하는 계통능력을 검

토하였으며, RG 1.143에 따라 품질등급 분류 및 내진설계를 검토하였다.

  완전 고화/탈수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의 제안방법을 검토하였으며 공정, 설계 특

징 및 폐기물저장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11.4-1 및 부록 11.4-2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이 검토에서의 허용근거는 신청자의 설계,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가 제반 규제요건을 

준수하고 있는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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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1.5절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

 검토주관 :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건설허가 심사단계에서 액체폐기물관리계통, 기체폐기물관리계통 및 고체폐기물관리계

통의 액체/기체 공정 및 유출물 감시에 사용하는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에 대해 신

청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하고, 운영허가 심사단계에서는 건설허가 심사

단계에서 승인된 설계가 준수되는지 여부와 함께 신청자의 운영기술지침서 적합성을 

검토한다.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에서 공정 및 유출물 시료를 채취하는데 필요한 

부속 계통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검토 특정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의 설계목적 및 기준; 고정 설

치된 계통에 연결되는 스키드 탑재 방사선 감시 장비의 연계부위를 포함 

가. 감시 또는 별도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대상이 되는 공정 및 유출물 확인

나. 각 감시 또는 시료 채취 기능의 목적 확인

다. 감시 또는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해 공정 및 유출물의 방사성핵종 분포와 방

사능 농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변수(전 베타-감마 또는 전 알파 방사능,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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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핵종별 농도, 핵종별 방사능 또는 핵종 군별 방사능) 확인

2.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에 대한 설명

가. 다중성/독립성을 고려하여 준비된 방사선 측정 기기와 관련 시료채취 장비; 

기기별 측정범위, 교정 및 민감도; 경보를 발생하고 유출물 방출을 종료하거

나 공정을 격리시키는 경보/정지 신호 설정치 결정 방법; 유출물의 소내 희석 

고려 근거;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가상한 사고에 대비한 구성 기기들의 

다양성

나. 방사선 기기, 감시기, 현장 지시기 및 스키드 탑재 방사선 감시 장비[연계부

위포함]의 위치

다. 시료채취 지점과 시료채취장의 위치 및 선정 근거

라. 기기를 통해 취득한 가공되지 않은 측정 결과를 방사능 또는 방사성핵종 농

도와 같이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하는 방법

마. 측정, 분석 또는 수립된 척도인자(대리 핵종을 이용하여 시료 분석 결과를 해

석하는 근거 포함; 검출이 어려운 핵종을 검출이 용이한 핵종 측정으로 대치

하고 전 베타-감마 농도를 측정하거나 특정한 핵종을 측정). 기기 교정 절차

는 발전소 운전 상태(즉,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 후 조건)에 따라 방

사성핵종 분포가 변하면 기기 반응도가 변화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바. 표시기 및 경보의 형태와 위치, 그에 따른 조치내용, 그리고 경보 설정치를 

초과하여 일단 운전 정지가 발생하면 계통이 적정하게 동작하여 방출이나 공

정이 종료되거나 경로가 전환되는 등 기대하는 조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는 확증.

사. 시료채취관의 세정을 위한 대책, 폐기물수집계통으로 향하는 공정 및 유출물 

부피를 줄이기 위한 대책, 시료채취 및 분석 프로그램(시료채취와 분석의 주



제11.5절                                                     개정 4 - 2014. 12- 3 -

기 포함)의 근거.

아. 감시 기기의 측정값과 시료 분석 결과 및 발전소 운전 사이에 예상되는 상관

관계 및 결과의 해석.

자. 감시 기기 및 시료채취계통의 교정, 정비, 기능 점검과 검사를 위한 절차기술

차. 배치도, 계통도(P&ID), 유출물 배출 또는 방출 지점의 위치와 명칭, 공정 및 

유출물의 흐름도면.

카. 비방사성계통에서 방사성물질이 감시 및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환경으로 방

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 계통과 절차.

3. 운영기술지침서(TS),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ODCM), 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

(REMP)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공정 계획서(PCP)의 기술 범위와 내용.

4. 배관과 장비의 품질등급 구분과 Regulatory Guide(이하 "RG”) 1.143에 부합하도록 

선정된 구분 방법 수립 근거. 고정 설치되는 계통과 스키드에 탑재되는 방사선 감

시 기기 및 시료채취 장비의 설계 및 예상되는 온도, 압력, 제작 재료.

5. RG 1.143에 부합하여 운전 및 정비 편의를 위해 장비와 설비에 적용된 설계 규정.

6. 폐기물의 방사능을 낮추고, 가능한 한 설비오염과 환경오염을 줄이며, 궁극적으로 해

체를 용이하게 함과 아울러 가능한 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설계규정.

7. 여러 기능이 모여 있는 부분을 기술하거나, 장비 및 구성 기기의 설계 특징을 표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정과 폐기물처리계통 및 배출 지점 사이의 연결 부위를 공

유한다.

8. 액체, 기체 및 고체폐기물관리계통 경계 정의; 공정 대상물과 방사성 폐기물을 수집

하기 위해 제공된 설비 계통으로부터 발전소 주변주민피폭선량평가지침에 정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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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바와 같이 환경으로 통제 방출되는 지점까지 또는 RG 1.143에 부합하는 재활

용을 위한 1,2차 계통수 저장탱크 위치까지.

9. 외부 선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료채취 부위는 차폐 박스 안으로 넣거나 시료

채취 부위 가까운 주변 차폐 또는 임시 차폐 물질을 사용하는 설계 고려.

10. 공정과 유출물 흐름을 종료하거나 유로를 전환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포

함하여 방사선 감시와 시료채취 장비에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 검토, 

검증, 타당성 확인 및 감사하는 방법; 대상 소프트웨어는 신청자가 개발하였거나 

외부 구입 또는 기기에 포함된 모든 것을 망라한다.

 

검토연계분야

본 지침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10 CFR 100의 지침에 상당하는 소외 피폭을 유발하는 사고의 진행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설계된 공학적안전설비(ESF)를 작동하는 기기 및 제어 관점에서 공

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을 검토하는 것은 안전심사지침 

7.5절과 13.3절을 적용하여 수행된다.

2.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을 이용하여 사고 조건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의 누설과 

흘림을 통제하며, 공정 폐기물 계통과 유출물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작

업종사자의 방사선피폭을 제한하는 데 적용되는 규정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3.2항, 

12.3-12.4절 및 13.3절을 적용하여 수행된다.

3.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과 방사성폐기물 처리공정 계획서를 연계하여 운영기술지침

서를 검토하는 것은 안전심사지침 16장을 적용하여 수행한다.

4. 품질보증 담당부서는 설계, 건설, 운영단계의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대해 안전심사지

침 17장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담당기술진은 품질을 확인하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품질보증 책임부서에 이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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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의 품질보증 측면을 검토하는 것은 안전심사지

침 17장을 적용하여 수행하며, 공정과 유출물 흐름을 종료하거나 유로를 전환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방사선 감시와 시료채취 장비에 사용되는 컴퓨

터 소프트웨어를 개발, 검토, 검증, 타당성 확인 및 감사하는 데 적용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6. 제한구역 밖에 있는 일반인이 가스나 입자상의 기체 유출물로부터 받는 피폭선량을 

평가하기 위한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에 적용되는 연평균 대기확산인자(X/Q)와 침적

인자(D/Q)의 산출근거를 검토하는 것은 안전심사지침 2.3.5항을 적용하여 수행한다.

7. 공정 및 유출물에서 예상되는 방사선원 항의 산출 근거를 검토하는 것은 안전심사

지침 11.2-11.4절을 적용하여 수행한다.

8. 계통을 보호하고, 안전 정지에 이르게 하는 지진이나 가능한 최악의 홍수 또는 폭

풍 및 폭풍에 날리는 물체와 같은 자연 발생적인 현상으로부터 초래하는 영향을 견

딜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구조물이 내진범주 I에 상응하도록 적용된 설계해석, 절차 

및 기준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3.1항, 3.3.2항, 3.4.2항, 3.5.3항, 3.7.1항 - 

3.7.4항, 3.8.4항 및 3.8.5항을 적용하여 수행한다.

9. 구조물과 계통 구성 기기에 대한 내진범주 및 품질등급 구분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

심사지침 3.2.1항 및 3.2.2항과 RG 1.143을 적용하여 수행한다.

10. 음용수와 위생용수 계통을 보호하는 설계 특성과 기기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2.4

항을 적용하여 수행한다.

1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 원자력안전위원

회고시 제2012-29호,“방사선 방호등에 관한 기준”의 제4조와 제7조 및 [별표 3]에

서 요구되는 작업종사자 피폭선량 제한 값을 만족하는 것이 보증될 수 있도록 계통

의 설계와 운전에 반영된 RG 8.8과 RG 8.10 의 ALARA 규정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

은 안전심사지침 12장을 적용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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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한 허용기준 및 검토 절차는 검토 연계분야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

어 있다.

Ⅱ.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 원자로시설에

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정상운전⋅예상운전과

도 및 사고조건에서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걸쳐서 1차 냉각재 방사성물질의 농도, 

2차 냉각재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격납용기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배기통의 출구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서의 배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배수구 또는 이에 근접하

는 곳에서의 배수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방사선관리구역 안의 방사선량률, 원자로시

설 제한구역경계에서의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방사선량률을 감시할 수 있는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 격납건물 및 

관련계통은 설계에 고려되는 모든 사고조건에 대하여 격납건물 외부로의 방사성물

질 누설이 최소화되도록 누설 밀봉 방호벽기능을 갖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제한치 

이상으로 방사능이 외부환경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뢰성 있게 격납

건물을 외부환경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 원자로시설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발생되는 기체 및 액체방사성 유출물

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제한하여

야 하는 경우에도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내

에 방사성물질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있어야 한다. 제한구역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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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수중 및 공기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정하는 배출관리 

기준의 제한치 이하가 되도록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원자로

시설에서 발생되는 액체 또는 기체 방사성폐기물은 배수구 또는 배기구외의 곳에서 

방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방사선방호설비) :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방사선준위를 낮출 필요가 있는 곳에는 차폐설비를 갖춰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경보장치 등) : 원자로시설에는 배

기통의 출구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서의 배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배수구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서의 배수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방사선관리구역 안의 방사선

량률이 현저하게 상승한 때에 이들을 검출하여 자동적으로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또한, 1차 냉각계통 및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에 관련되는 주요 

기기들의 작동상태를 나타내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 (방사선방호의 최적화) : 원자로시설

의 설계 시에는 종사자 및 외부주민이 받게 될 예상피폭선량을 평가하여 운전 상태

에서 예상되는 방사선피폭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한 적합한 방안이 고려되

어야 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 발전

용원자로운영자는 안전 관련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 및 성능을 설계시 

가정하고 의도한 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의 중요도를 고려한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는 정해진 주기마다 

검정⋅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 : 발전용원

자로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방사성폐기물 및 유출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방사성유출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에는 방사성유출물의 환경배출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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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발전소 주변주민피폭선량평가, 방사성유출물 감시설비의 운영, 액체 및 기체 유

출물에 대한 시료채취분석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일 발전용원자로 및 동일 부

지 내 다수의 발전용원자로 운영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 유출물에 의한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선량이 환경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정하는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9.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9호,“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 · 

평가 기준”

1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0호,“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 특성에 관

한 조사 · 평가 기준”

1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5호,“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

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1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9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13. 10 CFR 20.1302 및 10 CFR 20.1301(e) : 제한구역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성유출물

의 감시와 관련

14. 10 CFR 50.34a :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을 10 CFR 50 Appendix I에 제시된 

수치내로 통제하기 위해 적용되는 장비 설계 및 절차와 관련

15. 10 CFR 50.36a : 제한구역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방출이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유지되는 것을 보증할 수 있도록 10 CFR 50.34a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계

통내에 설치되는 장비 및 운영절차와 관련

16. 10 CFR 50 Appendix I : 10 CFR 50.34a의 요건과 제한구역 외부로 방출된 방사성

유출물이 ALARA를 유지토록 규정한 10 CFR 50.36a의 요건을 만족하는  설계목표

를 위해 제시된 수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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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0 CFR 20.1406 : 가능한 한 설비오염과 환경오염을 줄이며, 궁극적으로 해체를 

용이하게 함과 아울러 가능한 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설계 및 운영

절차에 관련

18. General Design Criteria (이하 “GDC”) 60 : 액체, 기체 및 고체폐기물관리계통으

로부터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유출물을 관리하는 것과 이 계통들이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발생되는 기체 및 액체방사성 유출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

도록 설계되는 것과 관련

19. GDC 63과 GDC 64 : 액체, 기체 및 고체폐기물관리계통을 설계할 때 공정의 방사

선 준위와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유출물을 감시하는 것과 정상운전 및 예상운

전과도시 방사성물질의 누설과 흘림을 감시하는 것에 관련

20. 10 CFR 50.34(f)(2)(xvii)와 10 CFR 50.34(f)(2)(xxvii)은 사고 조건시 방사성유출물이 

방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로를 감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GDC 63과 GDC 64에 

규정된 요건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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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유출(방사성계통과 연결된 통로를 통해 비방사성계통 오염 

발생 포함)과 관련하여 기기 및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것과 정상 배출되는 경로뿐 

아니라, 비정상 누설로 인한 잠재적인 방출 경로까지 포함한 모든 경로에서 시료채

취 및 분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및 GDC 64와 10 CFR 50.34(f)(2)(xvii) 및 10 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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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4(f)(2)(xxvii)에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계통설계는 RG 1.21 (규제방침 

C와 Appendix A), RG 1.97(규제방침 C와 표 1 또는 표 2, 적용 가능한 것) 그리고 

RG 4.15 (규제방침 C), RG 1.33 (Appendix 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RG 1.97을 

적용함에 있어 추가적인 지침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7-10을 통해 주어진다.

 

가. 기체 및 액체 공정 또는 유출물의 배출 지점은 본 지침의 <표 1>과 <표 2>에 

따라서 감시하고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나. 탱크에 수집된 액체 및 기체폐기물은 RG 1.21에 따라서 매 방출 전에 일정량

의 시료가 배치방식으로 채취되어야 한다.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터빈건물이나 

공정처리를 거친 액체폐기물을 수집하는 옥외 탱크에 통기공이 있는 개방형 

구조물에 대해서는 기체유출물의 연속감시가 요구되지 않는다. 감시 또는 배

치방식 시료채취가 용이하지 않은 액체 및 기체유출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

은 대표시료채취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제공되어야 한다.

 

1) 최소한 2개의 시료수집탱크를 갖춘 연속 비례시료채취계통 : 이 계통은 유

출물 방출량과 시료 수집 양 사이에 수립된 고정 비율로 시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최소한 2개의 시료수집탱크를 갖춘 주기적인 자동 그랩 시료채취계통 : 이 

계통은 유출물 방출량에 비례하는 비율로 일정부피의 시료가 수집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기체유출물중 불활성기체를 제외한 방사성물질에 대해서는 교체가능한 입자

여과기 및 방사성옥소 흡착제를 갖춘 연속시료채취계통을 사용해야 한다. 

이 계통은 ANSI/HPS N13.1-1999 (또는 KEPIC NRB 6000)에 따라 설정된 유량

으로 대표시료를 자동적으로 채취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간헐적으로 운전되는 유출물 배출 지점에 대해서는 배출구에 유량이 형성될 

때마다 유출물 방출량과 시료채취 수집 양 사이에 수립된 고정 비율로 자

동적인 시료채취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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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기적인 시료채취 및 분석의 빈도와 방사선학적인 분석의 형태를 상기의 

모든 시료별로 운영기술지침서에 규정해야 한다.

2. 방사성폐기물 공정계통에 기기 및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것과 주기적 또는 연속적

인 시료채취와 분석에 대한 규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계통과 관련하여 

과도한 방사선준위 검출 및 적절한 안전조치 시행에 대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2조, 제38조 및 GDC 60, GDC 63에 규정된 요건을 만

족하기 위해서 계통설계는 본 지침의 부록 11.5-A, RG 1.21(규제방침 C, 적용 가능

한 것), RG 1.97(규제방침 C와 표 1 또는 표2, 적용 가능한 것), RG 4.15(규제방침 

C), RG 1.33 (Appendix 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RG 1.97을 적용함에 있어 추가

적인 지침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7-10을 통해 주어진다.

가. 방사성 공정 유체 및 탱크 내용물로부터 대표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보증될 

수 있도록 규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액체폐기물 수집탱크 또는 시료시험탱크

의 재순환 펌프는 8시간에 최소한 탱크 용량 2배 비율로 내용물을 재순환시

킬 수 있어야 한다. 기체 및 액체 공정 유체 시료에 대해서는 시료채취관의 

세정 및 시료관내에 방사성물질 부착잠복 (plate-out)을 줄이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덕트(duct) 및 연돌(stack)에서 기체시료채취 규정은 

ANSI/HPS N13.1-1999 (또는 KEPIC NRB 6000)와 일치해야 한다.

나. 가능한 한, 공정 폐기물 유체로부터 시료를 수집하는 행위는 안전심사지침 

9.3.2항과 10 CFR 20.1406에 따라서 누설, 흘림 및 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방

사선량을 줄일 수 있도록 집중된 시료채취장에서 수행하도록 규정이 마련되

어야 한다.

다. 원래의 계통 또는 적절한 폐기물 처리계통으로 시료 유체를 회귀시키는 규정

이 수립되어야 한다.

3. 필수 보조 또는 부속 설비, 기기와 방사선/능 감시 및 시료채취계통에 적용된 특별

한 설계 특징, 공정 및 유출물 분석 등 각 항목에 대한 행정적 절차적인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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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련되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공정계통 및 유출물 방출 경로와 관련하여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2조, 제38조, 제63조, 제66조 및 GDC 

63, GDC 64 (10 CFR 50.34(f)(2)(xvii)와 10 CFR 50.34(f)(2)(xxvii)에 규정된 요건 포

함)에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계통설계와 행정적 절차적인 관리의 수행은 

본 지침의 부록 11.5-A와 RG 1.21(규제방침 C), RG 4.15(규제방침 C) 및 RG 1.33 

(Appendix 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기기, 시료채취 및 감시 규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료채취빈도, 요구되는 분석항목, 기기 경보/정지 설정치, 교정과 민감도 및 

저준위 방사능 분석을 위한 복합시료의 준비 규정은 RG 1.21, RG 1.33 및 

RG 4.15를 준수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시료채취빈도 및 요구되는 분석항목

은 방사성유출물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나. 전 베타-감마 측정, 전 알파 측정, 핵종별 분석 및 기타의 일상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필수 기기와 설비에 대한 규정은 RG 1.21, RG 1.33 및 RG 4.15를 

준수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다. 일상적인 기기 교정, 정비 및 검사를 수행하는 규정은 RG 1.33 및 RG 4.15를 

준수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기기 교정 절차는 발전소 운전 상태(즉, 정상운

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 후 조건)에 따라 방사성핵종 분포가 변하면 기기 

반응도가 변화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상기 행위의 수행 빈도는 방사성유

출물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유출물 격리능력 상실이나 

공정계통 개방 없이 기기 또는 시료채취 장비를 교체하거나 제염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 자동조절기능을 갖춘 격리밸브, 댐퍼 또는 우회밸브는 고장 시에 닫힌 상태 

또는 안전 위치에 있어야 한다. 격리밸브, 댐퍼 또는 우회밸브를 동작하는 자

동조절기능의 작동 설정치는 방사성유출물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되

어야 한다. 기기 경보나 계통 작동 설정치를 수립하는 기술적 근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시해야 한다.



제11.5절                                                     개정 4 - 2014. 12- 13 -

1) 액체 유출물에 대해서는 소내 희석인자와 배출지점을 넘어 제한구역경계 및 

최근접 주민 거주 위치에서 희석인자

2) 발전소 연돌이나 건물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가스 및 입자상 유출물에 대해

서는 제한구역경계 및 소외 주민 거주 위치에서 대기확산인자(X/Q)와 침적

인자(D/Q)  

마. 자동방출 종료 또는 우회 배출을 위한 비공학적안전설비 관련 규정은 본 지

침의 부록 11.5-A의 설계 지침을 준수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공학적안전설

비의 자동방출 종료 또는 우회 배출 규정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6절 및 13.3

절에 따른다.

바. 공정과 유출물 흐름을 종료하거나 유로를 전환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를 포함하여 방사선 감시와 시료채취 장비에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 검토, 검증, 타당성 확인 및 감사하는 방법; 대상 소프트웨어는 신청자

가 개발하였거나 외부 구입 또는 기기에 포함된 모든 것을 망라한다.

4. 가상한 사고 시에 기체유출물 방출 경로로 인식되는 모든 지점에서 감시 기기, 시

료채취 및 시료분석에 대한 규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잠재적인 기체유출물 방출경

로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3조, 제32조와 제

38조 및 GDC 64, 10 CFR 50.34(f)(2)(vxii)와 10 CFR 50.34(f) (2)(vxxii) 요건을 만족

하기 위해서 계통설계는 NUREG-0718과 NUREG-0737(II.F.1 항목과 부록 1, 2), 본 

지침의 부록 11.5-A, RG 1.97(규제방침 C)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RG 1.97을 적용

함에 있어 추가적인 지침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7-10을 통해 주어진다. 또한, 기체 

폐기물 수집 및 공정 계통은 안전심사지침 9.3.2, 11.3 및 13.3에서 참조된 지침과 

아울러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행정적인 관리와 절차는 효과성 측면에서 부주의 또는 사고로 인한 방사성 

가스 및 입자상 유출물 방출이 최소화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나. 가스 및 입자상 방사성 유출물 감시기는 사전 적용된 설정치를 초과하는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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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방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방출을 종료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가상한 사고 시에 액체유출물 방출 경로로 인식되는 모든 지점에서 감시 기기, 시

료채취 및 시료분석에 대한 규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잠재적인 액체유출물 방출경

로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3조, 제32조와 제

38조 및 GDC 64, 10 CFR 50.34(f)(2)(vxii)와 10 CFR 50.34(f)(2)(vxxii)의 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또한, 액체 폐기물 수집 및 공정 계통은 안전심사지침 9.3.2항, 11.2절 및 

13.3절에서 참조된 지침과 아울러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행정적인 관리와 절차는 효과성 측면에서 액체 방사성 유출물이 부주의 또는 

사고로 인해 방출되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나. 액체 방사성 유출물 감시기는 사전 적용된 설정치를 초과하는 유출물 방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방출을 종료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Ⅲ.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제시한 절차 가운데서 특정한 입장에 적합할 것으로 여겨지는 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허용기준과 차

이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자는 신청자가 대체하여 제시한 사항들이 어떻게 상기 II절

에서 기술한 관련 허용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청자가 수행한 평가를 검

토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와 안전심사지침 11.1절-11.4절 및 12.3절-12.4절의 참고 자료에 포함

된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의 설계 특징을 묘사하는 정보

는 RG 1.70 또는 1.206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검토된다. 

  

1.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공정 및 유출물 감시기의 목록과 안전심사지침 11.2절-11.4절

에서 확인된 주요 배출 지점을 비교하여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가상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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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도 모든 주요 공정 유체와 배출 지점이 계속 감시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비교 검토되는 방사선 감시계통은 설비 안전과 보호를 위한 주기기, 설비 운전 상

태 감시를 위한 주기기, 제한구역 외부로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 유출물 감시 및 

통제를 위한 주기기, 설비 부 계통들 사이 연결부위에서 누설을 감시하는 기기로 

구분된다. 덧붙여 방사성 계통과의 연결부를 통해 오염될 수 있는 비방사성계통을 

감시하는 것을 검토한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가. 기기의 유형과 수량, 기기 채널 수량, 프로브와 검출기 및 시료채취 지점의 

위치, 공정 및 유출물 시료채취장. 이러한 시료 채취 및 감시 위치를 결정하

는 근거는 액체와 기체의 공정 및 유출물로부터 적합한 방사성물질 시료를 

취득하는 일반적인 원리 및 기준과 비교되어야 한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

스 및 입자상 시료채취 장비에 적용된 방법과 기구를 고려해야 하며, RG 

4.15와 ANSI N42.18-2004 및 ANSI/HPS N13.1-1999에 포함된 닥트 및 연돌에

서의 시료채취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나. 채취되는 시료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비 설계 특성, 도면, 배관 및 

시료채취 방법 설명을 RG 1.21, 1.143, 4.15 및 ANSI N42.18-2004, ANSI/HPS 

N13.1-1999의 지침과 비교 검토한다.

     다. NUREG-0017 모델과 RG 1.112를 이용하여 공정 및 유출물의 방사능준위 및 

방사성핵종 농도에 대해 예상되는 수준을 검증하는 독립적인 평가가 검토 과

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검토자는 시료채취 주기, 요구되는 분석 유형, 감시 기기의 민감도와 측정범

위를 RG 1.21 및 1.97에서 권고된 값과 비교한다. 또한, 검토자는 신청자의 

감시 기기 제원과 성능 기준을 ANSI N42.18-2004와 본 지침의 부록 11.5-A에 

제시된 내용과 비교한다. RG 1.97을 적용함에 있어 추가적인 지침은 안전심

사지침 부록 7-10을 통해 주어진다.

     마. 액체와 기체폐기물 처리계통의 계통도 검토에서 검토자는 명확하게 확인된 

방사성물질 배출 지점에서 사전에 정해진 경보 준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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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방출을 종료하는 규정이 수립되어 있음을 검증한다. 자동적으로 방출을 

종료하는 기능을 갖춘 기기에 대한 규정은 본 지침의 부록 11.5-A에 기술된 

설계지침과 비교한다.

     바. 검토자는 계통도에 나타나 있는 감시기의 위치, 배열된 시료채취 위치를 평

가하며, 운전원이 계통 성능과 운영기술지침서에 명시된 배출 제한 값을 만

족하는 유출물 배출에 대한 기기 반응을 알게 되는 매체로서 안전성분석보고

서 7장에서 논의된 판독기, 표시기, 경보기를 평가한다.

     사. 검토자는 제시된 교정 방법(즉, 전자기기와 국가표준에 소급하는 표준방사선

원을 사용)과 교정 주기를 RG 1.21, 1.33 및 4.15에 명시된 지침과 비교한다. 

기기 교정 절차는 발전소 운전 상태(즉,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 후 

조건)에 따라 방사성핵종 분포가 변하면 기기 반응도가 변화될지 여부를 고

려해야 한다.

     아. 검토자는 공정과 유출물 흐름을 종료하거나 유로를 전환하는 데 사용되는 소

프트웨어를 포함하여 방사선 감시와 시료채취 장비에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

트웨어에 대한 검증성과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체계가 존재하

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 평가의 대상 소프트웨어는 신청자가 개발하였거나 

외부 구입 또는 기기에 포함된 모든 것을 망라한다.  

     자. 유출물 격리능력 상실이나 공정계통의 개방 없이 탱크나 예비 처리계통으로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기 또는 시료채취 장비를 교체하거나 제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차. 검토자는 특별한 계통설계 특성의 사용, 적용 가능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

의 의존, 규제기관의 지침을 초월하는 기술적 근거로 적용된 안전성분석보고

서 참고 자료를 사안별로 검토한다.

 2. 검토자는 운영허가 단계에서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기기와 시료채취계통

에 대해 신청자가 제출한 방사성유출물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한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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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방사성유출물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이 원자력안전

위원회고시 제2013-49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명시된 소외 주

민 개인최대피폭에 대한 수치적 지침 선량;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9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및 [별표 3]에 명시된 유출물 농도 제한; 원

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모든 방사선과 방

사능에 기인한 총 피폭선량 평가와 같은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운

영기술지침서의 유출물 관련 사항 작성 형태와 내용은 Generic Letter (이하 

“GL”) 89-01과 NUREG-1301과 NUREG-0133의 지침, 방사선학적 평가 안전심사

지침 부록(Revision 1, November 1979), RG 1.21, 1.33, 4.1, 4.8, 4.15의 요건과 일

관성이 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운영관련 문서를 평가한다.

  가. 운영기술지침서 - 공정 및 유출물 관리를 위한 운영기술지침서의 검토는 안

전심사지침 16장과 표준 유출물 관리 계획을 위한 본 지침 해당 부분을 검토

하는 입력 관점에서 수행된다. 검토자는 운영기술지침서의 행정적인 관리부분

에서 확인된 프로그램의 내용과 적용범위가 직원들의 검토 결과로 확인된 요

건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운전 또는 통제를 위한 적절한 제한 조

건과 수립근거는 발전소 설계를 반영하며,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운영기술지

침서의 유출물 관련 사항을 검토할 때 검토자는 다음 사항이 기술되어 있는

지 여부와 앞서 액체 및 기체 유출물에 대해 정리한 법령 및 관련규정의 요

건과 지침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점검 요건과 관리; 방사선 감시기

와 시료채취 장비의 운전 조건; 운전 채널의 적정 수; 채널점검, 선원점검, 채

널교정 및 채널 기능점검 수행과 주기; 운전채널의 수와 가용성이 최소 요구 

수준을 만족할 수 없을 경우 조치사항과 복구에 대한 처리; 연속배출과 배치

배출에서 그랩시료와 복합시료를 채취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시료채취와 분석 

프로그램; 유출물 범주별 또는 핵종별, 방사선학적인 분석 유형별로 최소검출

수준 도출에 대해서 검토한다. 운영기술지침서의 행정적 관리 부문에서 확인

된 프로그램과 유출물 관리 항목은 GL 89-01과 NUREG-1301 규정을 적용하

여 검토한다.

  나.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 - 액체 및 기체 유출물 배출로 인해서 일반 주민에 

미치는 소외 피폭방사선량을 계산하기 위해 기술된 방법론과 매개변수들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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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리한 법령 및 관련규정의 요건과 지침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해서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을 검토한다.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의 상세한 

절차와 프로그램 요소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0호,“자로시설 부

지의 수문 및 해양 특성에 관한 조사 · 평가 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9호,“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 · 평가 기준”, 원자

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9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와 NUREG- 

1301과 NUREG-0133의 지침을 근거로 수립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

시 제2012-20호,“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 특성에 관한 조사 · 평가 

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9호,“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 · 평가 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9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와 RG 1.109와 1.111 또는 1.113의 지침과 적절한 컴퓨터 코

드를 활용하는데 부합하는 피폭방사선량 계산 방법을 기술해야 한다.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은 1) 모든 액체 및 기체 배출지점과 유출물 배출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방사선/능 기기의 유형과 위치를 확인, 2) 매

개변수와 유출물 배출율과 설정치, 소내와 배출지점 너머에서 액체유출물 희

석인자, 가스 및 입자상 유출물의 대기확산인자(X/Q)와 침적인자(D/Q)를 도출

하는데 적용한 수치의 정당성을 기술, 3) 액체 저장 탱크의 제원과 용인되는 

최대 방사능 준위 및 탱크로부터 흘림과 누설에 대비하는 방호대책을 기술, 

4) 소외 피폭방사선량 평가 대상의 위치와 연도별 토지이용 현황 조사결과를 

통한 평가자 선정 근거를 확인, 5) 폐기물처리계통의 운전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폐기물처리계통 운전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거나 월별, 분기별, 연도별 

선량을 평가하는 등 피폭방사선량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기술, 6)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 이행과 관련한 행정적, 운영적인 절차를 정립해야 한

다.

검토과정을 통해서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 이행을 견지하는 품질보증과 품

질관리 프로그램 및 절차를 기술하는 것, 연도별 방사성 유출물 배출 보고서

에 포함되는 정보를 기술하는 것, 규제 당국에 제출하는 보고서 요건 목록을 

기재하는 것,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과 보조절차를 변경하고 변경 사항을 문

서화하는 절차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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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 - 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 검토를 통해서 

기체 및 액체 유출물 배출로 인한 발전소 주변 환경의 방사선/능과 탱크, 장

비 및 건물에 있는 방사성물질 발생원에 기인하는 직접적인 외부 방사선을 

감시하고 계량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은 앞서 정리한 법령 및 관련규정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실증한다. 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의 상세 절차와 프로그램 항목은 원자

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5호,“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

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및 NUREG-1301, 방사선학적 평가 안전심사

지침 부록 (Revision 1, November 1979), RG 1.21, 4.1, 4.8, 4.15의 지침에 근

거해야 한다.

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은 환경 매개 및 관련한 피폭경로에 예상되는 방

사성핵종 분포와 농도를 대표하는 환경시료를 감시하고, 채취하며, 분석하는 

과정과 방법을 기술해야 한다. 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은 환경시료의 유

형, 개수, 채취 위치, 시료의 양과 무게, 시료채취와 분석 주기를 명확하게 해

야 한다. 시료의 유형은 소와 염소의 우유 및 우유 가공 제품, 지표수 및 지

하수, 물고기와 무척추 동물, 육류와 가금류 및 육가공 제품, 과일과 채소, 잎

을 먹는 채소, 곡식, 기타 지역 특산 먹을거리, 퇴적물과 흙, 공기 등을 포함

해야 한다. 참조 시료채취 장소를 포함한 시료채취 위치와 시료 유형을 선택

하는 것은 피폭경로상의 변화를 인지하고 그러한 변화를 프로그램에 반영하

는 것이 보증될 수 있도록 연간 토지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직접적인 외부 방사선을 평가할 때, 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

에서 탱크와 장비, 폐기물 저장 건물 등 방사선/능의 발생원을 확인하고, 각 

위치별로 적용하는 측정방법의 유형과 부지 경계에 제일 근접한 방사선피폭 

발생 가능 장소를 포함하여 발전설비 둘레에 있는 감시 장소를 확인해야 한

다. 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은 예상하는 모든 방사성핵종과 환경시료 및 

외부 방사선 감시 방법에 대한 검출한도와 보고준위를 정의해야 한다. 검토 

과정에서 품질보증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환경시료의 방사능 측정 정확성과 정

밀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분석실간 상호 비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기술

하는 정보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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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 검토는 1) 프로그램 이행과 관련한 행정적 운영

적인 절차, 2) 프로그램 이행을 견지하는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프로그램과 절

차의 기술, 3)연간 환경방사선 관련 운전 보고서에 포함되는 정보의 기술, 4) 

규제 당국에 법적으로 제출하는 보고서 요건의 목록, 5) 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과 보조절차를 변경하고 변경 사항을 문서화하는 절차를 평가한다.

GL 89-01과 NUREG-1301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면 방사성폐기물 처리공정 계

획서과 주변주민피폭선량평가지침에서 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의 상세한 

절차와 프로그램을 통한 제어 내용을 어디에서 기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환

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 검토는 본 안전심사지침을 검토하는 일부로 수행

된다. 

  라. 방사성폐기물 처리공정 계획서 - 방사성폐기물 처리공정 계획서 및 관련한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하여 모든 규제 요건을 확인하고 있는 지, 규

제지침을 따르고 있는 지, 적절한 운영상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GL 89-01과 NUREG-1301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면 방

사성폐기물 처리공정 계획서의 상세한 절차와 프로그램을 통한 제어 내용을 

어디에서 기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방사성폐기물 처리공정 계획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1.4절 또는 본 지침 검토의 일부로서 수행될 수 있다. 안전심

사지침 11.4절은 방사성폐기물 처리공정 계획서의 검토와 평가를 기술해야 

하고, 허가된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으로 운송할 방사성폐기물을 취급, 처

리(예; 수분제거, 고화, 압축), 규명, 포장 및 선적하는 것과 관련한 규제 요건

을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3.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 검토를 통해 설계에 시료의 

수거, 처리, 저장 행위와 관련한 누설과 흘림을 방지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RG 1.143의 지침과 10 CFR 20.1406의 요건에 부합하는 스키드 탑재 감시

기와 시료채취 장비의 운영을 확인한다.

   폐기물의 방사능을 낮추고, 가능한 한 설비오염과 환경오염을 줄이며, 궁극적으로 

해체를 용이하게 함과 아울러 운전원의 과오나 처리 장비의 작동 실패 또는 오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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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의 운영으로 인해 추

가적인 폐기물 발생이 가능한 한 최소화되도록 하는 설계 특성을 기술하는 정보를 

검토한다.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9호,“방사선 방호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의 환경

방사선 표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검토과정을 통해서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

침이 단일시설 또는 복수시설이 있는 부지로부터 일반인에게 피폭을 초래하는 잠재

적 기여 요소인 모든 방사선/능의 발생원을 평가하는 적절한 방법론을 포함하고 있

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폐기물처리건물, 폐기물저장건물, 폐기물저장탱크, 폐기물 

임시저장구역 등으로부터 받는 외부 방사선피폭과 방사성물질로부터 받는 방사선피

폭 총량을 평가하는 방법에 집중하여 검토한다. 방사선원항과 액체폐기물관리계통, 

기체폐기물관리계통 및 고체폐기물관리계통 운영과 관련한 액체 및 기체 유출물로

부터 받는 피폭선량은 안전심사지침 11.2절-11.4절을 통해 평가한다. 건물 및 격리

된 방사성물질로부터 받는 외부 방사선피폭은 안전심사지침 12.3절-12.4절을 통해 

평가한다.

           

5. 운영 프로그램 -  검토자는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프

로그램에서 유출물 관련 운영기술지침서,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 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의 관점이 충분하게 기술된 것과 이행 계획이 보장되고 있는 것을 확

인한다.

       

Ⅳ.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

거를 포함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의 설계는 공정과 유출물의 유체

를 감시하고, 액체폐기물관리계통과 기체폐기물관리계통 및 고체폐기물관리계통 운영

과 관련한 방사성물질의 배출을 통제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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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다. 설계는 적합하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3조, 제

32조, 제34조, 제38조, 제46조, 제63조, 제66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9

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제요건, 10 CFR 20.1301과 10 

CFR 20.1302, 10 CFR 20.1301(e), 그리고 10 CFR 20.1406의 요건과 10 CFR 50.34a, 10 

CFR 50.36a, 10 CFR 50.34(f)(2)(xvii)와 10 CFR 50.34(f)(2)(xxvii)의 요건, 10 CFR 50 

Appendix Ⅰ의 요건 및 GDC 60, 63과 64의 요건을 만족한다.

이 결론은 다음 사항에 근거한다.

1.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액체, 

기체 및 고체폐기물 처리공정과 유출물의 유체를 대상으로 방사능을 감시하고 시료

를 채취하는 기기를 포함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및 GDC 64와 10 CFR 50.34 (f)(2)(xvii)및 10 CFR 50.34(f)(2)(xxvii)의 요건을 기준으

로 방사성계통과의 연계로 인해 방사성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비방사성계통을 포함

하여, 감시 대상으로 합리적인 모든 공정 유체와 유출물 배출 지점에서 감시와 시

료 채취를 위해 수립된 규정을 평가하였다.

2.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2조, 제38조 및 GDC 60에 따라 유출물 배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고, 방출을 통제하는 기능을 확보하고 있다. 방사성폐기

물 처리공정 계획서에 따라 액체, 기체 및 고체폐기물 처리 공정의 유체를 감시하

고, 시료 채취하는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66조 

및 GDC 63과 부합한다. 공정 및 유출물 시료의 채취, 시료 분석 수행, 분석프로그

램 수립에 대한 규정은 일상적인 발전소 운전과 예상운전과도 상태에 대한 RG 

1.21, 1.33, 4.1, 4.8 및 4.15의 지침과 부합한다.

3. 가상한 사고 시에 공정과 유출물의 감시 및 시료채취, 시료분석 수행, 분석프로그램 

수립에 대한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및 10 CFR 

50.34(f)(2)(xvii)와 10 CFR 50.34(f) (2)(xxvii) 요건과 RG 1.97, 본 지침의 부록 11.5-A

의 지침을 준수하며, 안전심사지침 13.3절과 7.5절에서 수행한 검토와 평가를 감안

했다. 신청자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7-10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청에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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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RG 1.97의 특정 개정판을 확인하였다.

4. 검토 과정에서 부지 개략도에 나타낸 계통도, 공정 흐름도면, 액체와 기체 및 고체 

계통에 설정된 시료채취 위치 설명, 지역별 환기계통, 유출물 배출 지점 대비 감시 

위치와 시료채취 위치를 검토하였다.

5.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에 대한 신청자의 품질보증 규

정, 계통 구성 제품에 적용된 품질등급, 계통을 보호하는 구조물에 적용된 내진범주

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계통과 계통을 보호하는 구조물의 설계는 RG 1.143의 지침

을 만족한다. 품질보증 프로그램의 항목은 RG 1.21, 1.33, 4.1, 4.8, 4.15; GL 89-01; 

방사선학적 평가 안전심사지침 부록 (Revision 1, November 1979); NUREG-1301과 

NUREG-0133의 지침과 부합한다.

6. 폐기물의 흘림, 누설 및 부주의한 탱크 넘침으로 인한 방사성물질 방출을 통제하는 

기능, 비방사성계통의 오염방지 기능, 방사성물질이 통제되지 않고 감시되지 않은 

상태로 환경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음용수와 위생수 계통에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 확보를 위해서 신청자의 설계에 반영된 규정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가 제시한 대책은 RG 1.143의 지침과 GDC 60 및 64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7. 행정적 프로그램인 운영기술지침서,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 방사성폐기물 처리공

정 계획서 및 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0

호,“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 특성에 관한 조사 · 평가 기준”, 원자력안

전위원회고시 제2012-19호,“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 · 평가 기

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5호,“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와 GL 89-01과 방사선학적 평가 안전심사지

침 부록 (Revision 1, November 1979)의 요건, NUREG-1301과 NUREG-0133의 지침, 

RG 1.21, 1.33, 4.1, 4.8, 4.15의 지침에 부합한다.

8. 방사선/능 발생원과 이로 인해 일반인에게 미치는 피폭선량을 검토했다. 건물과 저

장탱크 등으로부터 받는 외부 피폭, 액체 및 기체 유출물로 인한 피폭, 단일시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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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복수시설이 있는 부지로부터 일반인에게 피폭을 초래하는 모든 방사선/능의 발

생원으로 인한 피폭을 포함한 연간 총 방사선피폭선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29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의 환경방사선 표준에 부합한다.

9. 신청서는 설비의 설계와 운영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가능한 한 설비오염과 환경오염

을 줄이며, 궁극적으로 해체를 용이하게 함과 아울러 가능한 한 폐기물 발생을 최

소화하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10 CFR 20.1406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10. 신청서에는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프로그램에서 유

출물 관련 운영기술지침서,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 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

의 관점과 이행 계획이 기술되어 있으며, 운영 프로그램과 이행에 관한 허가조건

으로 포함된다. 신청서는 [특정 프로그램]과 [특정 규정]을 만족하는 이행 계획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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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체유출물 감시 및 시료채취 규정

번호 공정/계통

감시규정 시료채취규정

공정감시 유출물감시 공정감시 유출물감시

Conti ACFj Conti Grabk Grabk Contl

1 폐기체 저장계통a NG NG (NG) (NG, H3) (I)

2 복수기 공기제거계통b NG - (NG) I (NG, H3) (I)

3 배기 및 연돌 방출 계통c - - NG H3 (I)

4 격납건물배출계통d NG NGm (NG) I (NG, I, H3) (I)

5 보조건물 환기계통 - - (NG) I (NG, H3) (I)

6 핵연료저장지역 환기계통e (NG) NGm (NG) I (NG, H3) (I)

7 방사성폐기물 지역 배기계통 - - (NG) I (NG, H3) (I)

8 터빈밀봉 복수기 배기계통 - - (NG) I (NG, H3) (I)

9
기계식진공펌프 배기

(호깅 계통)
- - (NG) I (NG, H3) (I)

10 증발기 배기계통 - - (NG) I (NG, H3) (I)

11
전처리 액체방사성폐기물

탱크 배기체 계통
- - (NG) (I) (NG, H3) (I)

12
세정탱크 및 증기발생기 

취출수 배기계통
- - (NG) I (NG, H3) (I)

13
가압기 및 붕산회수 

배기계통
- - (NG) I (NG, H3) (I)

14
폐기물 압축기, 분쇄기 등 

(고정형 또는 이동형)
R - I I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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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액체유출물 감시 및 시료채취 규정

번호 공정/계통

감시규정 시료채취규정

공정감시 유출물감시 공정감시 유출물감시

Conti ACFj Conti Grabk Grabk Contl

1
액체방사성폐기물

(배치) 방출계통
(R) R R S&A S&A, H3 -

2
액체방사성폐기물

(연속) 방출계통
R R R - S&A, H3 S&A

3 소내용수계통 - - (R) - S&A, H3 S&A

4 기기냉각수계통f (R) (Rm) (R) S&A S&A, H3 (S&A)

5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처리계통g
(R) (R) (R) S&A (S&A, H3) (S&A)

6
기기 배수 및 바닥배수

수집․처리계통h
- (R) (R) - (S&A, H3) (S&A)

7
상분리장치

배수 및 저장계통
- (R) (R) - (S&A, H3) (S&A)

8 화학폐액 및 재생폐액 계통 - (R) (R) - (S&A, H3) (S&A)

9
실험실 및 시료채취계통 

폐액 계통
- (R) (R) S&A (S&A, H3) (S&A)

10 세탁 및 제염폐기물 계통 - (R) (R) - (S&A, H3) (S&A)

11
폐수지슬러리, 고화 및 장입 

배수계통
(R) - (R) - (S&A, H3) (S&A)

12
액체방사성폐기물 탱크

(건물 외부)
- - (R) S&A (S&A, H3) -

13 우수 및 지하배수 계통 - - - - (S&A, H3) (S&A)

14 원자로건물 내 탱크 및 섬프 - (R) (R) - (S&A, H3) (S&A)

15 붕산회수계통 액체유출물 - (R) (R) - (S&A, H3) (S&A)

16
증기발생기취출수 (배치) 

액체유출물계통
(R) R R S&A (S&A, H3) (S&A)

17
증기발생기취출수 (연속) 

액체유출물계통
(R) R R - (S&A, H3) (S&A)

18
2차냉각재 처리폐액 및 
터빈건물 배수계통

- (R) (R) - (S&A, H3) (S&A)

19
비오염폐액 및 터빈건물 

청정배수계통
- - - - (S&A, H3) (S&A)

20 역삼투압계통 R R R S&A (S&A, H3) (S&A)

21
이동형 액체 및 수분함유 

폐기물 처리계통
R R R S&A (S&A, H3)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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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표 1 및 표 2

a - 배기체 저장탱크계통, 상층기체 감쇄계통, 지연배관 및 탱크 등

b - 주복수기 증기추출계통, 기계식 진공펌프계통 등

c - 독립적으로 고정 설치된 연돌, 건물 배기, 계통배출, 공정배기, 환기계통 배기 등

d - 격납건물 방출계통, 격납건물 정상배출, 격납건물 저체적배출, 격납건물 누설시험

계통, 세정배기 등

e - 만일 핵연료저장지역 환기계통과 분리된 경우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및 재장전수조 

환기계통을 포함한다.

f - 2차측 기기냉각수계통 (closed cooling water systems) 및 기기냉각루프계통 

(component cooling loop systems)으로 부르기도 한다.

g - 재장전수조 정화계통을 포함한다.

h - 원자로배수탱크와 누설․배수․채취시료․응축수를 수집하는 장비 및 배수섬프를 포함

한다.

i - 연속방사선감시기

j - 자동제어기능.  예를 들어, 액체유출물연속감시기 (위첨자 m 참조)는 운영기술지침

서에 규정된 설정치에서 경보를 발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격리밸브를 차단함으로

써 방출관내 유출물을 자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k - 표시된 바에 따라 실험실분석용 시료를 수동으로 채취할 수 있는 시료채취 지점

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l - 연속시료채취장치

m - 계통 유출물 연속방사선감시기의 상류에 위치한 공정연속방사선감시기에 의하여 

자동제어기능이 제공될 수 도 있다.

P - PWR에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계통명

NG - 불활성기체의 방사능

I - 옥소의 방사능, 입자 형태 기타 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및 알파방출핵종

H3 - 삼중수소

R - 전방사능 (베타방사선, 감마방사선, 또는 총 베타 와 감마의 합)

S&A - 시료채취 및 방사성핵종의 분석 (전방사능, 주요 방사성핵종 및 알파방출핵종

의 종류 및 농도 확인 포함)

( ) - 괄호 안에 기재된 규정은 배출 전에 감시, 시료채취 또는 분석이 수행되지 않는 

계통에 대해서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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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11.3-1 기체폐기물계통 누설 또는 고장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배출

 검토주관 :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발전소 정상운전중, 방사성핵분열 생성 및 방사화 기체와 물의 방사선 분해에 

의해 발생되는 기체들이 원자로에서 발생되며, 연속적으로 냉각재에서 제거된다. 냉각

재로부터 제거된 후, 방사화된 기체들이 환경으로 방출되기 전 방사능 감쇄를 위하여 

저장되기 전에 기체들은 비방사화핵종들의 체적감소를 위하여 처리된다. 이러한 일련의 

분리, 체적감소 및 감쇄과정들을 수행하기 위한 계통을 기체폐기물계통이라 한다.  

   기체폐기물계통은 체적감소탱크, 취출 및 유출기체분리, 기체정화, 완충기체수집, 

압축기, 재결합기, 복수기, 필터, 저장탱크, 활성탄흡착기, 습분분리기, 시료채취, 공정 

및 방사선감시 그리고, 제어계통들을 포함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 기체폐기물계통은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일부이고, 계통에 대한 정보는 10 CFR 50.34a에서 요구하는 설

계정보의 일부로서 고려되며, 계통운전은 10 CFR 50.36a의 요건에 따른다. 기체폐기물

계통에 대한 설계허용기준은 당지침 11.3절에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일부로서 수록되

어 있다. 

   기체폐기물계통 사고를 포함한 원자로사고에 대한 기본적 요건은 소외 피폭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250 mSv (25re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요건은 사고확률이 매

우 작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기체폐기물계통의 사고로 인한 누출확률이 

비교적 높으며 따라서 낮은 피폭선량 요건이 적합하다고 인식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기체폐기물계통사고가 평가를 위하여 제시되어 있다. 

1. 첫째는 전반적인 계통사고로서 감쇄탱크 파열(Regulatoy Guide 1.24(이하 “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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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배관 파손(RG 1.98)과 같은 사고이고, 

2. 둘째는 오작동으로서 운전원의 실수, 잘못된 밸브정렬, 장치의 오작동 및 능동기기

의 사고 등이 있다. 

   기체폐기물계통의 특징은 발전소마다 다르며, 가장 중요한 차이는 계통이 수소폭발 

및 지진의 충격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는지 여부이다. 전반적인 계통사고는 그 계통

이 폭발과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면 그 확률은 매우 작을 것이다. 그러므

로 처음부터 강화된 계통의 전반적인 사고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높은 피폭선량요건이 

고려되어야한다.

   수소폭발과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계통과 그렇지 않은 계통들이 다른 피폭

선량요건을 갖게 되는 이러한 이분법적 해석은 계통의 오작동이 제어사고형태로 나타

나고 지진과 폭발에 대한 저항은 운전원 실수와 오작동에 대하여 아무런 보호도 제공

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귀결된다. 어떠한 계통 오작동사고도 대표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

다. 그러나, 잘못된 밸브정렬이나 과압과 같은 사고는 탱크나 배관의 파열에 버금가는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해석될 

기체폐기물계통 사고는 탱크나 배관 파열에 국한되어질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피폭선량기준은 제한구역 경계에서 25 mSv(2.5 re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고려해야 

한다.   

   본 부록의 목적은 방사성 기체폐기물계통의 누설이나 사고에 의해 가정된 방사능

누출에 대하여 지침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최종 목표는 일반 대중에 대한 잠재적 방

사선피폭을 최소화시키고 기체폐기물계통에 있어서 능동기기의 단일사고에 의한 방사

선학적 결과가 가정된 사고하에서 소외 일반인의 피폭선량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및 10 CFR 100 요건의 작

은 비율(즉, 10%)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의 요건들은 상기의 관심사에 대하여 적절하고도 수용 가능한 설계 해법을 제

공한다. 본문은 최소한의 요건을 기술하고 있으며 지적된 사항보다 더욱 엄격한 설계

기준, 요건 또는 품질보증 방법의 이행을 금한다는 것은 아니며, 또한 보다 보수적인 

계산 가정에 근거한 운전제한조건으로 기체폐기물계통을 재평가하라는 것도 아니다.

II. 규제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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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체폐기물계통 누설이나 사고의 해석

가. 기준 

   안전성분석보고서(15.7.1절)에는 기체폐기물계통에 있어 능동기기 단일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에 대한 해석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해석은 기체폐기물계통

의 가정된 사고나 누출 사건시 제한구역경계에서 개인에 대한 선량이 폭발이

나 지진을 견디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25 mSv(2.5 rem)을, 폭발이나 지진을 견

디지 않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1 mSv(0.1 re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 해

석의 근거는 기체폐기물계통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 “원자로

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및 10 CFR 50.34a(c)와 일반설계기준(General 

Design Criterion, 이하 “GDC”) 60에서 요구하는 설계의도를 충족시킨다는 

가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선원항

   기체폐기물계통에서 능동기기의 단일고장의 방사선학적 영향에 대한 안전성 

해석은 경수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계통 설계기준 선원항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해석에 대한 검토방법은 설계용량 선원항(지속된 운전에 따른)을 최

대화시킨다는 보수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 가정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노심내 운전 핵분열생성물 재고량의 1%가 일차냉각재내로 누출된다.

      이 해석은 기체폐기물계통에 의한 예상운전사고를 포함하는 정상운전시 

냉각재로부터 방사능기체를 제거하고 이러한 기체들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전형적인 계통의 주요변수와 조건들을 가정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기체폐

기물계통 최대설계용량 선원항에 의해 영향받는 이러한 고유의 계획되지 

않은 누출전 그리고 바로 이후에 기체분리, 감소 및 붕괴장치의 사용과 

성능에 대하여 어떤 주요 변경도 없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검토자는 가정된 사고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으로의 누출이 계획된 방출시 사

용되는 통상적인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일어날 것이며 그 누출은 감

지해서 누출을 종식시키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을 요구할 것임을 고려하

여야 한다. 검토자는 Batch형 기체폐기물계통의 압축기체 저장탱크로부터의 

누출 또는 연속형 기체폐기물계통(활성탄 지연베드)의 주요 붕괴부분을 거치

지 않은 부적당한 우회로 인한 누출은 기체폐기물계통으로의 유입이 계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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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준 선원항을 유지할 때 일어나는 누출에 대하여 보수적인 가정을 제공함

을 고려한다. 그 가정된 과도시간은 산소와 질소 동위원소의 주요 방사성붕괴

를 수용하는데 충분히 크므로 방사성희유기체(Xe, Kr, Ar)만을 고려하여야 한

다. 입자 및 방사성요오드는 전처리, 기체분리, 중간 폐기물처리장치에 의해 

제거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 누출은 기체폐기물 저장탱크 또는 그 계통의 

주 붕괴위치를 수용하고 있는 건물내에서 일어나며, 자동적으로 격리되거나 

누출을 종료시키는 연속 방사선 감시기 없이 환경으로 누출되는 것으로 가정

되어야 한다. 건물 Wake Factor에 대한 보정이 안 되는 지표면누출이 가정되

어야 하며, 당 지침 2.3.4절의 허용기준에서 언급된 방법에 의해 결정된 값(χ

/Q)에 대한 보수적인(5%) 단기 확산평가가 가정되어야 한다. 풍하방향으로의 

이동시 어떤 침적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2. 해석 검토방법

    가. 압축저장탱크  

 1) 압축기체저장(수용 또는 붕괴)탱크 또는 상부충진개스(Cover Gas) 탱크를 

가진 기체폐기물계통 능동기기의 단일고장에 대한 방사선학적 영향에 대한 

안전성해석은 환경으로의 주된 누설이 충전되어 있는 탱크 때문이라고 가

정한다. 탱크 내(100%용량)의 방사성희유기체 재고량은 예상운전사고를 포

함한 정상운전시 기체폐기물계통 탱크까지의 기체폐기물의 전처리, 수집을 

위해 고려되는 변수 및 주요 기기를 사용하는 계통설계용량 선원항에 근거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방사선영향은 1)항에서 결정되는 불활성기체 선원항에 대해 지표면방출을 

가정하여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선량을 평가한다.

   3) 총 피폭선량은 폭발과 지진을 견디도록 설계된 계통에 대해서는 25  

mSv(2.5 rem)미만이어야 하며, 폭발과 지진을 견디지 않도록 설계된 계통에 

대해서는 1 mSv(0.1 rem) 미만이어야 한다. 똑같은 변수를 사용해서 운영기

술지침서상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최대 25 mSv(2.5 rem) 또는 1 mSv(0.1 

rem) 및 동일한 희유기체 조성에 근거한 탱크의 방사능재고량 제한치를 해

당 운영기술지침서에 설정할 수 있다.

   나. 활성탄 지연장치

       1) 활성탄 지연장치를 가진 기체폐기물계통 기기의 능동기기 단일고장의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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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적 영향에 대한 안전성해석은 활성탄 장치를 우회하여 1시간 동안 누출

된다고 가정한다. 검토자는 배관 우회밸브 오동작, 제어실수나 활성탄층 우

회사고는 격리에 의한 복구조치가 필요하다는 점과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활성탄장치의 기동이나 원자로출력의 감발을 2시간까지 수행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 방사성 희유기체농도는 예상운전사고를 포함한 정상운전시 기체

폐기물계통 활성탄 지연장치까지의 폐기체의 전처리 및 수집을 위하여 고려

된 변수들과 중요 장치를 사용한 계통설계용량 선원항에 근거하여 결정되어

야 한다.

       2) 방사선영향은 1)항에서 결정되는 불활성기체 선원항에 대해 지표면방출을 

가정하여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선량을 평가한다.

   3) 총 피폭선량은 1 mSv(0.1 rem)미만이어야 된다. 똑같은 변수를 사용해서 

100 μCi/sec/MWt(30분 붕괴후)나 또는 상기 결정된 Qi(Ci/sec)값을 사용한 

기체폐기물계통으로의 최대 누출률이 운영기술지침서상에 제시되어야 한

다. 상기값 중 작은 값을 사용하여 제한구역 경계에서 2시간 동안 일반인

에 대한 개인피폭선량 규제요건이 만족된다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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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11.4-1 고체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 설계지침

검토주관 :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원자력발전소에서 정상운전시에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은 건식과 습식 형태로 발

생되며, 습식방사성폐기물은 액체폐기물 처리계통에서 발생되는 폐 카트리지 필터, 증

발기 잔유물 농축액, 폐 분말수지, 필터 슬러지 및 폐 바닥수지가 포함된다. 건식방사

성폐기물은 핵연료재장전, 보수, 배기가스처리계통 및 환기공기로 오염된 활성탄, 헤파

필터, 금속조각, 종이, 의복 등이 포함된다. 습식 및 건식폐기물들을 처분하기 위해 부

지밖으로 반출되기전에 고체폐기물 관리계통내에서 적절한 처리가 요구된다. 일반적으

로 금속조각, 종이, 의복 같은 압축성 건식방사성폐기물들은 임시저장고로 반출하기전 

부피를 감소시키기 위해 압축처리 한다. 농축폐액과 같은 증발기 잔유물은 적절한 고

화제로 고화시킴으로서 폐기물을 고정화시켜 운반용기의 파열을 경감시킬 수 있다. 필

터슬러지, 분말수지 입자형수지 같은 기타 습식폐기물은 반출전에 고형화 또는 탈수되

어야 한다. 폐 카트리지 필터를 반출전에 차폐용기에 적절한 흡수재와 함께 포장된다.

   지속적인 통제 여건하에서 습식폐기물을 고형화할 수 있는 유효한 다단계의 공정

이 있다 할지라도 출력운전시 넓고 다양한 화학적 결합에 의해 고화후에도 용기내에 

유리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설비제작자 및 운전원들은 반드시 (1) 완전고화를 

위한 운전상의 공정변수 확립, (2) 고유한 폐기물형태 특성 유지할 수 있도록 보증, (3) 

계통이 공정변수 범위내에서 운전되도록 보증, (4) 소외로 반출전 용기내의 유리수를 

검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기 제한조건들은 확실히 보증된 탈수폐기물들에도 적용되는데 처분장으로 인도

를 위한 유리수 제한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포장후에는 일반적으로 폐기물들을 소외로 반출하기 전에 일정량 수집 및 단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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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핵종의 감쇄를 위하여 저장된다.  고체폐기물계통의 계속적인 운전의 경우에도 포

장에서 외부 반출전까지 일정기간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이 있어야 하며 사업장

내의 노사분규 등으로 폐기물을 반출할 수 없을 때 폐기물저장을 위하여 충분한 저장

용량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장의 처분 유효성 감소를 고려하여 소외 처분장 운영의 제한 또는 중단으

로 인하여 고체폐기물 누적량이 급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내에 추가적으로 단기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의 규제입장은 상기에 기술한 내용과 관련한 설계지침을 제공한다.

II. 규제입장

 1. 처리요건

  가. 건식방사성폐기물

    1) 압축성 건식방사성폐기물(금속조각, 종이, 의복 등) 압축설비는 압축처리하는 

동안 발생되는 부유분진이 폐기물 용기 주위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기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고화처리가 요구되지 않는 활성탄, HEPA필터 및 기타 건조폐기물은 

규정에 따라 처분을 위해 포장되거나 방사능에 오염된 고체로 처리되어야 한다.

  나. 습식폐기물

    1) 증발기 잔유물과 같은 액체습식폐기물은 외부반출전에 시멘트, 아스팔트 등 적

당한 혼합재를 첨가하여 유리수가 없는 균일한 고화형태로 고정화시켜야 한다.

    2) 폐수지 및 슬러지 필터는 탈수하여 포장하면 처분부지에서 인수할 수 있다.  

이 탈수된 폐기물들은 (1) II.2.가.2) 및 II.2.나.항 (2) (처분부지에서 받아 줄 수 

있는) 최대유리수허용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37호(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인도규정 고시)),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37호(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고시)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탈수폐기물의 방사능 농도는 처분장 인도요건을 만족하여야 하여, 사용되

는 용기형태로 지시될 것이다. 적절한 접합제를 이용하여 폐수지 및 슬러지 필

터를 고화하는 것도 적절한 대안일 수 있다.

    3) 폐 카트리지 필터들은 적합한 접합제로 구성품들을 고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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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질석(vermiculate)과 같은 적당한 흡착제를 사용하여 차폐용기내에 포장할 

수도 있다.

 2. 완전고화 또는 탈수에 관한 보증

   습식폐기물의 완전고화 및 탈수는 공정관리계획의 이행에 의해 보증되거나 반출하

기전 용기내용물의 유리수 검출방법에 의해 보증되어야 한다.

  가. 공정관리계획

    1) 고화제와 첨가제들은 시험되어야 하고, 완전한 고화가 되어 적절한 폐기물 형

태특성을 갖는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여건범위를 주는 공정변수들이 확립되어

야 한다.

    2) 탈수절차, 장비 및 첨가제는 시험되어야하고 완전한 고화가 된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여건범위를 주는 공정변수들이 확립되어야만 한다.

    3) 고체폐기물 처리계통(또는 액체폐기물 처리계통)은 II.2.가.1) 및 II.2.가.2) 항에 

기술된 공정관리계획의 확인, 습식폐기물의 시료채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및 적절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발전소 운전원은 공정이 상기 II.2.가.1) 또는 II.2.가.2) 항에 확정된 변수 범위내

에서 운전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기록들은 각 뱃치(batch)들이 확정변수

와 일치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나. 유리수 검출

     고화 또는 탈수된 습식폐기물이 담긴 각 용기는 공정관리 계획에 따르지 않았거

나, 처리하는 동안 비정상적인 조건으로 인해 유리수가 기준치 이하임(안정화된 

폐기물 0.5% 이하, 고 건전성 용기내 폐기물 1% 이하)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체크되어야 한다.

     용기내의 폐기물 상부면 육안검사는 용기내에 유리수가 기준치 이하라는 것을 

보장하기에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

     유리수가 기준치 이하임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설비는 용기 아래부분에 미치는 

영향없이 고화제 위에 얇은 층을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고화공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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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폐기물저장

  가. 폐수지 저장탱크는 냉각수 정화계통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한 

60일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필터 슬러지 저장탱크 및 기타 생성원

으로부터 발생되는 폐수지 저장탱크는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한 30

일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나. 고화폐기물 저장고는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한 30일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 건식방사성폐기물 및 포장된 오염정비들을 저장하는 지역은 최소한 소외로 반출

할 때까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4. 이동식 고체폐기물 계통

  가. 이동식 고화 및 탈수설비를 사용할 경우 아래의 추가 지침을 설계에 반영 시켜

야 한다. 습식저장탱크는 발전소 계통설비의 일부분으로 한정되며, 이동식 설비

의 일부분으로 할 수 없다.

  나. 굴절배관 사용은 발전소계통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설비는 발전소의 액체폐기물계통 배수와 연계를 위해 충분하여야 한다. 이동식 

설비는 자체오염제거여과기 또는 발전소 환기배출계통과 연계되는 발전소 환기

계통이 완전하여야 한다.

  라. 고체폐기물계통 구조물에 대해서는 Regulatory Guide 1.143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추가설계 특징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 특징설계는 고체폐기물계통 설계에 반영시켜야 된다.

  가. 증발기 배관 및 탱크들이 주변온도로 인하여 고체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보온을 

해야 한다.

  나. 방사성슬러지를 함유한 설비 및 배관은 세척회로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고화제는 일반적으로 시료채취공급을 위해 2.5mR/h 보다 낮은 저 방사선구역에 

저장되어야 한다.

  라. 필터 슬러지 수지의 건조 또는 운반을 위해 압축개스를 사용하는 설비 및 탱크

는 최소한 HEPA필터를 거쳐 발전소 환기계통으로 직접 배출된다. 환기설계는 

액체 및 고체들이 발전소 환기계통에 들어가는 것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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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11.4-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임시저장에 대한 설계지침

검토주관 :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본 안전심사지침의 목적은 부지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고의 증설을 고려

하고 있는 신청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원자로시설 부지에 저장 용량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로 필요한 경우일지라도, 허

가된 처분시설에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폐기물을 임시저장 시설에 적재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한 한 조기에 폐기물을 반출한다면 처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건 등의 변화로 인해서 폐기물을 재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최소화 될 수 있고, 

방사선 피폭과 잠재적인 사고 위험이 감소되며, 활용 가능한 저장 공간이 최대화 된

다. 의도적인 저장기간, 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의 양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 및 작업자의 위험도 최소화를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안전지침과 복잡

성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의도적인 저장기간이 늘어날수록 방사선방호 및 사고예방

에 필요한 관리의 수준은 상향된다. 부지내 저장과 관련된 위험도는 저장 폐기물의 종

류, 존재하는 방사성핵종의 양 및 이들의 환경내 이동의 용이성에 의해 결정된다. 일

반적으로 방사성물질은 고체상태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떤 상황하에

서는 액체상태로 임시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요구되기도 한다. 

   모든 저장시설의 상세설계 및 운전은 다양한 폐기물의 형태에 의해 큰 영향을 받

게 되며, 따라서 본 문서에서는 습식폐기물, 고화된 습식폐기물 및 저준위건식폐기물

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II. 일반적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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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부지내 저장을 시행하기에 앞서 공공의 건강 및 안전과 환경영향의 최소

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성 검토 및 환경평가를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

   제안된 임의의 저장시설 또는 저장구역에 대한 허용기준 및 성능목표는 설계, 운

전, 안전성 및 정책적 고려사항 등의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본 안전심사지침의 목표로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취급 및 궁극적인 처분에 대

한 안전성의 고려가 주로 강조되어야 한다. 설계 및 운전상의 적합성은 방사성폐기물

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안전심사지침, 원자력법 및 산업기술기준에 정의된 최소한의 

요건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최소화 및 감용에 대한 고려는 전체적인 부

지 폐기물관리 계획 및 부지내 저장방안의 일부로서 편입되어야 한다. 향후 폐기물 형

태에 대한 요건의 추가로 인하여 저장중인 폐기물이 최종처분에 부적합해 질 수 있으

므로, 처분을 포함한 ALARA 및 임시저장시설의 제염과 해체를 위한 추가적인 폐기물

관리 측면의 고려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시설의 설계 및 운전은 설

계기준사건(화재, 토네이도, 지진현상 및 홍수)의 방사선학적 영향이 10 CFR 100, 

“Reactor site criteria”의 일부(10%), 즉 수 Sv(rem)의 전신선량을 초과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설계용량(부피, 핵종재고량)은 모든 발전소의 예상발생량과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결정

되어야 하며, 이 경우 폐기물 부피의 최소화 및 감용계획과 비정상적인 다량의 폐기물

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운전으로 인한 써지(surge) 용량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III. 일반적인 적용 지침

  1. 허용되는 방사성물질의 양 및 차폐의 형태는 부지경계 및 제한구역 외부 또는 부

지 모두에 대한 선량율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40 CFR 190, “Environmental 

radiation protection standards for nuclear power operations”의 한도는 직접적인 

방사선 및 우라늄 핵연료주기 전반의 방사선원 유출에 의한 연간선량을 제한하게 

되며, 10 CFR 20.1302, “Compliance with dose limits for individual members of 

the public”는 제한구역 외부에서의 피폭률을 제한한다. 부지내 저장에 의한 부

지외 선량은 우라늄 핵연료주기상의 다른 방사선원(예; 0.01 mSv [1mrem/년] 이

하의 추가선량은 40 CFR 190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낮아야 한다. 임시저장과 관련된 부지내 선량한도는 10 CFR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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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protection programs”의 ALARA원칙을 포함한 10 CFR 20, 

“Standards for protection against radiation”에 의해 관리될 것이다.

  2. 저장용기의 심각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장용기의 재질은 폐기물 형태 및 

저장용기 외부환경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저장용기는 예정된 저장기간을 초과하

는 시간동안 예상되는 내부 및 외부환경에 대한 부식의 최소화를 증명하는 자료

에 기초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운반 및 처분과정에서 저장용기가 파손되지 않고 

취급할 수 있어야하며, 저장기간이 지난 후에도 저장용기의 건전성은 충분히 확

보되어야 한다. 물이 고여서 저장용기를 부식시키고 건전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장소는 바닥에 받침대를 깔고 저장용기를 적재해야 한다. 단 , 오염된 대형

기기와 같이 포장이 곤란한 방사성폐기물은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할 수 있

다. 폐기물 저장용기내 존재하는 유기물질로부터의 기체발생은 저장용기의 파손 

및 잠재적인 인화/폭발 조건을 유발할 수 있다. 잠재적인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방사선분해, 생물학적 분해 또는 화학반응으로 인해 저장용기의 파손과 인화/폭발

이 발생 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 사업자는 폐기물 형태별 기체 발생 비율을 평

가해야 한다. 저장용기에 감압기능을 갖춘 특별한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

고 방사성물질이나 방사성물질로 많이 충진된 수지의 이동을 방지할 수 없다면, 

약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저장해서는 안된다. 다만, 고형화 등의 방법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저장용기의 건전성(팽윤, 부식생성물, 누설 및 파손)에 대한 육안검사는 정기적

(최소한 분기별)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검사는 폐쇄회로 TV화면을 사용하거나, 저

장고의 배치, 차폐 및 저장용기의 배열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걸어다니거나, 

시설내에 저장된 폐기물 및 저장용기의 종류 중에서 대표적인 폐기물 저장용기

를 검사목적으로 특별히 설계한 위치에 배치하고 이들을 선정하여 검사한다. 개

발된 모든 검사절차는 종사자 피폭을 최소화해야 한다. 고건전성용기(300년의 설

계 수명)를 사용할 경우 검사계획의 축소를 허용할 수 있다.

  3. 추가되는 임시저장고의 위치는 가능한 한 발전소보전구역 내부가 바람직하지만, 

보전구역 내부에 적당한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제한구역 내부에 위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리적방호계획(펜스, 시건장치 및 경보장치가 설치된 출

입구, 정기적인 순찰)을 수립하고 방사선방호 목적의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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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저장시설은 폐기물의 운반시 공공도로의 통과

가 요구되는 지역에 위치해서는 안된다.  공공도로를 통한 모든 폐기물의 운반은 

관련 규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4. 저준위 건식폐기물과 고화된 폐기물의 저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 고화된 형태의 폐기물내에 존재하는 모든 방사성핵종의 잠재적인 유출경로가  

감시되어야 한다. 감시계획에는 저장용기의 건전성 상실을 감지하고 환경에 

대한 유출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폐기물을 외부에 

저장할 때에는 10 CFR 20.1301,  10 CFR 20.1302, 10 CFR Part 71, 49 CFR 

173의 Subpart I class7)에 명시된 한도 미만의 방사선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방사선 및 표면오염에 대한 정기적인 직접감시가 수행될 것이다. 모든 저장용

기는 저장되기 전까지 상기의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제염되어야 한다.

    나. 사업자는 액체 배수 수집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집된 모든 액체에서 시료

채취하기 위한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집된 액체는 오염이 감지될 경우 

방사성폐기물계통으로 이송되어야 하고, 외부 공급원으로부터 유입되는 물이

나 오염되지 않은 물은 정상적인 방출경로로 이송되어야 한다.

    다. 외부지역에 저장된 폐기물은 보호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보호설비는 설계기준 상황을 포함한 열악한 환경조건하에서도 모든 저장용기

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라. 저장용기는 외부환경으로부터의 부식에 대해서 그 건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외부 기후방어는 필요하고 실용적인 곳에 포함되어야 한다. 저장용기는 물

이 고여 외부를 부식시키고 용기의 건전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외에 세워야 한다.

    마. 총 방사능 한도는 저장지역의 설계 및 안전특성을 기초로 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바. 폐기물 종류, 성분, 저장 및 반출 일자 등의 재고기록은 보존되어야 한다.

5. 임시저장고 설계는 설비오염과 환경오염을 줄이며, 궁극적으로 해체를 용이하게 함

과 아울러 가능한 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또

한,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저장 할 수 있

어야 한다.



부록11.4-2                                                     개정 4 - 2014. 12- 5 -

6. 시설바닥면은 방사성폐기물이 배수구나 배수정으로 흐르도록 경사를 갖는 구조로서 

방사성물질이 시설 밖으로 누설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둑을 설치해야 

한다.

7. 사업자는 폐기물 저장용기를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저

장용기의 낙하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확보해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반복 훈련을 통해 작업자가 저장용기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공기중방사능(airbone radioactivity)이 발생되거나 축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기

정화계통(폐기물 저장지역) 및 방사선감시계통(배기구)은 관련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시험되어야 한다.

IV. 습식 방사성폐기물 저장

  1. 습식 방사성폐기물은 모든 액체 또는 액상/고상 슬러리(slurry)로 정의된다.     

저장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습식폐기물은 처분사업자가 정한 인수기준을 초과하

는 양의 유리수를 포함하는 모든 폐기물로 정의된다.

  2. 구조물 및 탱크를 지지하는 시설은 폐기물의 넘침이나 사고상황에 의해 유발되는  

통제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다음과 같은 설계목표와 기준은 습식폐기물 저장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가. 액체방사성폐기물 저장탱크를 포함하고 있는 구조물은 안전심사지침 11.2절에 

정의된 바와 같은 내진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기초와 벽은 용기/

탱크의 파손으로 유출될 수 있는 액체 재고량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축

조되어야 한다.

    나. 모든 탱크 또는 용기는 저장된 습식폐기물의 부식특성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또한 부식조건하에서의 지속적인 저장도 설계시 고려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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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모든 저장구조물에는 바닥배수 넘침을 방지하는 높은 턱(elevated thresholds) 

이나 틀(curbs)과, 모든 탱크나 용기가 파손되었다는 가정하에 습식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할 수 있는 수집조가 설치되어야 한다.

        설비들은 넘친 습식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야 한다.

    라. 모든 탱크 및 용기에는 액체의 수위를 감시하고 잠재적인 넘침조건을 경보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마. 방사성핵종의 모든 잠재적인 유출경로(발생 기체, 용기의 파손)는 일반설계기

준 60 및 64에 따라서 제어되어야 한다. 감시계획은 용기 건전성의 파손 또는 

사고로 인한 유출을 감시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연계되어야 한다.

    바. 임시저장된 모든 습식폐기물은 부지외로 반출되기 전에 추가적인 재처리가    

요구될 것이다. 그러므로 설비들은 요구되는 처리법과 폐기물의 처리 및 고화

계통을 연계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공유영역 및 관련 계통은 안전심사지침 

11.2장 및 Regulatory Guide(이하 “RG”) 1.143 “Design Guidance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stalled 

in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에 기술된 코드와 기준에 따라

서 설계되고 시험되어야 한다.

    사. 폐기물저장건물의 공기정화계통 및 배기구에서의 방사선 감시계통은 관련기준

에 따라서 설계되고 시험되어야 한다.

V. 고화된 방사성폐기물 저장

  1. 저장의 관점에서, 고화된 방사성폐기물이란 허가된 시설에서의 고화된 폐기물 기준

을 만족시키는 폐기물로 정의된다. 본 문서의 목적을 위하여, 상기의 기준에 따라 

탈수된 수지 또는 필터슬러지는 이러한 폐기물분류기준에 따라서 정의될 수 있다.

  2. 모든 저장계획에서는 잠재적인 반출 및 처분을 위한 폐기물 재처리 요건 뿐만    

아니라 용기의 보호에 관해서도 언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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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화된 방사성폐기물을 담는 캐스크, 탱크 및 운송수단은 취급, 운반 또는 저장과

정에서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방사성물질이 누설될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감소시

킬 수 있도록 최선의 공학적 판단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반드시 사고 

완화 기능을 평가해야 하며,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면 화재나 홍수 등과 같

은 설계기준사건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리 절차와 유효성을 평가해야 

한다.

  4. 다음의 설계목표와 기준은 고화된 폐기물의 저장용기 및 시설에 적용될 수 있다.

     가. 모든 고화된 방사성폐기물은 효과적인 물질 관리와 책임이 유지될 수 있는  

제한구역내에 위치해야 한다. 구조물에 대한 내진 기준은 요구되지 않는 반

면, 공학적 판단을 통해 방사성물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음을 보장하는 

보호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학적인 판단에는 탈수된 수지나 슬

러지의 유출물을 유지하기 위하여 턱(둑) 또는 배수시설을 등을 설치해야 한

다.

     나. 만일 부식성의 액체가 존재한다면, 용기를 보호(특수한 덧쇠나 도장)하거나   

잉여 액체를 중화시키기 위한 검증된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필요하다고 판

단되면, 스테인레스 같은 내부식성이 큰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고체폐

기물과 용기사이에서의 잠재적인 부식현상도 고려되어야 한다. 탈수된 수지

의 경우 용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부식성이 큰 산 및 염기성 물질이 발생될 

수 있다. 공정관리계획(PCP)에서는 상기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하

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임시저장 기간 동안 용기가 파손되지 않음을 보장

하는 용기 재질의 선정 및 도장 전처리에 관한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 용기의 파손에 의해 또는 허가된 처분시설의 기준에 따라서 최종운반 및 처

분을 위해 요구되는 바와 같이, 추가적인 재처리 또는 재포장 설비가 구비되

어야 한다. 오염의 차단 및 제염능력이 개발되어야 한다. 상당한 폐기물 취급

과 작업자 피폭 예상될 때에는 RG 8.8, “Information Relevant to Ensuring 

that Occupational Radiation Exposures at Nuclear Power Stations Will Be as 

Low as Is Reasonably Achievable” 및 8.10, “Operating Philosophy for 

Maintaining Occupational Radiation Exposures as Low as Is Reasonably 

Achievable”에 따라서 ALARA 방법론을 실행해야 한다.

     라. 화재 등 사고를 조기에 감지하고 이를 방지 및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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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이행하여야 한다. 사고상황에 대처하고 화재 감지기 및 진압장치(연

기 감지기 및 살수기) 등의 안전조치계통을 제공하기 위하여, 저장구역 및 시

설의 설계에는 공학적 특성 및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한 능력이 함께 반영되어

야 한다. 방사성물질의 통제 및 최소한의 종사자피폭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사

자에 대한 훈련 및 운영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만약 스프링클러와 같은 살

수 설비를 운용한다면 사업자는 바닥에 경사를 두어 물을 집수조에 수집하거

나 관리구역 밖으로 물이 흐르지 않도록 턱(둑)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고려

한 충분한 용량의 배수펌프 및 집수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이산화탄소(CO2) 소

화설비에 따른 역류방지댐퍼(피압구)가 설치될 경우, 사업자는 화재시 이산화

탄소 방출로 인한 방사능 방출량 및 소외선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방사능분

석을 위한 운영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해당 구역내에 가연성물질이 최소한

으로 사용되었다면, 화재 진압도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VI.  저준위 건조폐기물 저장

  1. 저준위 건식폐기물은 다량의 비활성 물질내에 낮은 농도로 분산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오염된 물질(종이, 휴지, 공기여과기)로 잡고체 형태이다. 일반적으

로 저준위 건식폐기물은 쉽게 제염하기 힘든 걸레, 천, 종이 및 소형장비(연장 및 

기기)와 같은 건조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2. 사업자는 폐기물 저장으로 인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저준위 건식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를 격리하기 위한 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추가적인 폐기물저

장 시설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용 기계설비의 통합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모든 건조 또는 압축된 폐기물은 효과적인 물질관리와 책임이 유지될 수 있

는 제한구역내에 위치해야 한다. 구조물에 대한 내진기준은 요구되지 않는 

반면, 공학적 판단을 통해 방사성물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음을 보장하는 

보호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나. 폐기물 저장용기는 정상 상태 및 비정상조건 동안 방사성물질의 격납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폐기물저장용기의 재질은 연소를 돕는 물질

이 아니어야 한다. 포장된 물질은 자발적인 화학반응 및 보유하고 있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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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해서 화재를 유발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 반출을 위한 재포장 필요성을 최소화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용기는 10 CFR 

71 및 49 CFR 171∼180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라. 용기의 취급 및 종사자 피폭 증가가 예상될 때에는, 당연히 RG 8.8 및  8.10

에 따라서 모든 ALARA 방법론이 실행되어야 한다.

     마. 폐기물저장건물의 공기정화계통 및 배기구에서의 방사선 감시계통은 관련기

준에 따라서 설계되고 시험되어야 한다.

VII.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

시설 등”

  2. KINS/RS-N12.00,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기준, 12.5 고체폐기물처리계통.”

  3. KINS/RG-N12.06,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12.6 고체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고 설계.”

  4. NUREG-0800, “Standard Review Plan.”

  5. Standard Review Plan Section 11.4 Appendix 11.4-A “Design Guidance for 

Temporary Storage of Low-level Radioactive Waste.” 

  6. Regulatory Guide 1.143, "Design Guidance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 Light-Water-Cooled Nuclear Reacto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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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11.5-1 방출종료 또는 유로변경 등을 위한 연동신호를 

제공하는 방사성유출물 감시기의 설계지침

 검토주관 :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방사성유출물 감시기의 주된 설계기능은 경수형 원자력발전소의 기체 또는 액체 유출

물 내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을 검출하고 측정하는 것이다. 일부 감시기에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설계기능은 자동으로 방출을 종료하거나 유로를 변경하도록 하는 신호를 제

공하는 것이다. 격납건물 환기계통 또는 방출격리밸브 폐쇄로 방출을 종료하는 것, 처

리설비가 없는 배출경로에서 처리설비가 있는 배출경로로 건물 환기계통 배출 유로를 

전환하는 것을 예로들 수 있다.

발전소 설계와 부지의 기상에 따라 방출종료나 유로변경과 같은 조치가 설계기준사고

의 결과를 완화하는데 필요하다. 완화의 필요성은 설계기준사고에 따른 소외 피폭선량 

계산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발전소 설계의 다른 부분에서는 방사성유출물 감시기를 통

해 방출을 종료하거나 수정하도록 계통을 작동시키는 것이 다른 목적을 위해 쓰인다. 

예를 들면, 예상운전과도시 소외 피폭선량이 방사성유출물 관련 운영기술지침서에 규

정된 제한치 범위에서 유지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경수형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되는 방사성유출물 감시기의 설계, 구매, 설치, 시험, 그리

고 운전에 적용되는 설계 및 품질보증기준은 해당 감시기에 부여된 모든 설계기능이 

충실히 이행된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설계기준사고 해석결과, 설계기준사고의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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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안전설비의 작동이 요구되고,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을 위해 방사성유출물 감시기의 

신호가 필요하다면, 감시기는 공학적안전설비에 적용되는 설계 및 품질보증기준에 따

라 설계되고 품질이 보증되어야 한다. 역으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기기나 계통이 방

사성유출물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의 제한치 범위에서 소외 피폭선량이 유지되는 것

을 보증하기 위해 방사성물질 배출감소에 이용된다면(설계기준사고 결과완화 목적이 

아님), 동작신호를 제공하는 감시기는 작동계통의 설계 및 품질보증기준과 일치하도록 

설계되고 품질이 보증되어야 한다.

본 부록은 공학적안전설비 또는 공학적안전설비 관련 계통이나 감시기에 대해서 기준

을 제정하거나 다른 곳에서 설정된 설계 및 품질보증기준을 여하한 방법으로도 변경

하지 않는다.

본 부록에서 설정한 설계지침은 설계기준사고의 영향을 경감하는 것이 아니라 방사성

물질 배출관리를 위해 계통에 연동신호를 제공하려는 감시기를 설계, 제작, 설치, 시험

하고 계획된 기능에 상응하는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증한다.

또한, 최소요건을 설명하며, 동등한 설계코드, 기준 또는 품질보증방법 시행을 금하지

는 않는다.

II. 정  의

1. 방사성유출물 감시기: 유출물 유로에서 대표 시료를 채취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방

사성물질을 검출하고 정량적으로 측정한 뒤 시료를 다시 유출물 유로로 돌려보내고 

측정데이터를 전송하는 기기

2. 감시계통: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원거리 감시기로 구성된 계통, 감시기의 데이터를 

수용, 기록, 그리고 디스플레이하는 캐비닛 또는 콘솔(console), 연결 케이블, 전원공

급기, 펌프, 모터, 경보, 기록기, 진열패널, 계전기(relay), 그리고 다른 보조 부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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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설계지침

방사성유출물 감시기의 설계 및 품질보증기준은 감시기의 신호에 의해 작동되는 계통

들에 적용되는 설계 및 품질보증기준과 일치해야 한다.

공학적안전설비에 작동신호를 주는 감시기는 공학적안전설비에 적용되는 설계 및 품

질보증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품질이 보증되어야 한다. 공학적안전설비와 관련된 감기

시의 기준은 안전심사지침 7장에 언급되어 있다.

비공학적안전설비에 작동신호를 주는 감시기는 작동계통에 적용되는 설계 및 품질보

증기준 또는 <표-1>의 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품질이 보증되어야 한다.

<표-1> 방사성유출물 감시기 설계지침

범 주 설계기준 품질보증기준

방사성유출물에 대한 운영기

술지침의 제한치 규정을 만족

시키기 위해 유출물에 존재하

는 방사성물질의 방출감소에 

이용되는 계통에 동작신호를 

제공하는 방사성유출물 감시

계측

 검토지침 

 : 안전심사지침 11.5

 기 준 

 : ANSI N42.18-2004에 따

른 제작사 기준

 검토지침 

 : 안전심사지침 11.5 및 17

 기 준 

 : Regulatory Guide

   1.143, 4절





제12장 방사선방호





지 침 번 호 KINS/GE-N001

분 류 번 호 12.1

개 정 번 호 4

발 행 일 자 2014.1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분류번호 : 12.1

제 목 : 직업상 방사선피폭(ORE)의 ALARA 보증

검토주관부서 : 방사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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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 ‘92.4

1 ‘93.5 ‘93.5

2 ‘99.10 ‘99.10

3 유송재 ‘09.12 김완태 ‘09.12

4 김병수 ‘14.11 이병수 ‘14.11





제12.1절                                                     개정 4 - 2014. 12- 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2.1절 직업상 방사선피폭(ORE)의 ALARA 보증

 검토주관 : 방사선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직업상 방사선피폭의 ALARA 유지 보증에 관련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정책적 고려사항

     가. 시설의 설계, 건설(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운영(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관한 경영자의 방침과 조직 구조에 대한 계획안(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나. 방사선방호책임자의 활동범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다. 직업상 방사선피폭을 ALARA로 유지와 관련된 신청자의 정책, 조직, 훈련 및 

설계 검토 지침들[Regulatory Guides(이하 “RG") 1.8, 8.8 및 8.10]과 제시된 

대안의 이행에 관한 정보(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2. 설계상의 고려사항

     가. 선행 설계경험과 시설의 운전경험을 설계개선에 이용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나. 직업상 방사선피폭을 ALARA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시설과 장비들의 설계

특성에 관련된 지침(RG 8.8)의 이행(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다. 설계 인증 또는 설계 변경의 이행 중 신청자가 ALARA 기준으로 고려하는 

사항(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3. 운영상의 고려사항

     가. 방사선방호, 운전, 보수, 계획 및 공정관리를 포함한 신청자의 계획 및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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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를 위한 수단

     나. 운영경험의 이용(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다. 방사선방호 계획 및 운영지침(RGs 8.8, 8.10)과 제시된 대안의 이행에 관한 

정보(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4. 방사선방호 고려사항

     작업 공정, 계획 및 적절한 방사선 제어를 포함하는 ALARA 절차는 시설 방사선

방호프로그램과 통합되어야 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1. 원자력안전법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2.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3. 원자력안전법 제106조(교육훈련)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3조(피폭관리)

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4조(피폭저감화 조치)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방사선방호설비)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방사선방호의 최적화)

8.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49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9. 10 CFR 19.12 - “저장, 운반 및 방사성 물질의 이용, 위의 장소에서 방사선, ORE

와 관련된 지침, 피폭저감을 위한 주의사항 및 절차서 그리고 방호장비의 목적 및 

기능과 관련하여 직업상 방사선피폭(ORE)을 받는 작업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10. 10 CFR 20.1101 - “허가받은 행위로 부터 방사선피폭결과가 허용 준위 및 

ALARA 이하임을 보증하기 위한 수단” 

11. 10 CFR 52.47(b)(1) - “설계 인증 적용에 포함되는 검사, 시험, 분석 및 허용 준위

를 합리적으로 보증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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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1. 정책적 고려사항

   직업상 방사선피폭이 ALARA로 유지됨을 보증하는 방침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의 

ALARA 요건과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의 훈련요건에 맞게 정해지고, 직업상 방사선

피폭의 ALARA 유지에 관한 지침(RGs 8.8, 8.10 및 NUREG 1736)에 따라 설명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ALARA 정책을 수행하는데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

는 특정한 사람이나 조직이 지명되어야 한다. 대안으로 제시된 방호 정책은 위의 

지침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2. 설계상의 고려사항

   설계방법 등이 ALARA의 규정(10 CFR 20.1101(b), RG 8.8)에 일치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 방사선구역에서 체류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

   나. 주기적인 보수 또는 가동 중 검사가 요구되는 부품에서 접근 가능성을 개선시

키기 위한 수단 

   다. 주요 계통에서 방사화 부식생성물의 생성, 분포 및 잔류를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

   라. 해체기간 중 직업상 방사선피폭을 ALARA로 유지함을 보증하는 수단  

   마. 방사선방호전문가(또는 그룹)에 의한 설계검토 

   바. ALARA 설계와 관련된 설계자 및 기술자에 대한 지침서

   사. 운영 중인 발전소 및 이전 설계로부터의 경험

   아. 계속적인 시설 설계 검토

   자. 대안으로 제시된 설계 방향은 RG 8.8의 설계 지침과 비교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3. 운영상의 고려사항

   운영상의 타당성은 RGs 1.33, 1.8, 8.8 및 8.10에 따른 방호 계획과 절차의 개발 계

획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증빙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방호 계획과 절차서는 시설의 

운영, 장비의 설계 및 방호계획의 운영에서 얻은 경험으로 구체화 할 수 있으며, 

특별한 피폭관리 기술은 위의 방호 계획 및 절차서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

4. 방사선방호 고려사항

   방사선 방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시설의 운영은 방사선피폭이 ALARA

로 유지되는데 필요한 절차로 통합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작업공정, 작업계획, 설계

변경 및 방사선적 고려사항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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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RGs와 NUREGs에서 제시되는 정보, 권고 및 지침사항은 10 CFR 19.12와 10 

CFR 20.1101에서 제시된 규제요건의 이행을 위해 일반적으로 심사원이 수용할 수 있

는 원칙을 제시한다. 

1. RG 1.8 - "방사선안전관리원의 자격 및 훈련과 관련된 사항“

2. RG 1.33 -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 요구되는 품질보증 사항“

3. RG 8.8 - "10 CFR 20.1101(b)과 관련하여 설계, 건설, 운영 및 해체시 직업상피폭

(ORE)의 ALARA 이행에 관한 방사선방호 사항“

4. RG 8.10 - "10 CFR 20.1101(b)과 관련하여 직업상피폭(ORE)를 ALARA로 유지하기 

위해 제시되는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원의 권한에 대한 사항“

5. RG 8.27 - "방사선피폭을 ALARA로 유지하기위해 수행되는 방사선방호훈련에 대한 

사항“

III. 검토절차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정보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를 검토한다.

   직업상 방사선피폭을 ALARA로 유지하기 위한 요건들과 종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들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경영방침과 계획되어 있는 조직구

조에 다음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1. 방사선방호 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 운전조직으로부터 압력에 독립성을 보

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위치에 있는가?

  2. 직업상 방사선피폭이 ALARA로 유지됨과 방사선방호 문제에 관해서 방사선방호

책임자(RPM)가 발전소장에게 직접 접촉함을 보장하는 경영자 약속의 이행

   방사선방호책임자와 방사선방호조직이 설계검토반에 개입하여 직업상 방사선피폭 

저감방안과 기술이 시설설계에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직구조에 

제공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을 ALARA 유지에 관한 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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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하여 평가한다. 이전에 이미 인정된 설계특성을 반영하고, 또한 직업상 방사선피

폭이 ALARA로 유지됨을 보증하기 위한 측면에서 운전경험을 시설설계 개선에 반영하

는지 판단한다.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제시할 것과 Ⅱ절의 허용기준에 부합

하도록 제출서류를 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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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1. ALARA 정책, 설계 및 운영상의 고려사항들은 타당하다. 이 결론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의 교육·훈련 규정, 제91조의 방사선장해 방지조치 규정, ALARA 유지에 

관한 지침을 신청자가 만족하고 있음에 근거한다. 

  2. 신청자는 (발전소 명칭)이 상기 기준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건설되어 운

영될 것을 보증하는 경영약속을 제시하고 있다. 직업상 방사선피폭을 ALARA 유

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방사

선방호 전문가 또는 조직의 명칭, 예로서, 보건물리책임자)는 발전소 운전에서 얻

은 피폭자료와 경험을 이용하여 발전소 설계 및 변경사항들과 모든 운전 보수 특

성들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고 있다.

  3. 발전소 방사선방호 설계의 목적은 개인선량과 집단선량을 건설작업자를 포함한 

발전소 작업종사자와 일반대중에 이르기까지 ALARA로 유지하고 대통령이 정하

는 선량한도 규정의 선량한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제한구역내의 직접 방

사선이나 공기 중 방사능 오염선원이 검토대상에서 고려된다.

  4. 신청자는 이와 같은 방사선방호 설계목적을 만족시키려고 (발전소 명칭)에 다음과 

같은 시설과 장비의 설계 고려사항들을 반영하고 있다(사용된 설계 고려사항들을 

열거). 이러한 설계 고려사항들은 ALARA 유지에 관한 지침에 일치하고 타당하다.

  5. 운전 및 보수요원들은 발전소 운전에서 ALARA 목표가 성취됨을 보증하기 위해 

특별한 계획과 절차를 따른다. 개인의 보호를 위한 공학적 관리는 최적화되어 있

다. 고방사선 피폭이 예상되는 운전은 사전계획이 면밀히 작성되고 숙련된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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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적절한 방호장비나 장구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이러한 보수활동 중에는 

개인의 피폭과 오염이 감시된다. 그들의 피폭기록은 검토되어 차후 작업절차와 

기술의 개선에 이용된다. 관리그룹에서는 방사선피폭 경향을 주기적으로 검토하

여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구역에서 변동사항을 결정하고 어떠한 작업군이 고피폭

에 누적되는가 조사한다. 이 기록들은 설계 개선이나 발전소 절차의 변경을 권고

하는데 이용된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ALARA 유지에 관한 지침에 일치하고 타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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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2.2절 방사선원

 검토주관 : 방사선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중에서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 동안 발전

소의 방사선방호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원에 관련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봉입 선원

     발전소의 정상운전과 사고조건 동안의 방사선원에 대한 기술이 방사선 방호계획

의 설계 및 차폐설계 계산의 근거로 이용된다(안전성분석보고서 제11장에서는 방

사성폐기물 관리계통의 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선원들에 대해 기술한다).

     이러한 방사선원에 대한 기술은 핵종별 구성비, 발전소내 위치, 선원의 강도, 선

원의 기하학적 구조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는 방사선

원항 수치들의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는 이를 보완하

여야 한다.

     이러한 방사선원에 대한 기술은 방사성부산물(byproduct), 선원, 그리고 특수핵물

질 등을 포함하는 모든 방사선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공기중 방사성물질 선원

     발전소내 공기중 방사성물질 선원은 환기계통의 설계, 작업종사자의 개인방사선

방호 조치의 설계 및 선량평가 등에 사용되는 방사선원항이 기술되어야 한다(안

전성분석보고서 제11장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이나 발전소 환기계통의 설비

를 통해 발전소 외부로 방출되는 방출물에 기여하는 공기중 방사선원에 대해 기

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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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절에서는 기기가 설치된 방, 복도 및 정상운전시 운전원들이 상시 출입하는 

지역에서의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 동안에 예상되는 핵종별 방사성

물질 농도를 도표화해야 한다. 그리고,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계산에 이용된 

평가모델, 입력 자료 및 변수가 제시되어야 하고, 이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이 원자력안법 시행규칙 제2장 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의 요건에 부합하고,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 방사선안전관리 관련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등의 요건들에 부합하

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관련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법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3조(피폭관리)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

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개인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원자력

안전위원회령이 정하는 방에 따라 피폭선량평가 및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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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9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시출입자”란 제2조제8호에 따른 수

시출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라 함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량한도를 각각 말한다.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4조(피폭저감화 조치)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정상

운전 및 비정상상태(사고를 제외한다)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

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시설주변주민이 받게 되는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방사선작업특성에 부합되는 방호조치

나. 방사선차폐 및 시설의 적절한 배치

다. 선량저감에 효과적인 재료 및 기기의 사용

라. 적절한 작업공간의 확보

5. 원자력법 시행령 제174조 (환경상의 위해방지)

법 제11조제3호․법 제12조의2제5항제2호․법 제21조제3호․법 제36조3호 ․법 제46조제3

호 및 법 제6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

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

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타 방사선위해방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원자로시설은 생성되는 방사성물질을 적절한 형태 및 조건으로 처리하여 부지내에 

저장하고 환경방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

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방사선방호설비)

원자로시설에는 방사선피폭을 방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방사선방

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종사자가 방사선구역 및 오염구역으로 출입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출입관리



제12.2절                                                     개정 4 - 2014. 12- 4 -

설비를 갖출 것.

나.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방사선준위를 낮출 필요가 있는 곳에는 차폐설비를 갖

출 것.

다. 운전상태 및 사고상황시 방사선준위 및 유출을 감시하고 그에 따라 수집된 정

보를 제어실 및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장소에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라. 벽․바닥 그 밖에 방사성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표면은 불침투성으로 평탄하

게 하여 오염의 제거가 용이하게 할 것.

마. 사람이나 설비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제염설

비를 갖출 것.

바. 오염된 공기를 환기하고 공기중 방사성물질을 제한하기 위하여 적절한 여과능

력을 지닌 환기설비를 갖추고, 오염된 공기는 방사선이 낮은 구역으로부터 높은 

구역으로 흐르게 하며, 방사성오염구역은 그 외부에 비하여 낮은 압력을 유지하

며, 누설되거나 역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설계기준사고)

원자로시설은 내부 및 외부사건을 포함한 설계기준사고로 인한 주민의 방사선피폭

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방사선량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9.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46(방사선방호의 최적화)

원자로시설의 설계시에는 종사자 및 외부주민이 운영중 받게 될 예상피폭선량을 평

가하여 운전상태에서 예상되는 방사선피폭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한 적합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10.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영 제10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방사선작업종사자․수시출입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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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49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가. 제6조(배출관리기준)규정에 의하여 제한구역경계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은 별

표3 제5란과 및 제8란에 규정되어 있는 농도에 비해 상당히 적어야 한다.

나. 제8조(유도공기중농도)규정에 의하여 출입이 빈번한 작업구역의 공기중 방사능 

농도는 별표3 제4란에 규정되어 있는 농도에 비해 상당히 적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

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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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

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에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다음 사항이 요구되는 모든 방사선원에 대해 기술되어야 한다.

가. 차폐

나. 특별 환기계통

다. 특별 저장장소와 조건

라. 수송 또는 출입관리

마. 특별계획 또는 절차(서)

바. 감시장비

2. 선원에 대한 기술은 다음 사항에 대해 필요한 모든 관련 내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설계과정에서 사용된 방사선차폐 전산코드의 입력

나. 관련시설 설계특성 수립

다. 계획 및 절차(서) 개발

라. 직업상 방사선피폭 평가

3. 봉입선원의 경우, 발전소의 각 층에 대한 설계 평면도에 모든 선원이 표시되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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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정량적인 선원 변수들이 제시되어 있는 표의 수치들과 용이하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의 위치는 대략적인 크기와 모형을 제시하고 정확하게 표

시되어야 한다.  

원자로 압력용기와 생물학적 차폐물 사이의 환형공간에서 격납건물로의 감마선과 

중성자선 흐름은 작업자들이 체류할 수 있는 구역에서의 방사선장을 결정하기 위해 

분석되어야 한다. 동 분석은 운전중인 원자로의 경험적 자료가 사용될 수도 있다.  

누설, 밀폐용기의 개방, 누설 핵연료의 저장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기중 방사선원

은 적절한 환기계통의 설계 및 적절한 감시계통의 선정에 유용한 형태로 그 위치 

및 크기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각종 선원들의 정량적 값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된 가정들은 안전성분석보고

서의 본 절에 명시하거나 또는 제11장에서 명시하고 본 절에서는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4. 차폐 및 환기계통 설계를 위한 핵분열생성물의 선원항은 다음 기준을 사용하여 산

출되면 허용될 수 있다.

가. 가압경수형원자로에서 0.25% 핵연료 손상

나. NUREG-0718 및 0737의 조치계획 항목 II.B.2에서의 필수접근 구역에 대한 사고

후 차폐 및 선원항

5. 냉각재 및 방사화 부식생성물의 선원항은 적용 가능한 원자로의 운전 경험에 근거

를 두어야 한다.  각종 기기, 설비 및 계통내의 방사화 부식생성물의 축적이 제시되

어야 한다.  방사화 부식생성물의 축적에 대한 설계 선원항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

된 가정 및 설계여유도에 대해 설명되어야 한다.  중성자 및 즉발 감마 선원항은 

노물리계산과 적용 가능한 원자로의 운전 경험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6. 안전성분석보고서 제12장에 제시하거나 또는 제11장에 기술하고 이를 제12장에서 

인용할 수 있는 선원 변수에 관한 표는 이 값들이 차폐설계계산이나 환기계통설계

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분명히 기술된 경우 허용될 수 있다.  또한 표에 제시된 

구체적 수치들이 냉각재와 방사화 부식생성물의 선원항의 경우 ANSI N237 및 

Regulatory Guide(이하 "RG") 1.112의 해당 관련기준들과 일관성이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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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NUREG-0718의 II.B.2항에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가. 사고시 고방사능 유체를 포함하게 될 각 계통들의 주변 지역에 대해서 방사선 

및 차폐설계 검토를 수행해야 하고,

나. 필수 구역에 적절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발전소를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동 사항에 관한 예비 설계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한 설계개념이나 동 개념을 보충 설명하는 설계기준 및 요건 등을 

명시함으로써 상기 요건 가. 및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접근 방법에 대해 전반

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적용한 설계개념이 기술적으로 합당하고 실

현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요건이 운영허가의 발행 이전에 적절

히 이행될 수 있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8.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NUREG-0737의 II.B.2항에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가. 손상된 노심을 유발하는 사고 발생 이후의 발전소 운전시 종사자의 접근이나 

체류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필수구역과 기기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방사선 및 차폐설계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고,

나. 필수구역에의 적절한 접근과 안전기기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

의 형태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허용기준에 적용되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원자

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49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와 같은 규제요건은 신청

자가 발전소내 방사선원으로부터의 내부피폭과 외부피폭으로 인한 종사자의 선량한도

와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를 관리해야 함을 의미하며, 관리구역 내에 저장되어 있는 

허가된 방사성물질의 보안관리를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관리구역과 감시구역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즉, 방사선원을 제한함으로써 작업종사자 및 일반인의 방사선피폭

이 해당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32조(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

설 등),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34조(방사선방호설비) 및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42조(설계기준사고)의 규제요건은 발전소내 방사능

을 함유한 계통들은 정상운전 및 가상의 사고 조건에서 적절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

록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각 계통들은 적절한 격납, 격리 및 여과계통들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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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계통 및 기기들은 정상운전 

및 사고 조건하에서 작업종사자 및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피폭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

적 선원이기 때문에 동 요건이 적용된다. 동 요건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하에서 

방사성물질의 방출이 종사자 및 일반인에 대한 해당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피폭이 발생

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적용된다. 또한 가상의 사고조건 하에서도 각 계통

들이 안전기능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용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선원항 설계기준이 허용기준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와 선원의 강도와 공기중 

방사능농도 및 정량적인 선원에 대한 기술이 신청자가 사용한 가정 및 방법과 일치하

는가를 판단한다.

차폐벽, 작업구역, 출입통로, 가동중검사 장소, 시료채취 장소 및 출입관리구역 등에 

연관된 봉입선원의 위치는 직업상 방사선피폭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ALARA)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특별한 상

황이 있는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동 검토에 근거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추가적 정보를 제출하게 하거나 또는 II절의 허

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재분석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방사선원항에 대해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가 타당하고, 원자력법, 동법 시행령 및 교육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37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고시)등의 해당 요건을 만족

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의 근거로서 신청자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시설들이 방사선원 

평가와 관련된 요건 및 NUREG-0718, NUREG-0737, ANSI N237 및 RG 1.112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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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침들에서 정하는 요건들을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청자는 선량평가, 차폐 및 환기계통의 설계에 대한 입력자료로 사용하는 봉입선원 

및 공기중 방사선원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봉입선원 및 공기중 방사선원에 대한 

정량적인 값을 산출하는데 적용한 가정들은 원자력안전법, 동법 시행령 및 원자력안전

위원회 고시 제2013-49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등의 해당 요건과 ANSI N237 및 

RG 1.112의 해당 관련 지침들에서 정하는 요건에 근거하고 있다. 필수 접근구역에 대

한 사고후 차폐에 대해서는 NUREG-0737의 선원항이 사용되었다.

출력운전중 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야기할 수 있는 주요 방사선원은 격납건물 내의 

N-16, 불활성 기체 및 중성자선 등이다. 격납건물 외부 및 원자로 정지후 격납건물 내

에서의 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야기할 수 있는 주요 방사선원은 핵연료피복재 결함

으로 누출되는 핵분열생성물과 방사화 부식생성물을 포함하는 방사화 생성물이다. 냉

각재 및 방사화 부식생성물의 선원항은 유사한 설계를 가진 원자로의 운전경험에 근거

를 두고 있으며, 방사화 부식생성물의 축적 현상을 충분히 보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중성자 및 즉발 감마선원항은 노물리 계산과 유사한 설계를 가진 원자로의 운전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상운전시 선원항 도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포함한 다른 설계 변수들은 제11장에 

제시되어 있다. 사고선원항은 NUREG-0737의 권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시된 방사선

원항은 다른 유사 설계에서의 평가내용과 비슷하다.

발전소내 대부분의 공기중 방사선원은 설비 및 기기에서 누설된 것이다.  신청자는 기

기 설치장소, 복도, 운전지역에서 기기 누설로 인해 정상운전시 예상되는 최대공기중 

방사능농도를 평가하여 도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누설 계산은 RG 1.112의 해당 

관련 기준을 따르고 있다.

공기 중 방사능농도의 평가에 이용된 선원항은 다른 유사 설계에서의 평가결과와 비교

적 근사하며 또한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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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2.3 - 12.4절  방사선방호 설계특성

검토주관 : 방사선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설계선량률,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 등을 고려하는 방사선방호 설계특성과 관련

된 것으로 다음 항목이 기술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당분야를 검토한다.

  1. 시설 설계특성

     가. 직업상 방사선피폭이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ALARA) 유지됨을 보

증하기 위한 장비 및 시설 설계특성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나. 정상운전(비정상운전과도를 포함), 핵연료재장전 및 사고시(Regulatory Guide 

(이하 "RG") 1.4 및 1.7에 근거) 방사선구역 등급 설정(구역경계를 포함) (예

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다. 모든 방사선원 위치 및 기타 설계세부사항 등을 보여주는 시설의 배치도를 포

함하여 장비, 기기 및 계통의 시설 설계특성의 예시 (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

서). 여기에는 차폐벽 두께가 도면에 명시되거나 별도의 도표에 제시되어야 함.

     라. 시설 및 장비의 설계와 배치에서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을 ALARA로 유지하

는데 요구되는 요건(RG 8.8의 요건)의 이행상태 (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마. 10 CFR 20.1406의 요건에 따라 원자로의 해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 및 환

경의 오염과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을 실질적인 수준까지 최소화하기 위한 설

계특성 (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2. 차폐

     가. 설계기준 및 관통부에 사용될 차폐물질, 원자로 압력용기와 생체차폐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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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형공간에서의 중성자 흐름을 감소시키기 위한 차폐물질 등을 포함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 제11장 및 제12.2절에 제시된 방사선원에 대한 차폐 (예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여기에는 차폐벽 두께가 도면에 명시되거나 별도의 

도표에 제시되어야 함.

     나. 계산에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될 적절한 코드, 가정 및 기법을 포함하여 차폐

변수를 결정하는 방법 (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다. 직업상 방사선피폭이 ALARA로 유지됨을 보증하기 위해 차폐(체), 기하학적 

배열, 원격조정 등을 사용하는 특별한 방호특성 (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라. 콘크리트 차폐에 관한 지침(RG 1.69)과 직업상 방사선피폭을 ALARA로 유지

하는데 요구되는 특별한 방호특성에 관한 지침(RG 8.8)의 이행 (예비/최종안

전성분석보고서)

     마. 사고(10 CFR 50.34(f)(2)(vii) 및 NUREG-0737, Item Ⅱ.B.2) 후 종사자의 접근

이 필요한 구역(입출구 지점을 포함)에 대한 설명 및 위치표시 (예비/최종안

전성분석보고서)

     바. RG 8.38에 따라 종사자의 접근과 그 구역에서의 작업을 통제할 수 있는 고준

위 및 극고준위 방사선구역에 대한 차폐 및 방벽을 제공하는 발전소 구조물 

및 벽체의 물리적 배치 및 구성 (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3. 환기

     가. RG 1.70의 제12.3.3절에서 요구하는 환기계통 설계에 있어서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방호 특성의 기술(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나. 공기정화계통 설계에 있어서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방호 특성의 실례 (예비/최

종안전성분석보고서)

     다. 사고후 공학적안전설비로서의 공기여과 및 흡수장치의 설계, 시험 및 유지 

기준에 관한 지침(RG 1.52)의 적용 및 ALARA 이행에 관한 지침(RG 8.8)의 이

행에 관한 정보 (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4. 지역방사선 및 공기중 방사능 감시계측설비

     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에서 고정 지역방사선감시계통과 연속 

공기중방사능감시계통에 대한 설명(RG 1.70의 제12.3.4절에서 요구하는 배치

기준을 포함) (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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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작업구역에서 공기중 방사능농도의 대표시료 확보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예

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다. 공기중 고방사능이 의심되는 구역의 위치 식별에 관한 절차

     라. 방사선감시에 관련된 규제지침(RG 8.2, 8.8, 8.25 및 1.97(Rev.3) 및 산업기준 

ANSI N13.1-1999)에 명시된 방사선감시장비 기준의 이행 (예비/최종안전성분

석보고서)

     마. 사고시 방사선감시 요건(10 CFR 50.34(f)(2)(xvii), NUREG-0737 Item Ⅱ.F.1.3 및 

RG 1.97(Rev.3))에 따른  격납건물내 고준위 방사선감시기의 사고시 동작 능력

     바. 10 CFR 50.34(f)(2)(xxvii) 및 NUREG-0737 Item Ⅲ.D.3.3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

내 공기중 방사능감시계통

     사. 산업기준 ANSI/ANS-HPSSC-6.8.1에 따른 고정 지역방사선감시기의 위치

     아. 10 CFR 50.68에 따라 특수핵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장소에서의 방사선

감시기

  5. 선량평가

    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방사선방호의 최적화)에 따라 

원자로 시설의 설계시 종사자 및 외부주민이 받게 될 예상피폭선량을 평가하

여 운전상태에서 예상되는 방사선피폭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한 적합

한 방안을 수립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여기에는 특정한 설비 기능이나 방사선

방호 활동으로 인한 추가 선량 저감조치가 기술되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나. RG 8.19에 따른 각 방사선구역의 예상체류시간, 방사성폐기물 취급, 정상보수 

및 특별보수(증기발생기 세관봉입 등), 재장전 및 가동중검사 등 주요 방사선

작업 수행에 따른 예상 연간집단선량(person-Sivert)에 관한 세부자료가 포함

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Ⅱ. 허용기준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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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이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

회 고시 등의 요건들에 부합하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관련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법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2.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 방지조치)

     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4호(선량한도) 별표 1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측정)

     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3조(피폭관리)

     6.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4조(피폭저감화 조치)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방사선방호설비)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경보장치 등)

     9.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방사선방호의 최적화)

    10.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방사선관리구역 등에의 조치)

    1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12.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방사선관리구역)

    1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49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

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

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시설 설계특성

신청자가 원자력안전법 제91조의 방사선장해 방지조치의 규정과 원자력안전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선량한도 요건을 만족하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 타당

함을 인정한다. 여기에는 보수, 재장전, 방사성물질 취급 및 처리, 가동중검

사, 교정, 원자로해체, 사고후 복구 등과 같은 주요 피폭누적 작업들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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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설이 설계되고, 설계에 반영된 방사선방호 특성은 원자력안전법 제91

조와 관련 ALARA 이행에 관한 요건 및 RG 8.8과 8.10에 부합하여, 이러한 

방사선피폭 유발 활동으로 인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방사선피폭이 ALARA

로 유지될 것임을 보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는 방사선방호 특성에는 다음

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가. 작업, 검사 및 시료채취 지역으로의 접근 용이성

나. 선원 세기의 저감 능력

다. 방사화 부식생성물의 발생, 확산, 보유를 저감하는 설계조치

라. 방사선장에서의 작업시간 단축능력 

마. 이동형 차폐체와 원격조작 도구의 준비

출입관리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방사선관리구역 

등에의 조치)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비정상운전과도(핵연료 취급시 연료다발의 낙하 등)를 포함하여 정상운전 중 

극고준위 방사선구역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시설이 설계되어야 한

다. 고준위 및 극고준위 방사선구역은 종사자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수 있

도록 일상적인 작업공간이나 복도 등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 이송관 등에 대한 접근관리는 일반적인 관리구역 출입요건보다 더 엄

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핵연료 이송중에 1 Gy/h 이상의 방사선준위가 예상

되는 사용후핵연료 이송관 등의 주변지역은 차폐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

해서는 이동형 차폐체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 차폐물은 접촉시 1 Gy/h 미만

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용후핵연료 이송관 지역은 핵연료 이송중

에 치명적인 방사선장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표시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동형 차폐체가 사용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영구형 차폐체가 사용된 경

우가 아닐 때에는 임시 핵연료 이송관 차폐체가 핵연료 이송중에 제거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음향 및 시각적인 경보능력을 가진 방사선감시기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1 Gy/h를 초과하는 방사선준위를 가질 수 있는 다른 어느 

시설의 방사선원에 대하여도 본 개념이 적용된다. 

발전소의 전 지역은 발전소 구조물내 지역뿐만 아니라 일반지역까지 방사선

구역 등급(radiation zone)으로 세분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최대 설계선량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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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선정한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역의 최대 선량률은 예상 체류시간

과 출입관리 조건에 따라서 각 구역에 대해 정의되어야 한다.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재장전; 방출; 핵연료 취급 및 저장; 방사성물질의 취급, 처리, 

사용, 저장 및 처분; 정상보수; 운전중 감시; 가동중검사; 및 교정 등을 포함)

시 체류(인원수와 체류 또는 이동시간을 근거로 예측된다)해야 하는 지역은 

체류하는 해당 개인에 대한 연간선량이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범위에서 원

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량한도보다 훨씬 더 낮

아야 하며, 총집단선량(person-Sivert)이 ALARA로 유지되도록 구역화 되어야 

한다. 현재의 운전경험 및 새로운 설계에 대하여 수행된 예상을 근거로 하여 

시설 차폐를 설계하고, 구역화하고, 충분한 방사선방호 설계특성을 구체화하

여 시설구역 내에서 종사자가 개인선량한도의 낮은 분율 이내로 피폭 되도록 

하여야 한다.

노심 손상이 초래되는 사고시 방사선에 의하여 종사자의 체류를 심하게 제한

해야 할 모든 필수구역이 확인되어야 한다. 사고시 이 필수구역으로의 접근

은 NUREG-0737 Ⅱ.B.2에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10 CFR 50.34(f)(2)(vii)의 

규정에 따라 증명되어야 한다. 이 때 필수구역으로의 접근, 체류시간 및 퇴거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2. 차폐

검토자는 차폐두께 계산에 사용된 가정, 사용된 계산방법 및 매개변수에 대

하여 평가한다. 감마선원 및 중성자-감마 복합선원에 대한 차폐두께를 결정

하는데 효과적인 다수의 인정된 차폐계산 코드들이 사용 가능하다. 차폐 설

계자들이 사용한 대부분의 코드들은 미국 Oak Ridge 국립연구소(ORNL)의 방

사선안전정보평가센터(RSICC) 소유 코드들인데 이는 신뢰도 및 정확도에 대

해서가 아니라 운영측면에서 시험받고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사선

차폐 코드는 복잡성과 정밀도 측면에서 볼 때, 간단한 점선원 계산방법

(point-kernel methods)으로부터 좀 더 복잡한 유한요소법(discrete ordinates 

methods), 아주 정밀한 몬테카를로 계산방법(Monte Carlo methods)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하다. 검토자는 신청자의 계산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필요시에는 이들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주어진 차폐설계 및 선원세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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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량률을 계산할 수 있다.

신청자의 차폐설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차폐계산법에 의하여 수행되

었다면 만족한다. 이때 방사선원, 반응단면적, 차폐와 선원간의 기하학적 모

형, 수송방정식 등에 관한 가정들은 실제적이어야 한다. 방사선의 흐름

(streaming) 및 산란(scatter)을 줄이기 위하여 미로형태의 통로나 관통부 등이 

사용되어야 한다. 차폐물질 구성성분은 차폐체 자체가 잠재적인 방사선원(차

폐물질의 방사화 또는 일차방사선과의 반응으로 인한 이차방사선의 생성 등)

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선택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방사선 차폐설계는 

직업상 방사선피폭을 ALARA로 유지해야 하는 요건을 만족하는데 있어서 필

수적이다.

RG 1.69와 ANSI/ANS-6.4-1977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직업상 방사선피폭에 대한 

방호용 콘크리트 차폐체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시설의 건

설 중에 위의 지침을 제대로 수행하는가를 근거로 차폐공사의 적합성이 평가

된다. RG 8.8은 방사선방호설계에 있어 차폐 및 격리에 관한 추가적인 허용

기준을 제공한다.

     3. 환기계통

환기계통은 안전성분석보고서 12.2.2절에 기술된 구역 내에서의 환기율에 대

한 기준 및 기초 근거가 공기중 저방사능 지역에서 공기중 고방사능 지역으

로 공기가 흘러서 필터나 배기구로 나가고, 정상적인 체류구역 내에서의 방

사성물질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49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유도공기중농도 규정을 만족하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별표1의 선량한도 규정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증한다면, 방사선방호 관점에서 

허용된다. 환기계통은 정상적으로 체류하지 않으나 보수 및 가동중검사가 반

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구역에서의 공기중 방사능농도를 유도공기중농도(1 

DAC)까지 줄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 환기계통은 방사능을 띠

는 필터가 쉽게 유지 관리되고 유지 관리하는 직원 및 인근 지역에 머무는 

직원에게 추가적인 방사선위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신청자

는 또한 방사성기체 및 입자와 관련하여 RG 8.8의 지침을 적용하였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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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함으로써 환기계통의 허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경수로형 원자로의 공기정화계통의 설계, 보수에 관한 규제지침(RG 1.52)은 

비록 공기중 방사능을 포함하는 사고의 완화를 위한 지침이지만 정상운전시

에도 본 검토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4. 지역방사선 및 공기중 방사능농도 감시계통

가. 지역방사선 감시계통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49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및 RG 8.15, 1.97 및 10 CFR 50.34,(f)(2)(xvii)의 규정에 

부합하고, 다음에 제시된 사항들을 만족할 때 허용된다.

1) 제한된 출입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평상적으로 체류 가능한 지역과 

경수로형 원자로 지역방사선감시계통의 설계 및 위치에 관한 기준(산

업기준인 ANSI/ANS-HPSSC-6.8.1)에 따라 방사선구역 등급의 설계상 방

사선준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는 지역방사선 계측기들이 위

치하여야 한다.

2) 계측기들은 위치한 방사선구역에서의 설계 최대선량률 및 예상운전과

도와 사고시에 도달할 수 있는 최대선량률을 계측할 수 있는 선량률 

지시치 범위를 갖는다.

3) 계측기들은 핵연료 재장전시와 계측기의 보수작업이 실시된 이후 교정

된다.

4) 각 감시기는 현장에서 감지 가능한 음향경보장치와 변경 가능한 경보

설정치를 갖는다. 소음이 높은 지역에 설치된 감시기들은 시각경보장

치도 갖추어야 한다.

5) 제어실에 지시치와 경보가 제공된다.

6) 격납건물내 고방사선 감시기는 10 CFR 50.34(f)(2) (xvii)의 요건을 만족

한다.

7) 소외전원 상실 이후 비상전원이 공급된다.

나. 공기중 방사능농도 감시계통은 RG 8.25의 연속 공기시료 채취에 관한 지

침에 부합하고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할 때 허용된다.

1) 공학적 제어수단으로 방사성물질의 인체내부 흡입에 대한 일차적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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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제공한다.

2) 정상적으로 체류하는 지역으로서 공기중에 방사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곳, 즉 고체폐기물 취급지역,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원자로 운전

구역 등의 지역에서 공기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공기중 방사능 감시

계통은 작업자가 체류하는 지역에서 환기계통에 의한 희석을 고려하여 

입자 및 방사성 옥소 농도를 10 DAC-hrs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시설이 정상운전 중일 때 시설 내부에서 외부로 방출되는 공기를 

연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불활성기체 감시기들은 Xe-133을 감시할 

때에 그 계측기의 동작 특성이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교

정되어야만 한다.

3) 계측기가 대표 공기중 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기 취구부분

에 가능한 한 가까이 위치하여야 한다.

4) 환기계통 감시기는 HEPA 필터의 상단흐름에 위치한다.

5) 계측기들은 정기적으로 교정하며, 또한 계측기에 대한 보수작업이 실

시된 이후에도 교정한다.

6) 각 감시기는 현장에서 감지 가능한 음향경보장치와 변경 가능한 경보

지시치를 갖추어야 한다. 소음이 높은 지역에 설치된 감시기들은 시각

경보장치도 갖추어야 한다.

7) 제어실에 지시치와 경보가 제공된다.

8) 소외전원 상실 이후 비상전원이 공급된다.

다. 발전소내 사고 방사선감시계통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10 CFR 50.34,(f)(2)(xvii)의 요건, NUREG-0737 Item Ⅱ.F.1 및 RG 

1.97(Rev.3)의 기준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고가 진행 중일 

때 접근해야 할 지역에서의 방사선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야 한다.

2)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할 휴대용 계측기들은 사고로 인한 비상사

태에 대응하는 자들이 쉽게 취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설치된 사고 감시계통에는 비상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4) 사고용 감시계통들은 계산상의 최대 준위까지 포함하는 사고준위를 감

시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사고로 인하여 초래된 환경조건에서도 적



제12.3-12.4절                                                     개정 4 -2014. 12- 10 -

절하게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10 CFR 50.34(f)(2)(xvii) 및 NUREG-0737 Item Ⅱ.F.1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격납건물 내에 2대의 고준위 방사선감시계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발전소내 공기중 방사능농도 감시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

서는 방사성 유출물의 방사능측정 등에 관한 규제지침(RG 1.21, 부록 A)

을 적용한다. RG 8.2는 방사선위해를 평가하기 위한 탐사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ANSI N13.1-1999는 원자력시설 내의 환기구 및 배기구에서의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시료채취에 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이는 

시료채취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들 및 실제 시료채취 과정의 적합성에 대

한 허용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RG 8.8은 감시계통에 대한 보다 자세

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마. 핵연료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대한 방사선감시기는 10 CFR 50.68

의 기준에 부합하면 허용된다.

     5. 선량평가

         선량평가는 선량평가에 관한 RG 8.19에 따라 계산가정, 계산방법 및 계산결

과를 적절히 기록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작업자 수와 구분, 예상 및 설계선

량률 그리고 예상집단선량(person-Sivert) 등을 포함해야 한다.

  상기 허용기준에 대한 기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방호 특성에서 언급된 원자력안전법 제91조의 규정은 원자력관계사업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고 방사성물질의 방

출량 및 방사선피폭선량이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유지되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 방사선방호 설계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별표1의 종사자의 선량

한도를 만족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경보장치 등)의 요건은 방사선

방호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전되지 아니할 때 신속히 감지하고 종사자에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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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방사선피폭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증하는 요건이다.

Ⅲ. 검토절차

  본 검토절차는 앞에서 기술된 허용기준을 근거로 한다. 허용기준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대안이 관련 요건에 만족함을 보이는 신청자의 평

가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방사선방호 설계특성(제9장 및 제11장의 일

부를 포함)에 관한 정보가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규제지침을 따르고 있

는지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한다.

가. 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나. 방사선원 및 방사선차폐에 주안점을 둔 시설의 설계도면

다. 방사성폐기물계통, 제염시설, 사무실과 출입관리지역, 세탁실, 탈의실과 개인

제염지역을 포함하는 샤워실, 실험실 등을 포함하는 보조건물에 대한 설계도면

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핵연료 이송 및 이와 관련한 장비 등을 포함하는 핵연

료건물에 대한 설계도면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단계에서는 직업상 방사선피폭이 합리적으로 달성 가

능한 한 낮게 유지됨을 보증함에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예비설계특성에 

특별히 관심을 둔다. 이러한 검토에서 방사선방호 설계특성은 ALARA 규제지침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출입관리 계획은 시행령 등의 관계규정 또는 표준기술지침서

에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하며, 아울러 한정된 출입지역과 제한출입지역(고방사선 

지역)으로의 출입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다. 안전성

분석보고서 제9장 및 제11장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지역의 선량률, 환기계통 내

의 공기중 방사능농도 감시계측장비의 설치위치, 그리고 방사선방호 설계와 관련

된 방사성폐기물계통에 해당하는 부분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초기 설계계획에 관

련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평가한다. 특히, 새로운 배치, 개선된 설계, 특이한 차폐 

두께, 새로운 또는 변경된 방사선차폐 두께계산 절차, 계산에 도입된 특이한 가정

들, 방사선감시기들의 위치 등에 관련한 사항을 평가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제11

장에 대한 검토를 담당하는 검토자는 공정 및 유출물감시계통의 설계특성(민감도, 

감시범위, 계통 설치위치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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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G 1.97(Rev.3)은 사고후 방사선감시 계측기기에 대한 상세한 지침 및 허용기준

을 제공하고 있다. 동 RG 1.97의 개정본 4(Rev.4)에서는 특별히 제안된 설계에 동 

지침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사고조건 하에서 발전소 

감시를 위해 적절한 방사선감시 계측장비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측제어분야 및 비상대책분야의 검토자들과 연계하여 방사선감시계통을 검토하

여야 한다.

  3. 검토자는 용인된 방사선 차폐계산 방법 및 사례를 근거로 신청자의 차폐설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검토자는 발전소 배치도면과 방사선구역 구분을 근거로 발전

소의 어느 지역을 선정하여 차폐설계의 적절성을 독립적인 검증계산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발전소의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에 고방사선구역(선량률 1 Gy/h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발전소내 지역에 대해 차폐설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다.

  4.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단계에서 검토자는 방사선구역 구분이나, 계측장비 설

치위치의 변경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운영절차서 변경을 필요로 하는 설계상의 

변경에 대하여 고려한다.

  5. 검토자는 신청자가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규제지침이나 산업기준 등의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6. 검토결과에 준하여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또는 방사선방호 

설계특성이 본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신청자로 하여금 

재평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Ⅳ.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와 검증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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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또한 이러한 결론에 대한 근거를 언급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과 상세기술요건 및 일반안전요건의 방사선방

호분야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내용이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개정본에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안전심사보고서로 작성한다. 안전심사보고서에는 신청자의 

신청내용의 요약, 검토자의 검토근거, 허용기준 및 검토 도출사항 등을 포함한다. 다음

은 전형적인 평가결과의 간단한 형태이다.

  검토자는 방사선방호 설계가 적합하며, 원자력안전법령의 방사선방호 관련규정, 

일반안전요건의 관련규정들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한다.

  [발전소 이름]에서의 방사선방호 설계는 원자력안전법 제91조의 방사선방호 목

적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의 선량한도 규정과 방사선방호 관련 안전규제지침에 

부합하여 직업상 방사선피폭을 규제한도치 이내로 유지하며 동시에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도록 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설계개념의 대부분은 

신청자의 방사선방호 설계를 검토한 결과나 다른 원자력발전소를 운전하면서 얻

어지는 방사선피폭 경험에 의해서 반영된다. [다음 사항들을 위한 설계특성의 사

례를 포함시킨다. 즉, 보수작업시에 작업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의 저감, 어떤 작업

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경우에 방사선원항의 저감, 관리구역으로의 신속하고 

용이한 출입성, 원격조정, 방사선장에서 행해지는 작업에 필요한 시간의 단축, 기

타 방사선피폭을 저감시킬 수 있는 설계특성들에 대한 사례를 포함시킨다.] 이러

한 설계특성은 ALARA에 관한 안전규제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일치하며 또

한 적합하다. 

  출입관리는 출입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검토결과 적합하다.

  관리구역내의 공간은 몇 개의 방사선구역 등급으로 분류된다. 이 각각의 방사선

구역에 대한 선량률 요건은 예상체류시간과 출입제한 요건 등으로부터 유도된다. 

이러한 요건들은 방사선차폐 설계의 근거로서 사용되며, 설비의 배치에 활용된다.

  발전소내에서 1 Gy/h를 초과하는 방사선준위를 유발하는 모든 방사선원항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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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되어야 하며, 만일의 경우 치명적인 방사선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한다. 만일 영구적 차폐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관리가 이

루어지며, 일시적으로 차폐물이 제거되었을 경우에 음향 및 시각 경보감시기 등

이 작업자들을 경고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방사선차폐는 발전소 내부 및 외부에서 운전관련 종사자와 일반인 등을 방사선

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다음은 [발전소 이름]에 적용된 차폐설계 

설비들이다. [발전소에 사용된 몇 가지 차폐설계 설비의 예를 나열한다.] [신청자 

이름]에 의해 [발전소 이름]의 차폐벽면의 관통부를 설치하기 위해 사용된 요건은 

다음과 같다. [몇 가지 차폐관통부 설치요건을 나열한다.] 이러한 차폐기술은 개인 

방사선피폭을 ALARA 요건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차폐기술은 적합하다.

  [발전소 이름]을 위해 사용된 일반적인 차폐설계 방법과 방사선원항은 운전하고 

있는 원자로로부터 산출된 것과 유사하다. 신청자의 차폐설계를 위해 사용된 기

본적 방사선 수송해석은 [적절한 차폐전산 코드명을 나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신청자는 또한 차폐설계 계산의 입력자료로서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차폐

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였다. 발전소내 모든 콘크리트 차폐는 콘크리트 차폐에 관

한 산업규격에 준하여 건설된다. 검토자는 [예비 또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차폐설계 및 방법이 안전심사지침의 요건에 근거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

한다.

  [발전소 이름]에서의 환기계통은 발전소 요원이 방사선량 규정에 제시된 공기중 

방사능농도를 초과하는 공기중 방사능으로부터 불필요하게 피폭을 당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개인 방사선피폭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공기의 흐름을 공기중 방사능농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에서 높을 것

으로 예상되는 구역으로 흐르게 한다.

2. 오염물질이 새어 들어오는 것이나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압 또는 부압

을 걸어 준다.

3. 환기계통의 흡입구가 다른 건물의 방출지점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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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대기를 빨아들이지 않도록 위치시킨다.

  이러한 설계요건은 경수형 원자로의 공기정화계통의 설계, 보수에 관한 규제지

침과 ALARA 이행에 관한 규제지침을 만족한다. [환기계통에서의 피폭저감설비의 

사례 등을 나열한다.]

  신청자의 지역방사선 감시계통은 다음과 같이 설계된다.

1. 방사선준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그곳에 운전요원이 있을 것 같은 구역

에서의 방사선준위를 감시한다.

2. 방사선준위가 미리 설정한 준위를 초과하게 되면 증가된 방사선준위를 경고하

기 위하여 경보를 울린다.

3. 발전소내의 중요한 지점에서는 항상 방사선준위가 기록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청자는 [몇대]의 지역감시기를 방사선준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운전요원이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에 설치할 예정이

다. 지역방사선감시계통은 10 CFR 50.34,(f)(2)(xvii)의 요건 및 사고후 발전소감시

에 관한 안전규제지침의 요건을 만족하며 중앙 기록을 위한 설비와 지역 및 원격 

음향 및 시각 경보장치를 가지고 있다. [지역방사선 감시설비의 예를 나열한다.]

  신청자의 공기중 방사능농도 감시계통의 설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공기중 방사성물질에 의한 직업상 방사선피폭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는 것을 돕도록 한다.

2. 방사능을 함유한 계통의 건전성을 점검한다.

3. 부주의한 과피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기치 못한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경고한다.

  신청자는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존재가 예상되는 구역에 공기중 방사능농도 감

시기를 설치한다. 이러한 공기중 방사능농도 감시기는 환기 유속이 가장 느린 구

역에서의 입자 및 방사성 옥소 핵종의 유도공기중농도(DAC)를 10시간 동안 측정

할 수 있는 계측 능력이 있다. 신청자는 고정형 공기중 방사능농도 감시기가 설

치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공기를 감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휴대용 연속공기감시기

를 준비한다.

  모든 공기중 및 지역방사선감시기는 정기적으로 교정된다. [다른 공기중 방사성



제12.3-12.4절                                                     개정 4 -2014. 12- 16 -

물질 감시설비에 관하여 나열한다.] [발전소 이름]의 지역 및 공기중 방사능감시

계통들의 설치목적 및 위치에 관한 요건은 공기중 방사능농도감시와 관련된 요건

들에 일치한다.

  신청자의 사고 방사선감시계통의 설치목적은 어떤 사고의 진행과정 중에 작업

자가 접근해야 할 지역의 방사선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설치된 감시기는 비상전원이 공급되며, 휴대용 계측기들은 비상에 대응하는 요원

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 둔다. 이러한 계통은 어떤 사고시에 사용 가능하도

록 다음과 같이 설계된다.

1. 사용 가능한 계측기의 계측범위

2. 계측기가 위치하는 곳의 환경조건을 견딜 수 있으며, 10 CFR 50.34,(f)(2)(xvii)

의 요건 및 원전 사고조건 감시에 관한 규제지침의 사항들을 만족한다.

  사고시 임계도를 감시하기 위한 계측장비는 임계도 사고 감시요건을 만족하고 

또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다.

  신청자는 RG 8.19에 따라 선량평가에 적용된 계산가정, 계산방법 및 계산결과를 

적절히 기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작업자 수와 구분, 예상 및 설계선량률 그리고 

예상집단선량(person-Sivert)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이름)에 직업상 방사선피폭 평

가의 완성된 요약표를 포함하는 선량평가서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선량평가에 

대한 사전정보로서 설계 및 운영단계에서의 선량저감화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 

과정, 작업자선량 저감을 위한 설계특성정보 및 주요 ALARA 변경사항이 적절히 

기술되고 있어 선량평가에 대한 기술내용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시설의 설계특성은 10 CFR 20.1406의 요건에 따라 원자로의 해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 및 환경의 오염과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을 실질적인 수준까지 최소화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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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2.5절 방사선방호계획

 검토주관 : 방사선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방사선방호계획에 대하여 운영측면에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방사선방호 조직

     가. 해당 직위의 책임과 권한이 명시된 방사선방호계획상의 행정조직(예비/최종안

전성분석보고서)

     나. 방사선방호계획과 방사성물질 취급 및 감시 책임자의 경력 및 자격(최종안전

성분석보고서)

     다. 종사자 선정 및 훈련에 관한 지침(Regulatory Guide(이하 “RG") 1.8), 방사선

감시에서의 행정절차에 관한 지침(RG 8.2), ALARA 관련 지침(RGs 8.8, 8.10)

의 이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자료의 적용 여부(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2. 장비, 계기 및 설비

     가. 정상운전중,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시 방사선/능 및 오염도 측정, 소내 공기중 

방사능농도 측정 및 시료채집, 지역방사선감시 및 개인방사선감시를 위한 각

종 휴대용 또는 실험실용 계측기의 선정에 대한 기준(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

고서).  여기에는 교정, 유지보수 및 수리로 인한 사용불가를 고려한 기기의 

종류별 수량을 포함한다.

     나. 기기의 보관, 교정, 보수시설에 대한 기술(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다. 탈의실, 샤워실, 개인제염실, 호흡장비, 오염관리장비 및 오염관리장비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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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방호 설비들의 기술내용 및 위치.  또한 이들 시설이 종사자들에게 필

요한 방호수단을 제공하는 방법들의 기술내용(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라. 상기 항목에 기술된 시설/장비의 위치, 계측기 및 감시기의 유형, 감도, 측정

범위, 교정주기 및 교정방법에 관한 기술내용(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마. 개인선량계에 관한 지침(RG 8.4), ALARA 관련 지침(RG 8.8), 생체분석에 관

한 지침(RGs 8.9, 8.26)의 이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자료의 적용 여부

  3. 절차

     가. 방사선구역의 출입 및 작업시간의 관리를 위한 물리적, 행정적 조치에 관한 

기술내용(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나. 직업상 방사선피폭의 ALARA 유지를 보증하는 운영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술

내용(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다. 방사선 탐사에 관한 방법, 주기 및 절차에 관한 기술내용(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라. 개인 또는 장비의 표면오염도 측정 및 관리방법에 관한 기술내용(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  

     마. 공기중 방사능농도 제한을 위한 공학적 관리, 공기중 방사능농도의 평가와 

관리, 특수(special) 공기채집 및 호흡장비의 발급/사용 등에 관한 방법 및 절

차에 관한 기술내용(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바. 방사선방호 교육 및 훈련계획에 관한 기술내용(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사. 종사자 선정 및 훈련에 관한 지침(RG 1.8), 방사선감시에서의 행정절차에 관한 

지침(RG 8.2), 직업상 방사선피폭의 기록체계에 관한 지침(RG 8.7), ALARA 

관련 지침(RGs 8.8, 8.10), 생체분석에 관한 지침(RGs 8.9, 8.26), 직업상 방사

선피폭의 위험에 관한 교육 지침(RG 8.29), 경수로형 발전소에서의 방사선방

호훈련에 관한 지침(RG 8.27)의 이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자료의 적용 여부

(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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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내용이 원자력안전법 및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방사선안전관리 관련 기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기준, 그리고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의 요건에 부합하면 타당하다.

        

         가. 원자력안전법 제26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84조 “면허 등”, 

제91조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제92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제97조 

”도난 등의 신고“, 제106조 ”교육훈련“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131조 “측정”, 제136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제148조 “방사선

작업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

한 조치”, 제62조, “방사선방호계획”

         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9호(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마. KINS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KINS/GE-N001) 제12.5절

     2. 또한, 정상 및 사고시 소내 방사선 및 공기중 농도 감시 요건인 10 CFR 50.34

를 만족하고 다음과 같은 관련 요건이 충족되도록 충분한 기술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면 타당하다.

         가. 10 CFR 20.1101(방사선방호계획) 및 1003(ALARA의 정의) : 직업상 피폭

의 ALARA 유지

         나.  10 CFR 20.1201(종사자의 선량한도) 및 1202(내부 및 외부선량 합산을 

위한 요건의 준수), 1203(외부피폭선량 평가), 1204(내부피폭선량 평가) : 

종사자 피폭관리 관련 요건

         다.  10 CFR 20.1301(일반인의 선량한도), 1302(일반인의 선량한도 준수) : 일

반인의 피폭관리 관련 요건

         라.  10 CFR 20.1501(c)(일반사항: 피폭감시 관련 사항), 1502(외부 및 내부 피

폭선량의 감시가 필요한 조건) : 종사자 피폭감시 관련 장비 요건

         마.  10 CFR 20.1601(고방사선구역의 출입관리), 1602(극고방사선구역의 출입

관리), 1901(주의표시), 1902(표식 요건), 1903(표식요건의 면제), 1904(컨

테이너의 표시), 1905(표시요건의 면제) : 주의/경고 표시 관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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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10 CFR 20.1906(포장물 수령 및 개봉절차) : 포장물의 관리 관련 요건

         사.  10 CFR 20.1801(방사성물질에 대한 보안) : 방사성물질의 보안 요건

         아.  10 CFR 20.2101(일반사항), 2102(방사선방호 계획에 대한 기록), 2103(방

사선 준위조사 기록), 2105(planned special exposure에 대한 기록), 2106

(작업자 선량 기록), 2107(일반인의 피폭선량 기록) : 기록 관련 요건

         자. 10 CFR 20.2201(방사성물질의 도난/분실 보고) : 도난/분실시 보고 요건

         차. 10 CFR 20.2203(과피폭, 한도초과 준위 및 농도에 대한 보고) : 과피폭 

등 긴급시 보고 요건

         카. 10 CFR 20.2206(종사자 선량에 대한 보고) : 연간 종사자 선량의 보고 요건

         타. 10 CFR 50.34(f)(2)(xxvii)(정상 및 사고시 소내 방사선 및 공기중 농도 감

시) : 정상 및 사고시 소내 방사선 및 공기중 농도 감시 요건 

         파. 일반설계기준 64(방사성물질의 방출감시) : 방사성 유체 및 기체를 포함

하는 기기들이 위치하는 지역의 감시 요건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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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방사선방호 조직

         직업상 방사선피폭을 ALARA로 유지하기 위한 책임자의 임무, 자격, 교육사

항 및 조직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84조 

“면허 등”, 제106조 “교육훈련”, 시행령 제148조 “방사선작업종사자 등

의 교육 훈련”,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9호(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10 CFR 20.1101(b), 1003, 1201, 1202, 1203, 1204, 1301, 

1302 등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종사자 선정 및 훈련에 관한 지침(RG 

1.8), 방사선감시에서의 행정절차에 관한 지침(RG 8.2), ALARA 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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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s 8.8, 8.10), 발전소 관리에 관한 지침(NUREG-0731) 및 방사선방호계획의 

세부 내용에 관한 지침(NUREG-0761)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장비, 계기 및 설비

         가. 방사화학실험실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 “측정” 및 10 CFR 

20.1501 등의 요건에 부합되도록 개인방호, 방사선준위 조사 및 기타 방

사선방호 관련 일상 분석을 위한 장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나. 저준위 계측실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 “측정” 및 10 CFR 

20.1501 및 일반설계기준 64의 요건에 부합되도록 발전소내 모든 시료를 

계측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측실에는 다음

과 같은 장비가 포함된다.

◦ 다중파고 분석기

◦ 저배경계수 알파-베타 비례계수기와 감마 및 알파-베타 섬광계수기

◦ 단창형 G-M 계수기

         다. 휴대형 계측기기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 “측정” 및 10 CFR 

20.1501에 부합되어야 한다. 방사선/능 측정을 위한 휴대형 계측기기는 일

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비가 포함된다.

◦ 저준위 및 고준위 전리함 선량률계(측정범위는 RG 1.97 참조)

◦ 휴대형 G-M 계수기

◦ 알파 섬광 또는 비례계수관 선량률계

◦ 중성자 등가 선량률계

◦ 입자상 필터 및 옥소포집기(활성판 필터 또는 이와 동등한 필터)를 갖

춘 시료채집기와 공기중 방사능 감시기

◦ 고준위 측정계기(측정범위는 RG 1.97 참조)

         라. 개인감시장비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 “측정” 및 10 CFR 

20.1501, 1502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인감시장비는 다음과 같은 장비가 포

함된다.

◦ 프리스커(방사능 오염측정)

◦ 개인선량계 관련 지침(RGs 8.4, 8.14, 8.28)에 부합하는 개인선량의 조

기 평가를 위한 음향경보 선량계를 포함한 자기 판독형 중저준위 포

켓선량계

◦ 방호복에 장착 가능한 선량률 또는 개인 공기채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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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D
◦ 10 CFR 20.1201, 1202, 1203, 1204 및 생체분석에 관한 지침(RGs 8.9, 

8.26)에 부합하는 생체분석과 전신계측을 위한 설비

         마. 개인 방호장비로는 다음과 같은 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 방호복

◦ 액체 오염관리를 위한 비닐방호복

◦ 방호모, 신발덮개, 고무장갑, 기타 안전관련 항목

◦ 공기공급형 전면마스크

◦ 산소통부착형 전면마스크

◦ 필터형 전면마스크

  바. 최소한의 방사선방호 지원시설 및 구역으로서 다음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휴대형 계기의 교정 및 저장 구역(저장고는 출입이 용이하여야 한다).

◦ 필요한 감시장비가 설치된 개인제염실. 제염실은 신속히 종사자의 오

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설치되어야 하며 다용도로 사용되지 않아

야 한다.

◦ 개인 방호장비, 감시기, 호흡장비의 세척, 위생처리, 보수 및 제염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탈의실

◦ 10 CFR 20.1601, 1602, 1901, 1902, 1903, 1904, 1905에 부합되는 주의/

경보표시 및 각종 신호, 출입통제를 위한 관리소

◦ 10 CFR 20.1801, 1906에 부합되는 관리구역 외부에서의 허가된 방사성

물질의 저장 및 관리 능력

◦ 휴대형 계기, 호흡장비, 개인용 감시기 및 각종 오염관리 장비의 저장

을 위한 한 곳 이상의 방사선방호 장소. 이 곳은 통신시설이 구비되어

야 하고 쉽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3. 방사선방호 절차

         방사선방호 계획 및 절차는 원자력안전법 제26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91조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발전

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136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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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제62조, “방사선방호계획”, 10 CFR 20.1601, 1602, 운영기술지침서, 

그리고 품질보증 지침(RG 1.33), 종사자 선정 및 훈련에 관한 지침(RG 1.8), 

ALARA 관련 지침(RGs 8.8, 8.10) 등에 기술된 출입관리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방사선구역 등급 4 이상의 구역에 대해서는 출입전 방사선준위 측정 

및 방사선작업 허가계획이 포함된 특별한 관리절차 규정이 있어야 한다. 작

업허가 계획서에는 방사선준위 자료, 작업허가 시간, 방호복 및 호흡장구, 특

수 도구, 이동용 차폐, 개인 감시장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종 운영, 유지, 보수, 탐사, 재장전 절차와 방법은 직업상 방사선피폭이 

ALARA로 유지되고 ALARA 관련 지침(RG 8.8)에 부합하도록 검토되어야 한

다.  주요 피폭작업에 대해서는 작업후 작업허가 계획의 효과를 평가하여 차

후의 유사 작업에서 방사선피폭의 ALARA 유지에 적용되어야 한다.  품질보

증 지침(RG 1.33)에 규정된 방사선방호 절차에 대한 품질보증 기준 및 검사

가 10 CFR 50 부록 B에 부합되도록 제시 및 수행되어야 한다.

         방사선구역 또는 출입관리구역에서의 방사성물질 취급 및 이송에 관한 관리

감독 규정 및 방사성물질의 확산관리를 위한 절차가 구비되어야 한다.  오염

관리를 위한 허용기준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감시 절차, 생체분석, 개인방사선량의 기록유지 및 보고에 대한 규

정이 있어야 하며 이에 관한 기준으로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 “장해방어조

치 및 보고”, 제97조 “도난 등의 신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131조 “측정”, 제136조 “장해

방어조치 및 보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피폭

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및 10 CFR 20.1601, 1602,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201, 2203 등이며, 관련 지침으로는 방사선감시에서

의 행정절차에 관한 지침(RG 8.2), 생체분석에 관한 지침(RGs 8.9, 8.26), 기

록유지 및 보고 지침(RG 8.7), ALARA 관련 지침(RG 8.8), 태아의 방사선피폭 

관련 지침(RG 8.13), 방사선방호훈련에 관한 지침(RG 8.27), 직업상 방사선피

폭의 위험에 관한 교육지침(RG 8.29) 및 방사선방호계획의 세부내용에 관한 

지침(NUREG-0761) 등이다.

         방사선방호 계획에서 교육, 훈련 및 재훈련 계획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교육훈련”, 시행령 제148조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및 

ALARA 관련 지침(RGs 1.8, 8.8, 8.10, 8.27)에 부합되어야 한다. 방사선방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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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절차서, 장비 및 시설 등을 개선해야 하고 이 계

획에는 어느 곳에서 직업상 방사선피폭이 일어났는가를 결정하고 이러한 피

폭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주기적인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

다.

         10 CFR 50.34(f)(2)(xxvii) 및 NUREG-0737의 III.D.3.3 등 TMI 후속조치 요건을 

따르는 경우, 건설허가 신청자는 정상시 및 비상시의 소내 방사선 및 공기중 

방사능농도 감시를 위한 예비설계자료를 건설허가 신청시 포함시켜야 하며, 

감시기는 사고중 및 사고후 발전소 상황파악을 위한 지침(RG 1.97)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10 CFR 50.34(f)(2)(xxvii) 및 NUREG-0737의 III.D.3.3 등 TMI 후속조치 요건을 

따르는 경우, 운영허가 신청자는 사고시 발전소 요원이 머물게 될 장소의 방

사성옥소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 훈련 및 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관리조직 및 교육은 ALARA 관련 지침(RG 8.8)과 발전소 관리에 관한 지침

(NUREG-0731)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Ⅲ. 검토절차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사항이 본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

한다.  세부 검토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선방호 계획 책임자의 조직상 위치, 책임, 경력, 자격을 검토한다.  방사선방

호 조직, 기능, 자격이 종사자 선정 및 훈련에 관한 지침(RG 1.8)과 ALARA 관련 

지침(RG 8.8)에 부합되는가를 검토한다.

  2. 방사선/능 준위 및 피폭선량 측정을 위한 장비(장비의 수량, 형태, 측정영역, 감

도, 교정방법 및 주기, 이용 가능성을 포함)를 검토한다.  또한 휴대형, 고정형, 실

험실용 및 개인 감시장비의 사용계획을 검토한다.

  3. 직업상 방사선피폭 및 방사능 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방사선방호시설과 관련 방호 

장비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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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방사선방호교육 책자의 개발 등에 관한 기술 

내용을 검토한다.

  5. 방사성물질의 이송, 저장관리, 피폭관리 및 오염관리를 위한 절차를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근거로 하여,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제시하게 하거나 허용기준에 

부합되도록 제출 서류를 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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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방사선방호 계획이 적절하며 이러한 방사선방호계획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선안전관리 관련 기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기준,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의 요건에 부합한다.

  방사선방호의 목적은 종사자가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3

조 “피폭관리”,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9호(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

한 기준”및 10 CFR 20.1201, 1202, 1203, 1204의 제한치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개인피폭선량 및 집단선량을 원자력안전법 제91조 “방사선장해방지조치”, 10 CFR 

20.1101(b), 1003 및 ALARA 관련 지침(RGs 8.8, 8.10)에 부합하도록 가능한 한 제한치

보다 훨씬 낮게 유지시키는 것이다.

  발전소(방사선방호 책임자 : RPM)의 임무에는 (임무 열거) 등이 포함된다.  방사선방

호 조직, 자격, 교육훈련, 방사선방호계획의 목적 및 방법은 종사자 선정 및 훈련에 관

한 지침(RG 1.8), 방사선감시에서의 행정절차에 관한 지침(RG 8.2), ALARA 관련 지침

(RGs 8.8, 8.10) 및 태아의 방사선피폭 관련 지침(RG 8.13)과 발전소 관리에 관한 지침

(NUREG-0731)에 따르고 있고 타당하다. 

  (발전소 명칭)에는 방사선방호를 위한 설비로서 방사화학실험실, 개인제염실 및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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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지역, 출입관리소, 계측실, 교정실, 호흡장비 점검시설, 사무실, 그리고 세탁실 등

이 포함된다. 이러한 시설들은 직업상 방사선피폭을 ALARA로 유지하는데 충분하고 

10 CFR 50.34(f)(2)(xxvii) 및 NUREG-0737의 III.D.3.3 등 TMI 후속조치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ALARA 관련 지침(RG 8.8)과 일치한다.

  방사선방호를 위한 장비로는 휴대형 계측기, 개인선량계, 고정형 및 휴대형 지역/공

기중 방사선/능 감시기, 실험실 분석장비, 공기채집기, 호흡장비, 그리고 방호복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수량 및 종류는 적절하고 사고중 및 사고후 발전소 상황 파악을 위

한 계측기 관련 지침(RG 1.97)의 기준에 부합하고 신청자가 직업상 방사선피폭을 

ALARA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증한다.

  관리구역 출입시, 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모두에게 (베타-감마 TLD가) 지급되고 

매달 또는 피폭이 우려될 시 판독된다. 열형광선량계를 지급 받은 자가 관리구역을 출

입할 경우에는 직독식 또는 간접판독 선량계를 소지하여 열형광선량계를 판독하기 전

의 개인선량을 관리한다. 또한, 발전소 방문자는 (직독식) 선량계를 소지하거나 선량계

를 소지한 발전소 요원과 함께 동행한다. 적절한 경보판 및 경보신호는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방사선관리구역 등에의 조치” 및 10 CFR 

20.1601, 1602, 1901, 1902, 1903, 1904, 1905에 부합되도록 제공된다. 중성자 선량계 및 

경보선량계는 개인 중성자 감시지침(RG 8.14)에 따라 필요시 지급될 것이다.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제131조 “측정” 및 10 CFR 20.1201, 1202, 1203, 1204에 부합되도록 

전신계측을 일정한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RPM)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다른 

생체분석이 제공될 것이다.  방사선/능 탐사, 개인 피폭감시 및 생체분석 기록은 원자

력안전법 제92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제97조 “도난 등의 신고”, 시행령 제

131조 “측정”, 제136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10 CFR 20.1501, 1502, 1601, 

1602,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201, 2203 및 직업상 방사선피폭의 

기록체계에 관한 지침(RG 8.7)에 따라 기록 유지된다.

  방사선방호에 관한 절차, 적용 및 기준이 고려되고 있음을 보증하고, 직업상 방사선

피폭이 ALARA로 유지되고 ALARA 관련 지침(RG 8.8)에 부합됨을 보증하기 위하여 유

지보수, 검사, 그리고 재장전 절차 및 방법이 검토된다.  또한, (1) 종사자와 소내 방문

자의 피폭선량이 제한치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2) 방사선작업허가서(RWP)의 조건을 

관리하고, (3) 방사선관리구역을 설정하고, (4) 출입관리구역을 수립하고, (5) 방사성물

질의 소내외 반출입을 관리하고, (6) 종사자 및 방문객에게 방사선방호 방침 및 절차 

교육 등을 보증하기 위한 절차가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사항들이 품질보증 관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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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0 CFR 50 부록 B 및 품질보증 지침(RG 1.33)에 부합한다.

  관리구역 외부에서의 방사성물질의 저장 및 관리는 10 CFR 20.1601, 1602, 1801, 

1901, 1902의 요건에 부합되게 유지될 것이다.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자료에 근거하여, 사업자는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9호(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

에 관한 기준”의 제한치보다 훨씬 아래에서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유지시

키고 집단피폭 선량을 ALARA로 유지시키는 방사선방호계획을 이행할 것으로 결론짓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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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3.1.1절 관리 및 기술지원 조직

 검토주관 :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는 건설허가,  운영허가 신청자와 신청자의 주계약자, 즉 주

기기 제작자 및 Architect/Engineer(A/E)의 기술조직과 회사 차원의 관리를 검토한다. 

또한 원전의 설계, 건설, 시험 및 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자원도 검토한다. 건설

허가에 대한 검토에는 시설의 설계 및 건설이 적절한 방법으로 수행됨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신청자 조직의 책임, 기술요원 및 조직간 조정과 관리감독 등의 심사를 포함한

다. 운영허가에 대한 검토에는 신청자의 조직과 기술요원이 원전의 안전운전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 검토의 목적은 신청자의 경영진이 원전의 안전설계‧건설‧시험 및 운전에 관여하

고 있고, 정보를 제공 받고, 기여할 수 있는지와 기술적 자원을 확보하여 이러한 목적

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음은 건설허가 검

토단계의 설계 및 건설과 관련된 검토분야 및 운영허가 검토단계의 설비운전과 관련

된 검토분야를 기술한다.

1. 건설 관련 검토

원전 설계 및 건설과 유사한 범위와 복잡성이 있는 업무에 대한 신청자의 과거

경험이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의 관리, 기술 및 기술지원조직이 기술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신청자의 현재 본부 및 기술조직, 조직개편 계획 및 원전과 관련하

여 부가되는 직능상 책임을 반영하는 추가조직이 기술된 조직표가 포함되어야 한

다. 부가된 책임사항은 식별되어야 하며, 아래에 열거된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설계 및 건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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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분야의 책임의 수행 또는 위임에 관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학, 지질학, 지진학, 수문학, 인구통계학 및 환경영향과 같은 주된 부

지관련 공무

2) 발전소 및 보조계통들(화재방호계통을 포함)의 설계

3) 인간공학의 고려사항을 포함한 발전소 설계 특성의 검토 및 승인

4) 환경영향 및 보안대책에 관한 부지배치(Layout) 

5)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작성

6) 자재 및 부품의 사양 검토 및 승인

7) 자재 및 기기의 구매 

8) 건설활동의 관리

나. 가동전 책임

초기시험 계획의 다음 사항에 대한 관리조직의 제안된 계획이 기술되어야 

한다.

1) 시설의 가동전 및 시운전시험에 관한 계획수립

2) 직원채용 및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이행 

3) 발전소 보수 계획의 수립

상기 ‘가’, ‘나’ 항에 관한 기술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본사 요원이 이러한 책임을 어떻게 부여하고, 단위조직 내에서 어떻게 이행

하는지에 대한 사항 

나) 업무 수행 책임을 가진 단위 조직의 식별

다) 사업에 책임을 갖는 다양한 각 단위조직에 선임될 요원의 예상 인원 산정

라) 교육이력 및 경력관점에서 해당 직위 또는 직급에 대한 일반 자격요건

마) 주기기 공급자 및 A/E 조직 간의 연계업무에 대한 신청자 경영층의 역할

바) 선임된 관리 및 감독 직위자에 대한 특정 학력 및 경력

사) 계약자 작업에 대하여 신청자 요원이 검토해야할 사항

건설허가 신청내용 외에 직능상 책임을 갖는 직위 또는 직급에 대하여는 기타 업무

에 할당되는 예상된 시간비율이 기술되어야 한다. 그 밖에, 시설 운전에 대한 기술지

원을 제공하는 초기계획이 기술되어야 한다. 주기기 공급자 및 A/E 조직에 대한 검토는 

신청한 업무를 지원하거나 수행하기 위한 각 조직의 기술 인력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다. 제출된 정보에는 종사할 특정업무(범위를 포함), 사업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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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반영한 조직설명 및 조직도, 사업에 선임되는 인원의 수 및 사업에 관련된 주

요 관리직위에 대한 자격요건들이 기술되어야 한다. 폭 넓은 경험을 가진 주기기 공급

자 및 A/E 조직은 조직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 대신에 이러한 경험에 대한 상세한 설

명서를 기술적 능력의 증거로 제시하여도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특정한 사업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2. 운전 관련검토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

가. 회사수준의 경영 및 기술지원체계를 나타내는 신청자의 조직표 

나. 원자력 분야의 조직구성과 회사의 나머지 조직에 대한 관계      

다. 운전 기술지원을 위하여 수립된 특정 대책

라. 주요 참여자의 책임과 권한을 포함하며 어떤 단계에서의 시험프로그램을 관

리 또는 시행할 단위조직, 확대 조직 또는 기타 인력 

가동 전 및 시운전시험 프로그램의 수행에 앞서 운전조직에 대한 기술 제공 및 

지원이 가능해야 하며,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1) 발전소 운전 기술지원을 위한 각 직위 또는 직급의 예

상 인원수․학력 및 경력 요건이 기술되어야 하며, (2) 다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관

리 및 감독 직위의 개개인에 대한 학력 및 경력 요건이 기술되어야 한다. 

발전소 운전지원에 포함되어야 할 특정 능력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 기계, 구조, 전기, 열수력, 금속재료 및 계측제어 공학

- 발전소 화학

- 보건 물리

- 핵연료 장전 및 재장전 운전지원

- 보수지원

- 운전지원

- 품질보증

- 훈련

- 안전성 검토

- 화재방호

 - 비상조직

- 외부 계약에 의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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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관리 및 기술지원조직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

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3.1.2～13.1.3절, 13.2.1절, 13.2.2절, 13.4

절, 13.5.2절에서 부과된 책임의 이행과 효과적인 수행 (예: 운영조직, 교육훈련, 

독립검토 조직, 절차서 적합성 등)을 위하여 신청자 조직 및 요원의 능력과 관련

된 사항을 검토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제17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품질

평가조직의 만족여부를 검토한다.

2. 인간공학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8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인간공학

조직의 적합성과 신청자의 설계, 건설, 운전업무에서의 인간공학원리 적용의 적

합성을 검토한다. 

3.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2.5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방사선방

호조직의 만족여부를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제안된 발전소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안전성 문제점을 다루기 위한 신청자 자원에 

대한 설명부분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 1항, 제21조 1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신청

자의 기술적 자격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원전의 설계 및 건설을 감독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수립한 관리 및 기술지원조직은 

시설의 설계, 건설, 운전 및 보수의 안전에 대한 신청자 역할에 대하여 회사경영진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설비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주요직

위에 대한 일반자격요건 및 편성에 적절히 고려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기술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결정하는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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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제11조 1항, 원자력안전법 제21조 1항의 만족은 신청자가 제출한 업무

를 수행할 기술적인 자격이 있고 설비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및 기

술지원조직을 수립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건설허가, 운영허가와 관련 원자력안전법 

제11조 1항, 원자력안전법 제21조 1항을 만족시키는 특정 기준들은 각각 아래에 기술

되어 있다. 

1. 건설 관련 기준 (건설허가 신청 검토)

가. 신청자가 사업 수행에 책임을 갖는 특정 조직을 구분하고 직능별로 기술하

여야 한다.

나. 신청자가 사업에 대하여 설계, 건설 및 시설운전으로의 전환에 대한 안전성

관련 사항을 다루기 위한 책임 이행방법(주계약자의 관리를 포함)을 기술하

여야 한다.

다. 설계, 건설에 참여하는 단위 조직간에 명료한 관리통제 및 정보소통이 존재하여

야 한다.

라. 사업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의 폭과 수준 그리고 인력의 유

용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마. 신청자가 설계 및 건설 기간 중의 주기기 공급자와 A/E의 역할 및  기능을 

분명하게 기술해야 하고, 주기기 공급자와 A/E의 사업관련 업무에 대한 적절

한 통제를 실증하여야 한다.

바. 신청자가 시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책임있는 조직을 선임해야 하고, 선임된 

조직이 시험 프로그램을 수립, 수행하는데 적절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필요

한 수준의 직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타당한 보증이 초기계획에 나타나 있어

야 한다. 

사. 신청자가 시험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시험결과 검토에 있어서 발전소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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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술 인력을 활용할 것을 계획하여야 한다.

아. 신청자가 NUREG-0718 Ⅱ.J.3.1 항의 지침에 따라 원자력 시설의 설계 및 건

설업무에 대한 조직, 직원구성에 대한 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운전 관련 기준 (운영허가 신청 검토)

운영허가 신청자에 대한 관리 및 기술조직 체계에 대한 검토 및 평가는 

NUREG-0694의 TMI 조치사항 I.B.1.2 지침을 따르며, 특정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자는 초기시험 계획 및 시설의 운전기술지원에 대한 책임완수를 위하여 

책임있는 조직집단을 분류하고 기술하여야 한다.

나. 신청자는 초기시험 계획, 기술지원 및 시설 운전에 관계되는 책임을 완수하

기 위한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운전 및 보수 지원 활동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조직체계가 마련되어

야 한다.

라. 관리, 운전 및 시설운전에 대한 기술지원 단위조직 간에 분명한 관리통제와 

효과적인 권한 및 정보소통이 존재하여야 한다.

마. 초기시험 계획과 시설운전의 기술지원에 대한 책임 이행을 위하여 실질적인 

경험의 폭과 수준 그리고 인력의 유용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운전초기년도에 

경험을 가진 인력을 조직에 추가적으로 보충할 필요성은 사정에 따라서 결

정될 수 있다. 

바. "담당 기술자"의 자격이 Regulatory Guide 1.8에 기술된 바와 같이 ANSI 

N18.1의 4.6.1절에 주어진 요건을 만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사. 화재방호에 대한 책임은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첨부된 부록 9.5.1-1에 적합

하여야 한다. 

아. 초기시험 계획에 기술인력이 최대한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시험계획에 참여

하는 자는 시험 시작 전에 시험계획에 대한 행정통제에 있어서 발전소에 대

한 특정 훈련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원의 수준은 검토자의 판단에 근거

하여 적합하여야 한다.

발전소운전의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소내 독립 안전기술그룹의 설치를 요구

하기 위해서 NUREG-0737의 TMI 조치사항 I.2.가.나.가 개정되었다. 독립 안전기술

그룹의 보고서는 상세한 권고사항을 수립하여 회사 경영진에게 제시하고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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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및 운전 안전성에 대하여 조언한다. 독립 안전기술그룹 조직에 대한 조치가 

I.2.가.나에 부합하는지를 안전심사지침 13.4절에 따라 검토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각 부분을 본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과 대조하면서 

검토한다. 검토자의 판단은 제시된 자료의 검토, 특별한 안전성 관련 중요사항 포함여

부, 사업의 중요성 및 특이성에 근거한다. 예외사항과 대안은 명확히 정의되고 허용할

만한 적합한 근거가 제시되었는지 여부 확인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한다. 신청자는 사

용된 참고문헌, 규제지침, 코드 및 기준의 적용 버전을 명기하여야 하며, 검토자는 이

를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동 절에 대한 주제의 검토, 평가에는 다음의 

관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조직도, 기능설명 및 책임을 기술한 부분에서 제시된 회사수준의 관리 및 기술지원 

체계는 1차적인 책임부과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회사관리자는 원자력 안전업무에 

대한 관심을 저해할 수 있는 부수적 책임을 가지지 않고 원자력 업무에 대해 명백히 

책임져야 한다. 설계 및 건설책임은 책임이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및 경력에 대해 합

리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또한, 관리 및 조직의 책임은 인간공학적 공유영역 관리 

문제의 처리에 대하여 인간공학 고려사항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이 주제는 

NUREG-0711 및 안전심사지침 제18장에 기술됨). 검토자는 직무책임을 정의하고 위임

하는데 여러 가지 허용가능한 방법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예로서, 초기 건설단계

에서, 운전에 대한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본부직원에 관한 신청자의 계획이 아직 확정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동 계획이 인원수에 대하여는 자세하지 못하더라도, 책

임이 이행될 수 있음을 보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확실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

면 적합한 것으로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건설 또는 운전에 대해 사전 경험이 부

족한 신청자와 경험이 있는 신청자간에, 인원 구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검토자는 

경험이 부족한 신청자가 직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검토자

는 소수의 인원에 과도한 업무가 부여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 신

청자와 주계약자(주기기 공급자, A/E회사, 건설회사) 간의 업무 인터페이스와 관리방안

을 검토하여 신청자가 설계 및 건설 활동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1개 이상의 원전이 추가되어 있다면, 검토자는 본사의 인원구성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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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고려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신규 발전소 운전을 위한 시

운전기간에 과다한 업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원전이 1년 또는 그 이

하 주기로 연속하여 건설을 시작하도록 계획되는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몇

몇 경우에서 신청자는 그 기간 중에 발전소 인사조직 보강을 계획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발전소 조직에 대한 계획과 연계하여 본부의 인사계획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

하다. 검토자는 본부의 발전소 운영(발전) 담당부서가 설계, 건설단계에 참여하는 정도

를 평가하여야 하며, 동 부서와 기술부서 간의 상호관계가 검토되어야 한다. 동 절의 

검토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상기 I항에서 규정한 모든 업무가 기술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정보

의 조사

2. 본 절 서두에 기술한 추가사항의 관점에서 상기 II항의 허용기준과 제출된 정보

의 비교

3.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신청자의 조직 및 행정 관련 언급사항에 대

해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가 제공하는 검토결과의 확인

4. 관리체계이행 및 기술자원의 검토, 토의 및 확인을 위해 1인 또는 그 이상의 품

질평가분야 직원이 관리본부 및 현장을 방문한다. 

추가로, 검토시점에 신청자가 이미 인가된 원전의 운전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품질

보증분야 검토자는 검사자와의 토의 또는 검사보고서의 검토를 통하여 본사 인원 및 

자격에 관한 별도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검토자는 전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신청자의 관리, 기술지원조직 및 인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적절성을 평가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건설허가 안전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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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시설의 설계, 건설에 대한 명확한 책임 및 해당자원을 기술하였고, 사

업관리와 주기기 공급자 및 A/E(Architect/Engineer)의 활용에 대한 계획을 기술하였다. 

검토자는 동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사업자 조직이 적절히 확립되었으며, 

신청자가 시설의 설계 및 건설에 대한 약속사항을 이행할 만큼 충분한 자원이 가용함

이 적절히 보증되었다. 이러한 확인내용을 근거로 신청자가 원자력안전법 제11조 제1

항의 규정(즉, 신청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 및 건설에 필요한 위원회규

칙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만족한다고 판정하였다.

2. 운영허가 안전심사보고서

신청자는 시설운전 중 발전소 직원에 대한 관리조직 및 기술지원 제공수단에 대

해 기술하였다. 검토자는 동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검토자는 신청자가 정

상 또는 비정상 상태 하에서 시설운전에 대한 소외 기술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적합한 

조직과 적절한 자원을 갖추었다고 결론지었다.

상기 검토 결과는 신청자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즉, 신청자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

고 있을 것)을 만족하였고, 비상사고시 발전소 직원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관리 및 기

술 자원을 갖게 될 것이며, 화재방호 관련 책임을 갖는 직위를 지정하였고 이 직위 요

원들에게 부록 9.5.1-1의 지침에 따라 화재방호를 이행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제1항, "건설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제1항, "운영 허가기준"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82호(방사선.03)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4. 10 CFR 50,  50.34,  "Contents of Applications; Technical Information."

  5. 10 CFR 50,  50.40(b),  "Common  Standards."

  6. Regulatory Guide 1.8 "Qualifica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for Nuclear Power 

Plants."(endorses ANSI N18.1-1971,"Selection and Training of Nuclear Power 

Plant Personnel" for certain organizational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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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Regulatory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8. 안전심사지침 부록 9.5.1-1 "화재방호계획"

  9. NUREG-0694,  "TMI-Related Requirements for New Operating Licenses."

 10. NUREG-0711,  "Human Factors Engineering Program Review Model."

 11. NUREG-0718,  "Licensing Requirements for Pending Applications for Construction 

Permits and Manufacturing License."

 12.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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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3.1.2~13.1.3절 운전조직

 검토주관 :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신청자의 운전조직을 검토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본 

절은 발전소를 운전 및 유지보수하기 위해 설립된 소내조직의 구조, 기능, 책임을 기

술하고 있다.  운전조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한다.

  1. 각 직위의 명칭과 공통 또는 중복 직위에 배속되는 최소 인원수, 교대운전원의 

수와 원자로 운전원 및 원자로 운전 감독자에 요구되는 직위를 나타내는 운전조

직표, 다수호기 발전소에 대해서는 운전조직표(또는 추가 표)에 신규 발전소 추가

에 따른 변경사항이 명확히 반영되어야 한다.

  2. 각 단위 발전소에 대해 핵연료장전 시 전 직위의 충원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3.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발전소 직위의 기능, 책임, 권한이 기술되어야 한다.

      가. 종합 발전소 관리

      나. 운전감독

      다. 교대 운전원 감독

      라. 교대 안전담당(STA)

      마. 면허소지 운전원

      바. 면허미소지 운전원

      사. 기술감독

      아. 방사선 방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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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측제어 보수 감독

      차. 기기보수 감독

      카. 화재방호 감독

      타. 품질보증 감독 (발전소 인원의 일부일 경우)

     각 직위에 대해서 안전성분석보고서 13.1.1절에 나타난 소외인원 또는 직위간의 

연계부분이 기술되어야 한다. 그러한 연계부분에는 발전소 관리자로부터 상위 직

급자까지 보고책임 체계와 같은 기능 또는 정보교환 경로를 기술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는 다음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1) 일시적인 성격의 우발사건 발생시 전체 발전소 운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위

임체계

     2) 일시적이 아닌 지시 또는 특별지시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여 운전 

감독자나 교대 근무 감독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권한의 위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초기시험 계획에 발전소 운전 및 기술 요원의 참여정

도 및 성격을 기술하여야 한다. 만약 발전소가 화력발전 설비를 포함하여 신청된 

발전설비 이외의 발전설비를 포함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경우에는 본 절에서 관

련 발전설비를 운전할 운전조직과의 연계부분을 서술하여야 한다. 상호 호기간에 

제안된 인원공유에 관한 사항, 그들 책무의 설명, 원자력이 아닌 발전소에 정기

적으로 소속되는 시간비율 등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

  4. 직위 명 및 적용될 운전원 면허요건, 매 교대 조에 계획된 인원총수는 운전 또는 저

온정지 상태에 있는 호기들의 모든 조합 형태에 대해 기술되어야 한다. 핵연료 재장

전 운전에 적용되는 독특한 교대근무 인원계획이 서술되어야 한다. 방사선 방호와 

화재 방호계획을 전일제로 시행하기 위한 교대 책임부여 수단이 설명되어야 한다.

  5. 상기 운전 조직 내의 관리, 운전, 기술 및 보수 직군을 충원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설정한 교육, 훈련  및 경력요건(자격부여 요건)이 서술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가동 

전 및 시운전시험을 수행할 요원을 포함한다.  초기발전소 설계 또는 건설단계에서

는 발전소 조직 및 요원의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토될 내용은 아

래에 제시된 허용기준에 대한 이해와 약속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운영허가 단계

에서는 발전소 요원의 이력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관리 및 주요 감독직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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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교대근무 감독자 수준까지 아래에 제시된 요건을 만족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운전조직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

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3.1.2～13.1.3절, 13.2.1절, 13.2.2절, 13.4

절, 13.5.2절에서 언급된 주어진 책임의 이행과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신청자 

조직 및 요원의 능력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한다.

  2. 인간공학분야 담당부서는 인간공학기술조직의 적합성과 안전심사지침 18장에 대

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신청자의 설계, 건설, 운전업무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3. 방사선비상대책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3.3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비상

조직의 만족여부를 검토한다.

  4.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2.5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방사선방

호조직의 만족여부를 검토한다. 

  5.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품질보증

조직의 만족여부를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본 절에는 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제13.1.2-13.1.3절                                             개정 4 - 2014. 12- 4 -

있도록 소내 운전조직의 인원편성과 책임을 정의 및 위임하기 위한 신청자 약속사항

과 이행사항을 나타내어야 한다.  허용기준은 다음에 제시된 규제요건과의 부합여부에 

근거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1항 및 제21조 1항의 요건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수립한 운전조직에 대한 검토

는 시설 운전 및 보수의 안전 역할에 대하여 회사경영진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정보는 설비 안전성에 미치는 모든 주요 직위에 대한 일반 자격요건 및 

직원선임기준이 적절히 고려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기술적인 자격

을 가지고 있음을 결정하는데 기여한다. 

  2.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및 10 CFR 50.54 (j), (k), (l), (m)의 요건 

     동 요건들은 발전설비의 운전에 대한 운전원 요구조건, 면허운전자의 직접행위에 

대한 책임, 원자로 운전 및 다른 특정한 원자로 상태 또는 운전형태에서 발전소 

안전운전을 확인하기 위한 주요직인 면허소지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면허소지 운

전원의 가용성과 운전원 감독에 대한 최소요건의 만족여부를 입증하도록 요구한

다.  운전조직의 편성에 대한 검토는 설비운전에 신청자가 기술적으로 자격이 있

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는데 필요한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

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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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

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Regulatory Guide(이하 “RG") 1.33에서 추천한 ANSI/ANS-3.2, 3.4절 "발전소 조직

"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추가하여 다음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방사선방호, 품질보증 및 훈련 기능을 가진 분야의 책임 및 권한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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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의 압력으로부터 독립됨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발전소 관리자에 이르는 명확한 보고체계가 있어야 한다.

다. 발전설비 안전운전에 중요한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라. 독특한 직능분야는 분리되어 감독 및 관리되어야 한다.

마. 현원 결원 시에 자격 있는 보충요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충분한 관리여유

가 있어야 한다. 

  2. 운전조직 요원의 책임과 권한은 RG 1.33에서 추천한 ANSI/ANS-3.2, 3.2절 “권한과 책

임의 지정”, 안전심사지침 부록 9.5.1-1과 관련된 요건에 일치하여야 한다. 추가적

으로 NUREG-0694의 TMI 조치사항 I.C.3을 만족하기 위해 교대근무 감독자의 지휘

의무를 확실히 설정하고 발전소의 운전을 위한 주 관리 책임을 강조하여야 한다.

  3. 소내 교대운전원의 배정은 10 CFR 50.54(k),(l),(m)과 NUREG -0737의 TMI 조치사

항 I.A.1.1 및 I.A.1.3에 제시된 인원직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교대근무편성기준에 

대한 보조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최소한 하나의 원자로에 핵연료가 장전되어 있을 때에는 원자로조종감독

자 면허를 소지한 교대근무감독자 1인이 항상 발전소 내에 있어야 한다.

나. 면허소지자에게 최소한 보조운전원(면허 미소지자)이 각각의 원자로에 추

가하여 배속되고 추가 보조운전원이 운전중인 각 주제어실에 있어야 한

다. 해당 보조운전원은 배속된 호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절히 자격부여

가 되어야 한다. 상기 요건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다. NUREG-0737의 TMI 조치사항 I.A.1.1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대근무 안전담

당(STA)은 원자로가 운전모드 1～4로 운전되고 있는 한 언제나 소내에 근

무하고 있어야 한다. 

라. 방사선방호 요원은 핵연료가 발전소내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소내에 있어

야 한다.

마. 방사화학 요원은 원자로가 운전모드 1～4에서 운전될 경우 항상 소내에 

있어야 한다.

바. 주제어실에 있는 운전원 및 선임운전원의 배치, 근무 및 휴식은 RG 1.114

의 기술내용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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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호기
1개 주제어실

2개호기
1개 주제어실

2개 호기
2개 주제어실

1개 호기 운전*

1 SS(SRO)
1 SRO
2 RO
2 AO

1 SS(SRO)
1 SRO
3 RO
3 AO

1 SS(SRO)
1 SRO
3 RO
3 AO

2개 호기 운전* NA

1 SS(SRO)
1 SRO
3 RO
3 AO

1 SS(SRO)
2 SRO
4 RO
4 AO

전호기 정지
1 SS(SRO)

1 RO
1 AO

1 SS(SRO)
2 RO
3 AO

1 SS(SRO)
2 RO
3 AO

  표 1. 교대근무조 편성**

 - SS  : 교대근무감독자 (Shift Supervisor)

 - RO  : 면허소지 운전원 (Licensed Reactor Operator)

 - SRO  : 면허소지 원자로조종감독자 (Licensed Senio Reactor Operator)

 - AO  : 보조운전원 (Auxiliary Operator)

주) 1. 1개 호기 이상 발전소를 운전 또는 감독하기 위해서 운전원(SRO/RO)은 각 해당

호기에 대해 적절하고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2. 상기 표에 나타난 직원 요건에 추가하여 면허소지 원자로조종감독자는 원자로

심 변경작업을 직접 감독하여야 한다.

     *  원자로심 운전모드 1-4

    **  1개 또는 2개 주제어실에서 운전되는 3개 호기 같은 특별한 경우의 면허미소

지자의 교대근무편성은 본 안전심사지침의 II.다.에 정의된 원칙을 기초로 하여 

경우에 따라 결정된다. 일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 특별한 경우에 면허소지자

의 교대근무편성과 3개 호기의 직원편성은 10 CFR 50.54(m)의 요건을 만족하

여야 한다.

  4. 상기 3.항에서 언급한 면허소지 운전원 및 미소지 운전원의 보충은 시간외 근무

를 하지 않도록 충분해야 한다(안전심사지침 13.5.1절 근무시간 제한 참조). 이 원

칙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원 계획은 적어도 5교대 순환근무에 필요한 숫자만큼 수

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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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전소 운전 및 기술요원은 발전소 초기시험계획에 가능한 최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6. 화재 방호계획의 초동소방대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인원의 배정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심사지침 9.5.1절의 지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정상운전 조건하에서 초동소방대 요원의 책임은 비상시 초동소방책임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나. 매 교대근무 운전요원에게는 가장 심각한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최소

한의 인원이 갖추어져야 한다. 교대근무 초동소방요원의 최소인원은 특정 

부지의 분석을 통해서 다르게 정당화되지 않는 한 5명이 되어야 한다.

  7. RG 1.8, "원자력발전소 요원의 자격 및 훈련"은 발전소 요원의 자격에 관해 규정

하고 있으며, ANS-3.1에 기술된 요건은 교대근무 감독자, 선임운전원, 면허소지 

운전원, 안전담당(STA), 방사선방호관리자의 조직상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부가해서 표준자격기준이 각 직책에 대한 최소요건을 나타내지만 발전소 직원의 

종합적인 자격이 표준에 제시된 최소 개별요건의 합보다 커야 하며, 특히 원자력

발전소 경험측면, 발전설비 운전측면과 관련된 감독, 관리 직위의 자격요건에 대

해서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약 종합적인 자격이 개별 직위의 최소 요건들의 

합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직원에 추가의 기술지원이 요구되며, 이는 사안별

로 결정될 수 있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을 본 절에 따라 검토하며, 특별한 안전성 중요사

항의 포함여부 및 발전설비의 특이성 등을 중점 검토한다. 예외사항 또는 대체방안이 

명확히 정의되었는가를 확인하고 관련 기준의 적용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인용한 참고문헌, RG, 산업기술기준 등의 적용판(version)을 확

인하여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본 절 해당내용의 검토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발전소 직원 편성구조가 엄격히 고정될 필요는 없으나 경험적으로 모든 발전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필수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발전소 관리자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운전그룹, 소내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그룹이 이에 해당된다. 다수호기 발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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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감독이 불충분하여 효과적인 감독이 될 수 없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한 호기 운전 관리자는 2개 호기 이상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소내 교

대근무원조에 대해서는 가용한 전체 인력이 5 교대근무조 이상이 되도록 계획되어 해

당 근무원에게 과도한 시간외 근무가 정기적으로 부과되지 않는가를 확인 검토하여야 

한다. NUREG-0711(참고문헌 17) 6장 “요소 5-인원편성”에 부가적인 인원편성지침이 

기술되어 있다. 다수호기 발전소 현장에서 소내에 선임 감독이 없을 경우, 전체를 관

장할 수 있는 현장책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조직표와 기능 및 책임부분의 설명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운전조직에 대해 일

차적 책임이 불명확하게 배정되지 않아야 한다. 운전 책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이행

하는데 필요한 인원의 수와 경험을 잘 정의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직무상 책임을 정의

하고 위임하는 사항에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신청

자의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유무에 따라 직무조직이 달라질 수 있다. 검토자는 원자

력발전소 경험이 없는 신청자가 업무량을 과소 평가하지 않고 모든 신청자가 인적실

수의 가능성을 적절히 고려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인적실수 고려사항에 대한 지침

은 NUREG-0711 7장 “요소6-인적 신뢰도 분석”에 기술되어 있다. 검토자는 과다한 

업무량이 너무 적은 수의 개인에게 부여될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소내 기술지원과 보수그룹의 구조는 본사 편제와 소내.외 개별 업무분담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초기 발전소 설계 또는 건설단계에서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발전소 직원 직책을 선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토절차는 신청자 입장에서 약속사항에 대해 이미 기술된 승

인기준에 일치되는가를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관련 절을 확인하는 것이다.  

   제시된 발전소 직원의 직책이 RG 1.8에 기술된 표준에 정의된 것과 명확히 구분되

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는 발전소 직원의 각 직책을 열거하고 이 표준에 나타난 대

응직책을 지정하거나 발전소 각 직책에 제시된 자격요건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운영허가 단계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는, 첫 번째 단계로 건설 및 발전소 설

계 초기단계와 같이 동일한 검토를 하고 두 번째 단계로는 각 이력서를 검토한다. 검

토자는 각 이력서로부터 취합되는 교육과 경험기록을 RG 1.8 에서 제시된 적용직책에 

부과되는 해당표준요건 및 규제입장 또는 다른 승인된 자격과 명시적인 비교를 하여

야 한다.  경력의 적합성은 직책상 책임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경력의 인정은 

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그 적용에 알맞은 정도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검토시점에 신청자가 원자력발전소 운전에 경험이 있을 경우 검토자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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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검토 또는 검사원과의 토의를 통하여 발전소 직원편제와 자격에 관한 독립

적인 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전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신청자의 운전조직과 발전소 직원편제 계획

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결정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신청자의 운전조직이 원자력안전법 제11조 1항, 제21조 1항,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동법 시행령 제148조, 제149조 및 10 CFR 50.54의 J에서 M의 관련요건을 만족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사항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신청자는 발전소 운전책임의 할당, 신청자의 최고 경영자를 경유한 보고 체계, 정

상적인 발전소 직원의 규모, 각 주요 발전소 직원그룹의 기능 및 책임, 단일호기 또는 

다수호기 운전을 위해 제시되는 교대근무편성, 발전소 직원의 자격요건 (운전단계에서 

제출하는 관리 및 주요감독 기술직책요원의 이력)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정보들을 검

토한 결과 제시된 조직은 적합하다.

신청자의 운전조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

  1. 신청자는 원자력안전법 제11조 1항, 제21조 1항에 기술된 대로 기술적으로 자격이 

있다.

  2. 적절한 면허소지 운전원이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동법 시행령 제148조, 제149조 

및 10 CFR 50.54의 J에서 M의 최소 인원편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

한 시기에 확보된다.

  3. 발전설비의 비상사고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내 교대근무 인원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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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전소관리와 방사선 방호관리를 위한 조직요건이 만족된다.

  5. RG 1.8의 요건에 따라 발전소요원의 자격요건 및 자격이 적합하다.

  6. RG 1.33에 제시된 조직요건에 부합된다.

부가해서 신청자는 TMI 조치사항 I.A.1.1 및 I.A.1.3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1항 “건설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1항 “운영 허가기준”

 3.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교육훈련”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9조 “보수교육”

 6. 10 CFR  50.40, "Common Standards"

 7. 10 CFR  50.54. "Conditions of License"

 8. Regulatory Guide 1.8 "Qualifica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for Nuclear Power 

Plants"

 9. Regulatory Guide 1.33,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operation)"

 10. 안전심사지침 부록 9.5.1-1,  "화재방호계획 검토지침“

 11. NUREG-0694,"TMI Related Requirements for Operation Licenses"

 12.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13. NUREG-0711, "Human Factor Engineering Program Review Model"

 14. Regulatory Guide 1.114, "Guidance to Operators at the Controls and to Senior 

Operators in the Control Room of a Nuclear Power Unit."

 15. The Commission Policy Statement on Engineering Expertise on Shift (50 CFR 43621)

 16. Generic Letter 86-04, "Policy Statement on Engineering Expertise on Shift"

 17. ANSI/ANS-3.2, "Administrative Controls and Quality Assurance for the Oper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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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3.2.1절 원자로운전원 훈련

 검토주관 :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원자로운전원에 대한 훈련계획을 검토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원자로운전원 및 원자로조종감독자에 대한 훈련계획의 개요와 

일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훈련계획서에는 TMI 조치계획(NUREG-0737)의 항목 

I.A.2.3 및 II.B.4에 따른 원자로운전원 및 원자로조종감독자의 자질을 높이는 요건이 포

함되어야 하고 또한 훈련계획서의 재자격인정 프로그램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

149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02호(면허.05)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

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 규정” 및 10 CFR 55.59(재자격인정)에 따른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허가 

  가. 각 훈련과정의 제안된 제목, 기간(전 과정에 소요되는 대략의 교육주간수), 과정

을 가르치거나 감독하는 조직 및 각 과정의 대상 직책명, 원자로운전원 및 원자

로조종감독자를 위해 다루어져야 할 주제에는 최소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4-71호(면허.01)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및 10 CFR 55.41, 55.43 및 55.45에 명시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TMI 조치계획(NUREG-0737)중 항목 I.A.2.1에서 요구

하는 사항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재자격인정 계획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4-02호(면허.05)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보

수교육 규정” 및 10 CFR 55.59에 명시된 내용이 포함되거나 10 CFR 55.4에 명

시된 대로 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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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청자는 10 CFR 55.45, 10 CFR 50.34(f)(2)(i) 및 Regulatory Guide(이하 “RG”) 

1.149에 따라 허가신청 발전소에 대한 모의제어반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

램을 기술해야 한다. 추가로, 신청자는 제안된 모의제어반이 주제어실을 올바르

게 모델링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증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술해야 한다. 신청자는 

건설허가 발급 전에 이러한 요건들이 어떻게 만족될 것인지를 기술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 발급 전에 이러한 요건들이 적절히 이행될 것임을 보증할 

수 있는 충분히 상세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다. 최초 핵연료장전 전에 발전소 내에서 공식적인 훈련프로그램과 현장실무훈련을 

수행한다는 이행 약속

  라. 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에 따라 모든 원자로운전원에 대한 훈련프로그램

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마. 이 프로그램의 기술내용에는 원자로 임계전에 면허를 취득할 요원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의 일정을 보여주는 도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일정에는 예상되는 핵

연료장전과 관계가 있어야 하며 가동 전 시험기간 및 발전소 임계 전에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운전원에 대한 시험 예상시기도 포함되어야 한다.

  바. 또한, 훈련프로그램에는 TMI 조치계획중 항목 I.A.2.1에 따른 원자로운전원 및 원

자로조종감독자에 대한 자질향상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2. 운영허가 

  가. 강의개요 혹은 이와 동등한 과정설명서, 과정의 기간(전 과정에 소요되는 대략의 

교육주간수)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정을 가르치거나 감독하는 조직 및 과정의 대

상 직책명을 포함한 각 과정의 제안된 주제

      다루어질 주제에는 최소한 원자로운전원 및 원자로조종감독자에 대한 10 CFR 

55.41, 55.43 및 55.45에 명시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다루어질 주제

에는 TMI 조치계획 NUREG-0737의 항목 I.A.2.1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포함되

어야 한다. 재자격인정 프로그램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9조, 원자력안전

위원회고시 제2014-02호(면허.05)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

자에 대한 보수교육 규정”, 10 CFR 55.59에 명시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과정내용에는 10 CFR 55.4에 명시된 훈련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이 반영되

어야 한다.



제13.2.1절                                                     개정 4 - 2014. 12- 3 -

  나. RG 1.149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모의제어반 혹은 유사한 발전소에 파견되어 받는 

원자로 운전경험을 위한 훈련(기간(주일수), 모의제어반명 및 발전소명 포함)

      신청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71호(면허.01)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

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및 10 

CFR 55..45(b)의 요건에 따른 훈련기간(주일수) 및 모의제어반 시설을 포함한 모

의제어반 훈련에 대한 상세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다. 강의개요 혹은 이와 동등한 과정 설명서 및 과정의 기간(전과정에 소요되는 대

략의 주일 수)을 포함한 상세한 소내 훈련프로그램. 

      프로그램에는 최초 핵연료장전전후의 강의실 훈련과 현장훈련이 구분되어 있어

야 한다.

  라. 과정을 가르치거나 감독하는 조직 및 훈련프로그램에서 강사의 자격사항 및 강

사를 관리하는 재자격인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TMI 조치계획(NUREG-0737)의 항목 II.B.4에 기술된 바와 같이 노심손상을 완화

시키기 위한 훈련.

  바. TMI 조치계획(NUREG-0737)의 항목 I.A.2.1에 기술된 바와 같이 원자로운전원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자질향상을 위한 훈련 자격인정 사항.

  사. 훈련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의 일부로서 프로그램 내에 각 운전원에 대한 훈

련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프로그램 설명서 해당 절에는 원자로운전원 훈련프로그램의 각 분야별 일정을 나타

내는 도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일정에는 예상되는 핵연료 장전시기가 포함되어야 하

며 또한, 가동전 시험기간, 임계전에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운전원에 대한 시험 예상

시기 및 임계후에 면허를 받을 운전원에 대한 시험 예상시기도 표시되어야 한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가 제출될 때는 훈련프로그램이 수행되어온 정도를 이 설명서에 분

명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핵연료장전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표시된 날로부터 연기가 

될 때는 임계 전에 면허를 취득할 사람에 대한 부가적인 훈련계획이 기술되어야 한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면허를 소지한 원자로운전원 및 원자로조종감독자를 위한 

재자격인정 훈련계획이 명시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또한 강사들이 현재의 운전경력, 

문제점과 절차서 및 관리상의 제한치에 대한 변경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발전소 강사에 대한 재자격인정 프로그램도 기술해야 한다.

II.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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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는 TMI 조치항목을 포함한 모든 원자로운전원 자격인정 요건들이 필요한 시

점까지, 즉 운전원 면허시험전, 핵연료 장전전, 보직을 임명 또는 재임명하기 전까지  

만족될 것임을 보증하기 위해 원자로운전원 및 원자로조종감독자에게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훈련내용이 충분하다는 것을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원자로

운전원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훈련과 관련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1. 원자력안전법 제84조 “면허 등”

2.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교육훈련”

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9조 “보수교육”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02호(면허.05)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 규정”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71호(면허.01)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7. 10 CFR 50.54 (i)～(m)

8. 10 CFR 55.41, 55.43, 55.45, 55.59

9. 면허소지 운전원에 대한 재자격인정 훈련프로그램은원자력안전법 제84조, 동법 시

행령 제149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71호(면허.01)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및 원자

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02호(면허.05)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 규정” 및 10 CFR 55.59의 요건을 적절히 이행하여야 한

다.

10. 10 CFR 50.54 i～m 항목의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신청자는 면허소지 원자로운전

원 및 면허소지 원자로 조종감독자가 주제어실에 상주하여 원자로조종의 책임 또

는 다른 면허소지 운전원의 허가된 행위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자로

운전원 및 원자로조종감독자의 훈련프로그램에는 최초 자격인정 및 재자격인정 

훈련을 포함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면허소지 운전원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숙련도 및 능력에 관한 개별훈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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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RG 1.8

2. 운전원면허 지침 NUREG-0094

3. TMI 조치계획 항목 I.A.2.1, II.B.4(NUREG-0737)

4. 10 CFR 55.45 (b) 및 10 CFR 50.34(f)(2)(i), 모의제어반 시설의 사용 및 용량에 관

한 요건

5. NUREG-0711, 인간공학프로그램 검토모델(Human Factors Engineering Program 

Review Model)의 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지침 

6. 발전소 요원의 훈련에 사용될 모의제어반은 RG 1.149의 지침 및 NUREG-1278에 

따른 모의제어반 시설평가에 관한 추가정보를 만족시켜야 한다.

7. 초기 훈련계획의 공식적인 사항은 가동전 시험프로그램이 시작될 때와 운전원 면

허시험 전에 공식적인 강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어야 한다.

8. 임계전에 원자로운전원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시험에 대비하여 훈련이 계획된 사

람의 수는 교대근무조의 면허소지 운전원의 수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 요건이 발

전소의 최초 핵연료장전시점부터는 만족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여기에는 

운영기술지침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시운전단계 동안 감독요원의 초과근무

를 피하고 시험을 위한 여유도 포함된다.

III. 검토절차

  안전성분석보고서 13.2.1절의 검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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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안전법 제84조 “면허 등”

  -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교육훈련”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9조 “보수교육”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02호(면허.05)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

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 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71호(면허.01)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 10 CFR 50.54의 항목 i부터 m 까지

- 10 CFR 55.41, 55.43, 55.45, 55.59 및 10 CFR 55.34 (f)(2)(i)

- RG 1.8 및 1.149

- NUREG-0094 "운전원 면허지침"

- NUREG-0711 “인간공학 프로그램 검토 모델”

- NUREG-0737 "TMI 조치계획 요건의 상세“

  검토자는 제작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입수한 훈련과정 설명서를 사용해도 되며, 검

토자는 10 CFR 55.4에 명시된 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숙지해야 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에 대한 검토절차는 다음과 같다.

- 상기 I절에 명시된 모든 주제가 언급되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자

료를 면밀히 검토한다.

- 제출된 자료를 상기 II절의 허용기준과 상세히 비교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RG, 산업기술기준 혹은 다른 참고문헌을 따른다고 약속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동 문서들의 개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검토자는 전술한 사항에 근거하여 신청자의 발전요원 훈련계획에 대한 허용여부

를 결정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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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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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원자로운전원 및 원자로조종감독자를 위한 훈련계획이 만족스럽다고 판단

되며, 또한 원자력안전법 제84조 및 제106조, 동법 시행령 제148조 및 제149조, 원자력

안전위원회고시 제2014-71호(면허.01)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

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02호

(면허.05)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 규정”, 

10 CFR 50.54 (i)에서(m)까지, 10 CFR 55.41, 55.43, 55.45 및 55.59의 요건을 만족시키

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사항에 근거를 둔다.

 1. 건설허가 

   발전소 훈련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이행 및 관리는 발전소장의 책임이다.  발전소장

에게 보고하는 훈련담당은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이행 및 문서화에 책임이 있다.  

신청자는 발전소를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운전, 운전 및 유지할 수 있도

록 발전소요원에게 충분한 지식과 운전경험을 제공하는 훈련프로그램이 수립될 것

이라고 기술한다. 훈련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으로부터 얻어진 훈련프로그램은 

공급자 훈련요원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자에 의해 개발되었다.  면허를 취득할 요

원에 대한 훈련계획은 원자력안전법 제84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71호

(면허.01)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

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및 RG 1.8의 요건을 만족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하였다.

  - 기초 원자력 훈련

  - 운전되고 있는 발전소에서 실질적인 원자로 운전

  - 발전소 계통 강의 시리즈

  - 모의제어반 훈련

  - 실질적인 현장훈련

  - NUREG-0737의 TMI 조치계획 항목 II.B.4

원자로운전원은 또한 보안비상계획, 행정절차 및 방사선방어에 관한 훈련도 받아

야 한다. 면허를 취득할 요원을 훈련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모의제어반은 RG 1.149

의 지침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제출된 가동전 시험프로그램, 

운전원 면허취득 등의 정보는 건설허가 검토단계에서는 만족한다.

 2. 운영허가 

    발전소 훈련계획의 전반적인 이행 및 관리는 발전소장의 책임이다. 발전소장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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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감시할 책임이 있는 훈련감독자를 

지명할 수 있다.  신청자는 모든 발전소 상태에서 원자로운전원 및 원자로조종감

독자가 취하는 결정 및 조치가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발

전소 안전절차 및 운전제한조건과 일치하도록 훈련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원자

로운전원의 공식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은 훈련자의 배경, 이전 훈련경력과 

예상되는 담당업무에 따라 각 참가자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었다. 훈련 프로

그램은 원자력안전법 제84조 및 제106조, 동법 시행령 제148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71호(면허.01)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

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및 RG 1.8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또한, 

10 CFR 55, NUREG-0737의 TMI 조치계획중 항목 I.A.2.1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훈련프

로그램에 사용될 모의제어반은 10 CFR 55.45(b), 10 CFR 50.34(f)(2)(1) 및 RG 

1.149의 지침을 만족시켰다. 운영기술지침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수의 

면허소지 운전원이 핵연료장전전에 확보되도록 전 훈련과정을 마칠 것이다. 

    면허를 취득할 요원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과정으로 구성되

었다.

 - 원자력발전소 증기 및 기계 기초과정

 - 발전소 전기 기초

 - 수학 및 일반물리

 - 발전소에 대한 기술적 내용

 - 계통설명

 - 열전달

 - 유체 및 열역학

 - 노심손상 완화

 - 원자로계통 모의제어반 훈련

 - 연구용원자로 훈련

 - 보수훈련

재자격부여 및 재배치훈련계획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9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02호(면허.05)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에 대

한 보수교육 규정”, 10 CFR 50, 10 CFR 55.39의 요건에 명시된 지침을 만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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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3.2.2절 면허 미소지 직원 훈련

 검토주관 :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에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신청자의 면허미소지 직원에 대한 훈련프

로그램을 검토한다. 이 부분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면허미소지 직원의 훈련 및 재훈

련에 대한 내용 및 계획과 함께 다음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소 설계 및 건설 초기단계에서의 건설허가 및 통합인허가

      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48조 “방사선작업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의 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내용

      나. 면허미소지 종사자에 대한 Regulatory Guide(이하 “RG”) 1.8 규정을 만족

하는 신청자의 약속사항

      다. 훈련과정 과목, 훈련기간(대략적인 전일제 훈련주간 수), 훈련과정 교육조직 

및 감독지침, 각 과정의 대상 직위 명

      라. RG 1.149에 따른 모의제어반 또는 유사발전소 현장배치에 의한 원자로 운전

경험 훈련(교육 주간 수 및 운전경험 훈련을 얻을 수 있는 모의제어반 및 

유사발전소와의 동질성 확인 포함)

      마. 전체 발전소 직원이 초기 핵연료장전 전에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소

내 정규훈련프로그램 및 현장훈련 수행 약속사항

      바. 교대근무자에 대해 전문적인 기술 및 사고평가 기술능력을 제공하는 요원의 

훈련요건 만족을 위한 약속사항

      사. 노심 손상완화를 위한 훈련요건 만족을 위한 약속사항

      아. 다음을 포함하는 초기 화재방호 훈련프로그램 수행내용을 위한 약속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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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중 정기 훈련

          - 필요시 건설직원에 대한 훈련 규정

         초기훈련에 관한 약속사항은 핵연료 인수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자.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55호(면허.03)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교육훈

련에 관한 규정” 및 10 CFR 50 부록E Ⅱ.F항의 요건에 따라 방사선 비상

시에 필요한 종사자 및 비종사자 훈련규정 내용

      차. 화재방호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에 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한 훈련프로그

램 내용. 훈련프로그램 내용은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첨부된 부록 9.5.1-1

에 수록된 내용이 적절히 기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한다.

      카. 모든 운전요원에 대한 직위별 직무분석을 위한 신청자의 계획에는 각 직위

별 직원의 수행직무가 정의되고, 학력 및 경험과 관련하여 직무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음을 보증하는 훈련내용이 적절히 기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검토한다.

      타. 모든 직원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안된 방법

      본 프로그램 내용은 안전심사지침 13.1.2절에서 기술하는 직위 및 조직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의 시행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일정에는 예상되는 핵연료 장전시기의 

명시, 핵연료 장전전에 필요한 초기훈련의 예상종결 시기가 반영되고 가동전 시험기

간이 적절히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한다.

  2. 발전소 설계, 건설 및 인허가 최종단계에서 운영허가

      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및 RG 1.8 지침을 만족하는, 면허미소지 직원에 대한 

상세 훈련프로그램 내용

      나. 교대근무조에 대해 전문적인 기술 및 사고평가를 제공하는 요원에 대한 상

세 훈련프로그램 내용

      다. 노심 손상완화를 위한 상세 훈련프로그램 내용(13.2.2.4)

      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82호(방사선.03)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

대책에 관한 규정” 및 10 CFR 50 부록E Ⅳ.F항에 따른 방사선 비상계획 

훈련 및 주기적 훈련에 관한 연습 내용. 훈련프로그램에 방사선 비상사고 

시 필요한 종사자 및 비종사자에 대한 초기 및 주기적 재훈련 범위를 포함

하였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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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운영허가 신청자는 모든 운전요원에 대해 직무분석 이행계획 및 동 프로그

램의 수행결과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바. 강의내용 또는 동등의 훈련내용을 포함하는 훈련과정 과목, 훈련기간 (대략

적인 전일제 교육 주간 수), 훈련과정 교육조직 및 감독지침, 직위별 훈련과

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초기 핵연료장전 전‧후 강의실 훈련과 현

장실무훈련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사. 원자력 발전소 모의제어반 또는 유사발전소 현장배치에 의한 원자로 운전경

험 훈련 내용은 교육 주간수, 모의제어반명 및 운전경험 훈련이 수행된 유

사발전소명을 포함하여 RG 1.149 또는 유사발전소의 유사성 및 관련성에 근

거하여 검토한다. 

      아. 이전의 원자력발전소 경험에 근거한 개인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의 차이. 

  경험에 근거한 훈련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원의 경험범위가 적절히 기술되

었는지 확인한다. 

          - 사전 경험이 없는 자

          - 인허가와 관계없는 시설에서의 원자력 관련 경험자

          - 유사한 원자력 시설에서의 경험자

      자. 초기 발전소직원 및 교체직원에 대한 화재방호훈련 및 재훈련 상세내용 프

로그램에는 다음 사항이 적절히 기술되었는지 확인한다.

          - 소방대 각 인원에 대해 계획된 훈련

          - 정기적인 소방훈련의 형태와 주기

          - 화재방호 설비의 보수/검사에 책임있는 자를 포함하는 모든 기타 인원에 

대해 실시되는 훈련

          - 발전소 정지보수 기간 중 현장업무에 임시로 배치된 인원, 특히 출입 시 

안내가 필요치 않은 인원에 대해 실시되는 훈련

          - 화재 방호요원에 대한 훈련프로그램 내용에는 강의과정, 각 과정의 시간

수, 훈련수행 조직 등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한다.

      차. 훈련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에 따른 각 직원에 대한 훈련프로그램 효율

성 평가방법

      훈련프로그램을 기술하는 절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13.1.2절에 기술된 각 직위 

및 조직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정계획에는 예상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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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장전시기의 명시, 핵연료장전을 위한 자격인정 및 훈련상태를 유지하기 위

한 대비, 핵연료장전 전에 필요한 초기훈련의 적절한 반영, 가동전 시험시기가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로 제

출된 훈련프로그램이 대략적인 시간계획에 따라 완성되어진 정도를 분명하게 

기술하였는지 검토한다. 핵연료장전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연

기되는 경우 추가훈련의 임시계획을 기술하였는지 검토한다.

      또한 면허미소지 직원에 대한 신청자의 재훈련 계획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재훈

련이 실시될 직원이 배치 받을 수 있는 직위, 추가적 재훈련의 특성, 범위, 시행

주기의 적절성을 검토한다(13.2.2.2).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는 심사지침에 따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를 담당부서와 협조

하여 검토를 수행한다. 

  1.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3.1.1에서 13.1.3, 13.2.1, 13.4, 13.5.2 및 

18.0에서 18.2절에 따라 해당 요원이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예, 조직구조, 직원자격 및 경험, 절차의 적합성, 독립적인 검토 및 확

인, 인간공학 원칙의 활용 등). 노심 손상완화에 관하여 모든 발전소 직원의 훈련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을 안전심사지침 13.2.1절에 따라 검토한다. 

  2. 인간공학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8장의 검토주관부서로서 신청자의 설계, 

건설 및 운전업무에 인간공학원칙이 적절히 고려되었는지 검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따라 화재방호 훈련계획을 검토

한다. 

  4. 방사선비상대책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3.3절에 따라 비상상태시의 훈련

계획을 검토하며 방사선 방호훈련 및 재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검토를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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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각 직위에 대해 배치되었거나, 배치예정인 발전소 직원의 훈련이 모든 직원의 훈련

요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즉, 가동전시험전, 핵연료장전전, 직위에 배치 또는 재배치 

전 등) 만족될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교육훈련”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82호(방사선.03)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

책에 관한 규정”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55호(면허.03)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교육훈련

에 관한 규정”

5. 10 CFR 19.21 ; 종사자 연간피폭이 1mSv(100mrem) 이상될 가능성이 있는 직원

에 대한 훈련 및 통보, 방사선피폭보고서의 작성과 관련한 작업자 보호책임 및 

수단, 방사성물질 및 방사선의 존재 등에 관한 사항

     6. 10 CFR 26.21 및 26.22 (업무에 적용되는 계획에 관련한 요원의 훈련 실시) ; 

신청자는 발전소 직원에게 업무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의 정책, 절차 및 책임사

항에 대한 이해를 보증하기 위한 최초훈련 및 재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7. 10 CFR 50.34 (a&b) ; 면허미소지 직원 상세훈련 및 계획  

     8. 10 CFR 50.40(b) ; 신청자가 인, 허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 

자격이 있음을 알수 있는 기술적 자격 훈련

     9. 10 CFR 50.120 및 10 CFR 52.78 : 체계적인 접근방식의 훈련으로부터 훈련프

로그램의 도출

    10. 10 CFR 50 부록E Ⅱ.F절 및 Ⅳ.F절 ; 방사선 비상시에 필요한 종사자 및 비종

사자에게 실시할 비상대비훈련 및 재훈련 프로그램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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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동법 시행령 제148조, 10 CFR 19.12, 26.21, 26.22, 

50.34(a&b), 50.40(b), 50.120 및 52.78의 각 요건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상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면허미소지 직원은 다음 요건에 따라서 훈련되어야 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55호(면허.03)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 RG 1.8에 기술되는 ANSI/ANS-3.1 및 ANSI/ANS-18.1의 "일반사항",  "면허가 

필요치 않은 직원의 훈련", "일반직원 훈련" 및 "재훈련" 등.

  2. 훈련프로그램은 10 CFR 52.78 및 10 CFR 50.120의 요건 및 10 CFR 55.4에 명시

된 체계적인 접근방식으로 훈련계획을 개발, 수립, 이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훈

련프로그램의 개발은 NUREG-0711에 명시된 지침을 사용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훈련프로그램의 내용 및 효율성은 NUREG-1220을 사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3. 면허미소지 직원 훈련에 사용되는 모의제어반은 RG 1.149의 지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4. 10 CFR 26.21 및 26.22에 따라 신청자는 발전소 직원의 업무에 적용되는 프로그

램의 정책, 절차 및 책임사항을 이해함을 보증하기 위한 최초훈련 및 재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보호구역 또는 비상 운전시설에 출입하는 직원은 원자력안전위

원회고시 제2013-55호(면허.03)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련되어야 하며, 10 CFR 26.21의 요건에 따라 업무에 적용되는 프로그램 

관련 정보(관련 정책 및 절차, 마약 및 술로 인한 위험성과 영향, 종사자가 이용

할 수 있는 보조 프로그램, 정책에 따른 책임, 정책 부재로 가져올 수 있는 결과 

등)를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관리자, 감독자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

는 직원은 10 CFR 26.22의 요건에 따라 업무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

원의 역할과 책임, 마약의 소지 또는 사용의 인지 및 마약을 구별할 수 있는 기

술, 행동의 관찰 기술, 프로그램에 따른 초기 시정조치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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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되어야 한다. 

  5. 방사선 비상에 관련된 훈련프로그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82호(방사

선.03)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

며, 필요시 10 CFR 50 부록 E Ⅱ.F절 또는 Ⅳ.F절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요건의 전반적인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은 안전

심사지침 13.3절에 기술되어 있다.

  6. 초기 훈련프로그램의 각 부분은 가동전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완성되어야 한다.

  7. 핵연료장전 전에 훈련받아야 하는 직원의 수는 초기 핵연료 장전시점에서 운영기

술지침서상의 조건이 만족될 수 있음을 보증할 만큼 충분하여야 하며, 발전소 기

동상태에서 감독직 직원의 초과근무를 피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8. 면허미소지 직원에 대한 재훈련은 시행주기가 2년을 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시

행되어야 하며, 최소한 기술행정, 방사선방호, 비상 및 보안절차에 대한 훈련내용

이 포함되어야 한다.

  9. 10 CFR 19.12의 요건에 따른 방사선 방호 훈련 및 재훈련프로그램의 검토를 위한 

세부적인 지침 및 기준은 안전심사지침 12.5절에 기술되어 있다.

 10. 10 CFR 50.34 (a & b)의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10 CFR 50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설계, 건설 및 운전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기

술적인 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신청자가 수립한 면허미소지 직원 훈련프로그램

에는 요구되는 임무(화재진압반 또는 방사선학적 대응팀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및 능력을 개인에게 훈련시키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

다. 

 11. 10 CFR 50.120 및 10 CFR 52.78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면허미소지 직원의 

범주를 포함한 특수범주에 속하는 직원의 훈련프로그램은 10 CFR 55.4에 명시된 

체계적인 접근방식으로 훈련계획을 수립, 이행 및 유지되어야 한다. 신청자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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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한 면허미소지 직원 훈련프로그램에는 요구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

식, 기능 및 능력을 개인에게 훈련시키는 방안이 제공되어야 한다. 

 12. 화재방호훈련

     가. 소방대 훈련

        소방대 훈련프로그램은 통상 잠재적인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의 확보/유

지를 보장하기 위해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첨부된 부록 9.5.1-1의 지침을 따

라야 한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주기적인 강의실 교육, 화재진압 실습, 소

방훈련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강의

           가) 초기 강의실 교육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각 개인의 책임을 인지시킴과 함께 화재 진압계획을 주지시킴

               (2) 화재 위험지역 및 위험의 형태, 발생될 수 있는 화재의 종류를 인

지시킴

               (3) 연소시 예상되는 생성물질의 독성 및 부식성

               (4) 각 화재구역에서의 소방장비 위치, 각 구역에의 접근 및 도피를 포

함한 배치도의 숙지 

               (5) 활용 가능한 소방장비의 사용법 및 화재종류에 따른 적절한 진압

방법 

    대상화재 종류에는 전기설비(전원사용) 화재, 케이블 및 케이블 트

레이 화재, 가연성 수소화재, 연소성 액체 또는 위험성이 있는 공

정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화재, 건설 또는 개조작업(용접)에 기인한 

화재, 서류의 화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통신, 조명, 환기 및 비상 호흡장비의 적절한 사용방법

               (7) 건물내부 및 제한된 공간에서의 적절한 화재진압 방법

               (8) 화재진압 활동의 지휘감독(소방대장)

               (9) 화재진압 전략 및 절차서의 상세 검토

               (10) 최근의 발전소 개조상황 및 그와 관련된 소방계획 변경내용 검토

               주: (9)(10)항은 소방대에 배치될 2명의 비운전요원 이외의 인원에 대

해서는 제외될 수 있다.

            나) 강의는 지식 및 경험이 있고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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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 및 진압장비 사용에 있어서 적절히 훈련받은 자격 있는 사

람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다) 강의는 모든 소방대 요원 및 소방책임자에게 실시되어야 한다.

            라) 화재방호프로그램 변경사항 및 필요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적어도 3개월마다 정기적인 소방대원 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

            마) 2년 주기로 소방대원에게 강의실 교육을 반복하도록 정기적인 재훈련

이 실시되어야 하며, 재훈련은 정기회의 시에 병행하여 시행될 수도 

있다.

         2) 실습

            실습은 발전소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형태의 화재를 진압하는 적절

한 방법을 각 교대근무 소방대원들이 터득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실습은 소방대원들에게 소화요령 및 화재진압시 접하는 열악한 조건에서 

비상 호흡장치의 사용법에 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실습은 

각 소방대원들에게 적어도 년 간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3) 소방훈련

           가) 소방대훈련은 소방대가 팀 단위로 실습할 수 있도록 발전소 내에서 수

행되어야 한다.

           나) 훈련은 각 교대근무 소방대에 대해 3개월을 넘지 않는 주기로 정기적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각 소방대원은 각 훈련에 참여하여야 하나 연

간 2회 이상의 훈련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화재방호계통 및 장비의 화재진압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해 훈련횟수

는 각 교대근무 소방대원에 대해 년 간 1회 이상 불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불시 훈련의 계획/감독자는 해당 소방대원들이 훈련 시작 시까

지 훈련계획을 알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불시 훈련은 4주 간격 보다 

짧게 계획되지 않아야 한다.

               적어도 년 간 1회 훈련은 해당 교대 근무소방대의 앞 교대근무조에 

대해 실시되어야 한다.

           다) 훈련은 훈련목적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되어야 하며 훈련목

적이 어느 정도 만족되었는지의 결정을 위해 평가되어야 한다. 불시훈

련은 발전소 안전 및 화재방호에 책임있는 관리자에 의해 계획되고 평

가되어야 한다. 소방대 또는 각 대원의 임무수행상 결함 사항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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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추가훈련을 계획함으로써 시정되어야 한다. 임무수행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사업소로부터 독립된 자격있는 요원(전문가 등)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

된 3년 주기 불시훈련이 실시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동 인원으로부터의 

보고서 사본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검토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마) 훈련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화재경보 적절성, 경보인지에 요하는 시간 및 소방대 집결시간, 장

비의 선정, 장비사용 및 화재 진압전략에 대한 평가

               (2) 화재 가상지역에 대해 각 소방대원들의 화재 진압전략 숙지도 평

가, 비상호흡장치, 통신장비 및 환기장비를 포함하는 소방장비의 

사용법, 소방절차서 준수여부 평가

               (3) 훈련에 선정된 화재상황 및 형태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소방장비의 

사용법.

    모의훈련에 선정된 화재지역 및 형태는 소방대원들이 여러 지역에

서의 화재진압에 대해 훈련될 수 있도록 이전의 훈련시 선정된 것

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선정되는 상황을 자동소방설비 상실을 

가상하여 장비구비, 시간에 따른 화재진전, 선정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규모의 화재 등을 모의하여야 한다.

               (4) 화재진압 완전성, 정밀성, 효율성 등 소방대 책임자의 지휘에 대한 

평가기록

         4) 기록

            소방대원 개개인에게 실시된 훈련기록(훈련평가 포함)은 각 대원들이 훈

련프로그램의 전 부분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적어도 3년간 보존되어야 

한다. 훈련기록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를 위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훈련기록상 결함을 보인 대원들에 대해 건물 내부에서의 화재진압

에 대한 재훈련 또는 확대훈련이 계획되어야 한다.

     나. 기타 직원

         1) 강의

            가) 강의는 모든 직원에게 년간 1회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반복되어야 한

다. 강의는 (1) 화재방호 계획 (2) 대피경로 (3) 화재 발생보고 절차 

등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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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강의는 (1) 소방 담당부서의 출입절차 (2) 직원들의 소외 대피관리 (3) 

순시중 관찰되는 화재위험 가능성 보고절차 등을 담당하는 보안요원

에 대해 실시되어야 한다.

            다) 강의는 소방대원에게 실시한 내용을 모든 교대근무 직원에게 실시하

여야 한다.

            라) 임시직원을 위한 강의는 (1) 대피신호 (2)대피경로 (3) 화재발생 보고 

절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훈련

           모든 직원들은 연차 대피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 화재방호 직원

        화재방호 직원에 대한 훈련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화재탐지, 진압, 소화 계통의 설계 및 보수

        2) 화재 방지기술 및 절차

        3) 발전소 직원 및 소방대에 대한 훈련, 수동 화재진압 기술 및 절차

 13. 교대근무조에 대한 기술 및 사고 평가 전문분야 

    교대근무조에 대한 기술 및 사고평가 전문지식 제공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교

대근무 안전담당(STA)을 이용할 수 있으며, 원자로 조종감독자를 교대근무 안전담

당(STA)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기술 및 사고평가에 관련된 훈련 및 자격인정은 

TMI 조치사항 NUREG-0737의 I.A.1.1의 요건 및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일반 기술교육 

       교대근무 안전담당(STA)의 기술교육은 공학 및 자연과학의 기본과목을 포함하

여야 한다.  동 교육의 목적은 기존 운전원 훈련 및 발전소 절차서에서 취급되

지 않는 비정상적 발전소 상태를 평가함에 있어서 교대근무 감독자 및 면허소

지 운전원에게 교대근무 안전담당(STA)이 조언을 할 수 있게 함이다. 다음은 

교대근무 안전담당(STA)에게 필요한 지식분야이다.

         1) 기본적인 미적분을 포함하는 수학

         2) 노물리, 화학 및 재료

         3) 원자로 열역학, 유체역학 및 열전달

         4) 원자로 제어 이론을 포함하는 전자공학

       동 지식분야는 대학수준으로 가르쳐져야 하며 1학기 60시간 강좌와 동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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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대학을 졸업한 기술자가 동 과목의 많은 부분 및 필요치 않은 과목을 

수학하였다 하더라도 어떤 기술자는 특정분야(즉, 노물리)에 지식이 없을 수도 

있다.

       교대근무조의 전문기술 지식에 관한 원자로조종 감독자/교대근무 안전담당

(STA)의 교육정도는 다음과 같다.

          1) 4년제 공과대학 졸업자

          2) 기술사 면허 소지자

          3) 물리, 수학 또는 공학의 수업이 포함된 공업전문대학 졸업자

          4) 물리, 수학 또는 공학의 수업이 포함된 물리과 졸업자

   나. 훈련

      1) 원자로 운전 관련 훈련

         교대근무조에 기술 및 사고평가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요원은 발전소계통 설

계, 기능, 배치, 운전에 대해 상세하게 훈련되어야 한다. 동 훈련은 계기 판

독수단 및 중요성, 제어조치에 대한 효과 등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면허미소지 운전원으로서 사전에 훈련을 받지 않은 기술자는 이 

요건을 만족하도록 추가적인 훈련이 요구된다.

     2) 과도 및 사고시 대응에 대한 훈련

        교대근무조의 기술 및 사고평가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직원은 정상운전, 가상 

과도상태, 원자로조종사 또는 원자로조종 감독자에게 요구되는 기존의 사고상

태 등에 대한 훈련에 추가하여 다중기기 고장 및 운전원 실수를 포함하여 광

범위한 비정상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동 훈련

에는 절차서 또는 특정 사고 시나리오에 국한되지 않은 복잡한 과도상태에 

대한 응답 또는 부적절한 노심냉각 및 그 시정조치 등과 같은 사고상황의 징

후인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동 훈련의 목적은 비정상 사고의 신속한 인지 및 

대응능력을 확장시키는 것으로서 원자로운전원이 제시하는 과도상태 및 사고

상황에 대해 본능적으로 신속하게 절차서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

다. 훈련은 실제 사고가 발생하여 비정상적이며 예기치 않은 사고를 수반한다

는 사실을 인식시키는데 필요하며, 노심 및 1차 냉각재 압력경계의 상태를 지

시하는 필수변수에 집중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동 추가훈련은 원전 과

도상태 및 사고해석 또는 평가에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경험이 없는 기술자 및 현재 면허소지 운전원은 동 요건을 만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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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추가훈련이 필요하다.

   다. 교대근무 안전담당(STA) 임무 미수행 기간 

       교대근무조의 안전담당 보직요원으로서 지난 분기에 적어도 3회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은 직위의 책임을 맡기 전에 최소한 임무 미 수행 기간 동안 

발생한 시설 및 절차서 변경에 대해 지식을 갖추었음을 보증하기에 충분한 훈

련을 받아야 한다.

14. 노심 손상완화 관련 훈련

    NUREG-0737의 TMI 조치사항 II.B.4를 만족하기 위해 신청자는 노심이 심각하게  

손상받는 사고상황에서 제어 및 완화를 위해 설치된 기기 및 계통 사용법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 이행하여야 한다. 교대근무 안전담당(STA) 및 운전 담당직원 

(발전소장으로부터 면허소지 운전원까지의 운전 관련부서 직원)은 아래의 모든 훈

련을 받아야 한다. 계측, 보건물리 화학부서의 관리자 및 기능공들은 담당직무에 

부합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가. 노내 계측계통

      1) 노심손상 및 형상변화 정도의 결정을 위한 고정 또는 이동형 노내 검출기 사

용법

      2) 첨두온도 결정을 위한 열전대 사용법, 광역판독법, 단말기 접속부에서의 직독

법 등

      3) 발전소 컴퓨터로부터 노내 계측자료 취득(Print) 방법

  나. 노외 핵계측계통 (NIS)

      기포 형성여부 결정을 위한 중성자계측계통 사용법, 노심온도 및 밀도변화 함수

로서의 중성자계측계통 응답에 기초한 기포 위치 결정 등

  다. 필수 계측계통

      1) 사고 환경에서의 계측계통 응답, 고장내력(고장시각, 고장방식), 지시 신뢰도 

(실제 및 지시치)

      2) 유량, 압력, 수위, 온도 측정의 대체수단

         - 모든 수위전송기 고장시 가압기 수위 결정법

         - 필터 막힘(저유량)시 유출수 유량 결정법

         - 일차측 측정수단 고장시 기타 원자로 냉각계통 변수의 결정법

  라. 일차측 화학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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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각한 노심손상에 의해 예상되는 화학적 결과, 격납건물 외부로 소량의 액체 

방출 결과, 밀폐계통 사용의 중요성

     2) 노심 손상시 기대되는 동위원소 붕괴, 피복재 손상

     3) 일차 계통 냉각재에 장기간 존재시 부식 영향, 고장시간

  마. 방사선 감시

     1) 심각한 노심손상시 계통 및 지역감시기의 응답, 포화시 탐지기 거동, 탐지기 

출력단에서의 직접계측에 의한 방사선 판독치, 탐지방법(광역 탐지기), 각종 위

치에서의 탐지기의 예상 정밀도, 노심손상 정도의 결정을 위한 탐지기 사용법

     2) 격납건물 외부에서의 측정치를 이용한 내부선량 결정 방법

  바. 가스생성

     1) 사고시 수소 생성 방식, 기타 가스원(제논, 크립톤), 비응축성 가스의 방출 처

리 방법

     2) 수소의 연소폭발 제한치, 격납건물 또는 원자로냉각재계통 내에서의 산소 발생원

III. 검토절차

  안전성분석보고서 13.2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본 안전심사지침 V. 참고문헌에 나열

한 서류를 숙지해야 한다. 검토절차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1. 제출된 정보가 상기 I절에 기술한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결정하기 위하

여 제출된 정보의 면밀한 조사

  2. 상기 II절의 허용기준과 제출된 정보의 상세 비교

   검토자는 신청자가 규제지침, 산업기술기준 또는 기타 참고문헌의 어느 부분에 따

름을 서술할 때 그 참고문서의 개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검토자가 허용기

준으로서 참고문헌의 어떤 부분을 사용할 때 그 개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

는 신청자가 핵연료 장전시기와 관련하여 훈련프로그램을 적합하게 계획하고 있는지

를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화재방호 훈련분야에 대해서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와 

상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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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는 상기사항들에 근거하여 신청자의 직원훈련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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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면허미소지 직원의 훈련은 적합하며,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동법 시행령 제148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82호(방사선.03)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

한 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55호(면허.03)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교육

훈련에 관한 규정”, 10 CFR 19.12, 26.21, 50.34(a 와 b),  50.40(b) 및 50.120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에 근거한다.

 1. 건설허가

    신청자는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및 10 CFR 50.34(a)(6)(신청자의 조직, 직원의 훈

련 및 안전 수행을 위한 예비계획)의 요건에 따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면허미소지 

직원의 훈련에 관한 1차 계획 및 그 계획에 관련한 약속사항이 관련 요건을 만족

함을 입증하도록 기술하였다.

 2. 운영허가 

    신청자는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및 10 CFR 50.34 (b)(7)(기술자격)의 요건에 따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훈련프로그램에 관련된 약속사항을 포함하여 면허미소지 

직원에 대한 상세한 훈련프로그램, 면허미소지 직원의 훈련 및 계획된 핵연료 장

전시기와 관련한 훈련계획을 기술하였다.

    면허미소지 직원에 대한 훈련 및 재훈련은 RG 1.8의 지침을 만족한다. 

    신청자는 방사성 물질 및 방사선, 방사선 피폭, 방사선 피폭에 관련된 건강보호문

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작업자 보호 수단 및 책임, 방사선 피폭 보고서의 이용

성에 관련한 특정 종사자에게 정보 및 지침의 전달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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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서 10 CFR 19.12을 만족한다. 방사선 방호훈련 및 재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안전심사보고서 12.5절에 더 상세히 기술하였다.

    경비임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감독자는 업무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의 역할, 책임, 

절차서를 이해하고 있고, 10 CFR 26.21 및 26.22의 요건에 따라 행동의 변화, 마약 

및 마약의 사용을 인지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및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업무

에 적용되는 정책에 관하여 적절히 통지되고 있음을 보증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신청자가 수립, 이행 및 유지키로 약속한 훈련프로그램은 10 CFR 50.120 및 10 

CFR 55.4에 따라 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이용한다. 훈련프로그램은 실

적기준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직원 검토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만족한 상

태이다.

    소방대원은 강의실 교육, 화재진압실습, 정기적인 소방훈련을 받아야 한다.

    신청자는 교대근무조의 전문 기술지식에 관하여 요구되는 전문 기술을 제공하는 

직원은 수학, 노물리, 열역학, 제어, 원자로운전, 과도/사고상태 대응분야의 훈련을 

받도록 되어있어 요건을 만족한다.

    훈련프로그램에 사용될 모의제어반은 RG 1.149의 지침을 만족한다. 

    특정 운전원(원자로조종 감독자, 교대근무조 안전담당, 운전지원요원 등)은 노심손

상 완화 관련 훈련을 받아야 한다. 동 훈련은 계측계통, 수질화학, 방사선감시, 사

고중 가스생성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방사성 비상사고에 필요한 종사자 및 비종사자의 초기훈련 및 주기적 재훈련을 

포함한 훈련프로그램. 방사선 비상에 관련한 훈련 및 재훈련프로그램의 적절성은 

안전심사보고서 13.3절에 명시되어 있다.

    면허미소지 직원의 모든 초기훈련은 핵연료장전전에 완료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상의 요건들을 만족함으로서 면허미소지 직원 훈련에 관하여 신청자가 10 CFR 

50.40(b)의 기술적 자격요건을 만족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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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82호(방사선.03)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

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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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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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0 CFR 52, 52.78, "Contents of Applications; Training and Qualification of 

Nuclear Power Plant Personnel."

 13. Regulatory Guide 1.8, "Qualifications and Training of Personnel for Nuclear 

Power Plants."

 14. Regulatory Guide 1.149, "Nuclear Power Plant Simulation Facilities for Use in  

Operator License Examinations."

 15. Branch Technical Position SPLB 9.5-1, attached to SRP Section 9.5.1, "Fir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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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3.4절 운전단계 활동사항

 검토주관 :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에 중요한 운전단계의 활동사항을 검토하여 행정관

리 목적달성을 위한 운영허가신청자의 계획을 평가한다. 검토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에 주안점을 둔다.

   - 제안된 변경사항, 시험 및 실험의 검토에 관한 규정 

   - 불시정지 사건의 검토에 관한 규정 

   - 사후검토에 대한 절차서

   - 예상치 않았던 사건의 평가(예: 사건발생보고서)

   - 발전소운전 평가에 관한 규정  

   본 검토에는 운전활동에 대한 발전소 기술진의 검토에 관한 규정, 발전소 운전에 

대한 독립검토에 관한 규정 및 안전성제고를 위한 활동의 독립적 평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검토대상이 되는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상 안전에 중요한 계통 혹은 절차, 시험 및 실험에 대해 제안된 변경사항과 

예상치 않았던 사건의 검토에 관한 소내 조직의 기능.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검토대상 주제

     - 검토활동의 문서화 및 보고 규정

     - 검토수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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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전조직의 안전관련 운전활동을 독립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절차 및 조직.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발전소의 초기 핵연료장전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방법 

및 시기

     - 검토대상 주제

     - 검토활동의 보고 및 문서화, 검토활동에 참여하는 요원의 조직상 규정

  3. 운영활동의 독립적인 검토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채택된 규정.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검토그룹의 기능

     - 검토활동의 문서화 및 보고 규정

     - 검토수행 참여요원에 대한 조직규정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운전단계 활동사항 검토와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3.1.1 및 13.1.2절에 대한 주 검토 책임으

로서 신청자의 명시된 직책에 대한 자격인정요건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1. 발전소 운전단계에 대한 행정관리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

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의 “조직, 품질보증계획, 서

류관리, 검사, 시험관리, 시정조치, 품질보증기록, 감사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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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09호(원자로.03)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및 10 CFR 50 

Appendix B에 부합되어야 한다.

  2. 허가받은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는 기술적 자격인정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10 CFR 50의 50.40(b)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09호(원자로.03)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및 10 CFR 50.36(c)(5) : 해당시설이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되기 위해 필요

한 조직, 운영, 절차, 기록유지, 검토 및 감사, 보고에 관한 규정이 운영기술지침

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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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신청자의 경영 및 행정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33의 “운전시의 품질보증요건” 및 RG 1.33에 기술된 ANSI/ANS-3.2를 적용하

며, 추가적인 지침은 NUREG-0737 I.B.1.2를 적용하여 안전에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2. 허가받은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는 기술적 자격인정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기준은 RG 1.8과 ANS 3.1에 기술되어 있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안전에 특별히 중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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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한다. 예외사항 및 대체방안은 그 내용이 명백히 정의되어 있는 근거가 명확한

지 면밀히 검토한다. 검토자는 원자력법 RG, 산업기술기준 및 참고문헌의 개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검토자는 운전단계에서 안전에 중요한 활동에 대한 신청자의 검토계획을 검토하

여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발전소자체 검토

       1) 검토범위에는 RG 1.33에서 추천한 ANSI/ANS-3.2의 4.4절의 내용이 포함되

며, Generic Letter(이하 “GL”) 83-28에 기술된 불시정지 후 검토도 포함

되어야 한다.

       2) 검토대상 주제를 공동으로 검토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3) 검토를 수행하는 발전소요원에 대한 자격수준은 적어도 RG 1.8에서 인용한 

ANSI/ANS-3.1과 ANSI/ANS-3.2의 4.4절에 언급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4) 검토활동은 서류화되고 그 결과는 경영층의 적절한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나. 독립적인 검토

        독립적인 검토에 관한 규정은 ANSI/ANS-3.2 및 RG 1.33의 규제입장에 기술된 

사항을 만족시켜야 하며 또한 이러한 검토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요

건은 ANSI/ANS-3.1의 4.7절과 RG 1.8의 규제입장에 기술된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다. 독립적인 안전성검토 그룹

        독립적인 안전성검토 그룹은 NUREG-0660의 I.B.1.C.2.a 및 NUREG-0737의 

I.B.1.2 의 지침에 따라 발전소 운전상황을 독립적으로 검토한다.

        1) 이 그룹의 기능은 상술한 가. 나.항과는 독립된다.

        2) 이 그룹에는 최소한 5명의 전임근무기술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들은 발전

소내에서 근무하지만, 보고는 전력생산 경영층에 있지 않은 소외의 고위 

기술직위를 갖는 사람에게 한다.   

           다수의 부지를 갖는 전력회사의 경우, 모든 발전소의 중앙위치에서 독립적

인 안전성평가기능을 수행해도 된다. 이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소내 안전

성검토 그룹은 요구되며 그 그룹이 전적으로 독립적인 안전성평가기능을 

수행한다면 약간 적은 수로 그룹을 구성해도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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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검토된다.

        3) 이 그룹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

           o 발전소 운전 특성

           o 규제기관 발행물

           o 인허가 정보관련 권고사항

           o 기타 발전소 안전성 향상 관련 분야에 대한 발전소설계 및 운전경험 정보. 

           이 그룹은 이러한 활동이 제대로 수행되고, 인적실수가 실제적으로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되는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발전소 운전 및 보수

활동을 감시하는 기능도 갖는다.

        4) 이 그룹은 보수, 변경작업, 운전상의 문제점 및 운전상황분석을 포함한 발

전소 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 및 감사를 해야하며, 발전소활동에 대한 

체계적 규정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5) 이 기능을 수행할 요원의 자격부여요건은 최소한 ANS 3.1의 4.4장에 기술

된 사항 즉, 공학사 및 1-2년의 원자력분야 경력을 포함하여 이 분야에서 

2-4년 경력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6) 이 그룹은 전반적인 운전품질 및 안전성에 대해 발전소경영층에 조언하기  

위한 활동요약보고서를 월 1회이상 주기적으로 경영층에 제공해야 한다.

  2. 검토자는 품질보증프로그램의 일관성과 일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보증분야

의 검토자와 협조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또한 운영기술지침서에 운전단계의 활동

사항이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 안전심사지침은 발전소 설계, 건설 및 인허가 최종단계인 운영허가에서 검토되

어야 하며, 건설허가단계에서는 검토되지는 않는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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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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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발전소운전활동 검토프로그램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운영허가”, 원자

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운영허가의 신청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09

호(원자로.03)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과 RG 1.33 및 산업기

술기준(ANSI/ANS-3.2)에 기술된 지침과 부합된다. 신청자는 운전상의 활동에 대한 검토

프로그램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는 발전소기술진 조직에 의한 검토, 운전

조직과 독립된 안전관련 활동의 검토 및 소내 독립적인 그룹에 의한 발전소활동의 독

립적인 검토 및 평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검토를 수행하는 절차, 조직

규정, 검토수행요원에 대한 자격요건, 검토대상 항목에 대하여 검토되었다. 

   검토를 수행하는 발전소 요원의 자격부여는 RG 1.8의 지침을 만족시키고 있다. 독

립적인 검토를 위한 조항은 RG 1.33의 지침, 적용가능한 산업기술기준 ANSI/ANS-3.2 

4.3절 및 ANSI/ANS 3.1의 4.7절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또한, 신청자의 독립적인 

안전성검토그룹은 NUREG-0737의 항목 I.B.1.2의 지침을 만족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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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3.5.1.1절 행정절차서 - 일반사항

 검토주관 :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자는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발전소 행정절차서를 검토한다. 안전

성분석보고서의 해당 장에는 시설의 운전에서 안전성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관리방안

을 제공하는 절차가 기술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세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상세 절

차서가 포함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상세 절차서와 관련된 훈련 교재는 건설허가 

신청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통합허가 신청자의 책임으로써 건설검사 프로그램을 통

하여 확인될 것이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운전절차서 작성완료 목표일자가 포함되어

야 한다. 목표일자는 연료장전 전, 발전소 요원에게는 친숙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검토자에게는 절차서를 검토하고 운영허가를 사정할 시간을 주도록 잡혀야 한다. 

신청서에는 절차서의 특성과 내용이 아래와 같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상세 검토범

위는 아래와 같다.

  검토할 행정절차는 절차서에 대한 행정관리방안을 제공하는 절차서(범주-가)와 발전

소 요원의 운전업무를 관리하는 절차서(범주-나)이다. 아래에 기술된 (가)와 (나)는 검

토에 포함되어야 할 절차서 유형이다. 

(가) 범주-가: 관리방안

1. 절차서의 검토 및 승인 절차서

2. 장비관리 절차서

3. 정비 및 개조 관리

4. 화재방호 절차서

5. 크래인 운전 절차서

6. 절차서의 임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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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시 절차서

8. 과도상태 또는 자동취소특성에 대한 특별 지시서

(나) 범주-나: 특정절차서

1. 교대근무감독자, 주제어실에서 근무하는 원자로조종감독자, 주제어실 운전

원 및 교대근무 안전담당의 책임과 권한을 포함하는 교대근무요원 복무규정

2. 교대근무자의 임무 및 감시영역 할당

3. 근무 교대 및 인수인계

4. 종사자의 자격관리

5. 주제어실 출입통제

6. 근무시간의 제한

7. 설계 및 건설의 반영과, 적용가능한 주요 산업 및 운전 경험의 반영

8. 교대근무감독자의 행정임무 절차서

9. 운전업무의 수행정확도 확인 절차서

검토연계분야

   안전심사지침 다른 절과 이 절과의 연계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검토주관부서는 시험절차서 또는 운영절차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든 요

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토지원부서와 협의한다.

특정 허용기준과 검토절차는 참조된 심사지침서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아래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근거한다.

허용기준의 근간은 신청자가 허가업무를 보증할 만큼 기술적으로 인정되었음을 결

정하도록 해 주는 행정절차 프로그램이 10 CFR 50.40(a) 및 (b)의 관련요건을 만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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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신청자가 허가받은 운영자의 허가업무를 지휘하는 책임을 갖도록 지정한 요원들

이 10 CFR 50.54(l)의 관련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이다.

 행정절차서 - 일반

  안전심사지침에 대한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 Regulatory Guide(이하 “RG")가 

참조 되었을 때에는 검토당시의 현행본이 사용되어야 한다)

1. 10 CFR 26

2. 10 CFR 50.34(f)(3)(i)

3. 10 CFR 50.40(a) and (b)

4. 10 CFR 50.54(l)

5. RG 1.33,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Operation)."

6. RG 1.114, “"Guidance to Operators at the Controls and to Senior Operators in 

the Control Room of a Nuclear Power Unit.”"

7. NUREG-0694, "TMI-Related Requirements for New Operating Licenses."

8. NUREG-0711, “"Human Factors Engineering Program Review Model."

9.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10. ANSI/ANS 3.2-1982, "Administrative Controls and Quality Assurance for the 

Operational Phase of Nuclear Power Plants."

11. 행정절차서는 RG 1.33절에 기술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12. 면허소지 운전원의 인가된 활동을 지시하는 책임자를 임명하기 위한 행정절차서는 

10 CFR 50.54(l)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주제어실의 원자로조종감독자와 원자

로조종사의 책임을 정의하고 임무를 부여하는 과정은 NUREG-0694의 조치항목 

I.A.1.2와 I.C.3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13. 근무교대 및 인수인계절차서는 NUREG-0694의 조치항목 I.C.2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14. 주제어실 책임자와 운전원이 ‘감시영역’으로 주제어실의 특정 영역을 부여받아 

주제어실에 상주하도록 하는 행정관리는 RG 1.114에 따라 한다.

15. 근무시간의 제한은 1982년 6월 1일 발표된 NRC의 정책성명과 Generic Letter(이하 

“GL") 82-02, 82-12 및 83-14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 문건은 과중한 초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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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운전원 수를 유지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16. 종사자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은 RG 1.114절에 따른다.

17. 주제어실 출입은 NUREG-0694의 조치항목 I.C.4에 기술된 지침에 따라야 한다.

18. 운전, 설계, 건설상의 정보를 반영하는 행정절차는 10 CFR 50.34(f)(3)(i)에 부합되어

야 하며, NUREG-0737의 조치항목 I.C.5에 기술된 지침을 따라야 한다.

19. 크레인 운전에 관한 행정관리는 핵연료저장조 위에서 크레인을 운전하는 크레인   

운전원이 자격을 갖추고 있고, ANSI B30.2-1976 (Chapter 2-3) "Overhead and 

Gantry Cranes"의 지침에 따라 운전하도록 하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0. GL 90-03에 기술된 바와 같이 안전성관련 기기에 대한 제작자의 정보가 발전소 

문서화에 통합관리 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규제요건에 기

술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

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

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

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는 상기 “II. 허용기준”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의해 제출된 정보와의 상세한 

비교로 수행된다. 검토자가, 신청자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한 내용에 근거하여, 이

러한 각 기준이 만족되었다고 판단할 때 검토를 완료한다. 

이러한 상세 비교형태의 검토는 “II. 허용기준”에 규정된 각 항목에 적용된다. 이 

밖의 항목(주로 운전관리방안을 제공하는 항목)에 대해서, 검토자는 신청자에 의해 적

절한 관리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제13.5.1.1절                                                    개정 4 - 2014. 12- 5 -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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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행정절차서가 10 CFR 50.40(a) 및 (b), 10 CFR 50.54(I)의 요건을 만족

시킬 수 있다는 결론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근거한다.  

신청자가 안전에 중요한 활동에 대한 행정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절

차를 제시하였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발전소 운전절차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 절차

- 교대근무자의 책임과 권한

- 근무교대 및 인수인계 절차서

- 종사자 자격관리 절차서

- 주제어실 출입통제 절차서

- 근무시간 제한에 대한 절차서

- 발전소 운전경험의 반영에 대한 절차서

 검토자는 규정들을 검토하였으며, RG 1.33에 기술된 심사지침과 TMI 조치항목 

I.A.1.2, I.A.1.3, I.C.2, I.C.3, I.C.4, I.C.5 및 I.C.6의 해당 부분이 만족됨을 확인하

였다. 신청자는 ANSI B30.2 및 ANS 3.1의 4.4.6절의 지침을 만족시켰다. 

   또한 행정절차서 프로그램의 이행으로 10 CFR 50.40(b) 요건이 만족될 경우 신

청자는 원전 운영측면에서 기술적인 자격이 있다.

V. 참고문헌

 1. 10 CFR 26 "Fitness For Duty Programs."

 2. 10 CFR 50.34 "Contents of applications; technical information." 

 3. 10 CFR 50.40 "Common Standards."

 4. 10 CFR 50.54 "Conditions of Licenses."

 5. NRC 정책성명 “Nuclear Plant Staff Working Hours”(46 FR 2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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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Regulatory Guide 1.8 "Qualifica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for Nuclear Power 

Plants"

 7. Regulatory Guide 1.33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Operation)."

 8. Regulatory Guide 1.114 "Guidance to Operators at the Controls and to Senior 

Operators in the Control Room of a Nuclear Power Unit."

 9. Generic Letter 82-02 "Nuclear Power Plant Staff Working Hours."

10. Generic Letter 82-12 "Nuclear Power Plant Staff Working Hours."

11. Generic Letter 83-014 "Definition of 'Key Maintenance Personnel' (Clarification of 

Generic Letter 82-12)."

12. Generic Letter 90-03 "Relaxation of Staff Position in Generic Letter 83-28, Item 

2.2 Part 2 "Vendor Interface for Safety-Related Components" (Generic Letter 

90-03)."

13. NUREG-0694 "TMI-Related Requirements for New Operating Licenses."

14.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Requirements."

15. ANS 3.1-1981 "Selection, Qualifica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for Nuclear Power 

Plants"

16. ANS 3.2-1976 "Administrative Controls and Quality Assurance for the Oper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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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3.5.1.2절 행정절차서 - 초기시험 프로그램

 검토주관 :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자는 원전 초기시험 프로그램과 관련된 관리방안을 수립한 행정절차를 검토한

다. 이 행정절차에는 시험절차서 개발 체계, 시험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행정적 관리

방안 및 시험결과를 검토․평가 및 승인하는 관리방안이 포함된다. 다음은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1. 시험 프로그램 절차서

신청자가 개별 시험절차서를 개발․검토 및 승인하는데 사용할 체계를 검토한다. 

업무 수행 단위조직의 책임사항, 각 단위조직의 지정된 기능 및 이러한 업무를 

관리함에 있어 따라야 할 일반적인 단계를 검토한다. 상세한 시험절차서의 개발

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설계수행 정보의 종류와 출처를 검토한다.

2. 시험 프로그램의 수행

시험프로그램의 중요한 각 단계의 수행상태를 관리하는데 사용될 행정 관리방안

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검토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개별 시험의 전제조건이 만족되었음을 보증하는 방안

나. 원전 개조 또는 보수가 시험 프로그램 분석 결과에 근거하였음을 보증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

다. 보수 혹은 개조 후에 필요한 재시험이 수행됨을 보증하는데 시용할 절차

라. 승인된 시험절차서를 준수하도록 하는 요건을 유효하게 하는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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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결과의 검토, 평가 및 승인

시험 프로그램의 각 단계에서 시험결과의 검토, 평가 및 승인을 통제하는 절차

를 검토한다. 여기에는 시험에 불합격되었거나, 불합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

정 관리방안이 수립되었을 때 설계조직 등의 책임 조직에게 통지됨을 보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된다. 각 주요단계에 대한 시험데이타의 승인 방법 

및 일정, 그리고 다중시험(예, 고온기능시험)에서 시험단계를 진행하기 전에 각 

부분시험에 대한 최초 검토에 적용될 방안과 관련된 신청자의 관리방안을 검토

한다.

검토연계분야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는 시험 및 운영절차서를 통제하는 절차적 관리방안에 대한 

어떤 특정 기준이 만족됨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간공학분야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의 근간은 신청자가 허가업무를 보증할 만큼 기술적으로 인정되었음을 결

정하도록 해 주는 행정절차 프로그램이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제1항의 관련요건을 만

족하는지 여부이다.

1. 시험절차서

개별 시험절차서의 개발, 검토 및 승인에 사용될 신청자의 행정적이고 조직적인 

체계는 절차서 승인 전에 적절한 수준의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시험수행자는 ANSI/ANS-3.1(1993)에 기술된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신청자

는 상세 시험절차서를 개발할 때 사용되는 시험목적과 허용기준을 제공하기 위

해 계통설계자를 활용해야 한다. 참여하는 계통설계자에는 주기기공급자, A/E 및 

기타 주요 계약자, 하수급자, 공급자 등을 적절히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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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프로그램 수행

가. 시험프로그램은 적절히 자격이 부여된 요원에 의해 신청자의 조직 내의 지

정된 관리직위자가 승인한 상세 절차서를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나. 시험 선행조건이 만족됨을 보증하기 위한 신청자의 관리방안에는 검사, 점검 

등의 요건이 포함되어야 하며, 데이터 서식이나 점검표를 완성하는 시험자와 

시험완료일자 기재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원전 시험의 결과로 식별된 원전 개조 또는 보수에 제공되는 관리방안은 다

음 사항이 만족되면 허용가능하다.

(1) 관리방안에 의해 요구된 보수․개조작업이 완료됨이 보증된다.

(2) 보수 또는 개조 작업 후 재시험이 수행됨이 보증된다.

(3) 제안된 설비 개조가 원 설계조직 혹은 다른 지정된 설계조직에 의해 검

토됨이 보증된다.

이러한 관리방안과 관련된 신청자의 문서화 요건에는 관리가 적절하였는지

를 보증하기 위한 감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시험절차서의 준수 및 시험절차서 변경방법을 기술한 관리방안은 검토자의 

판정에 의해 허용여부가 결정된다. 시운전 시험절차서의 변경은 핵연료장전

후 시험을 위한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3. 시험결과의 검토․평가 및 승인

가. 시험결과의 검토․평가 및 승인에 대한 관리방안은 자격을 갖춘 요원에 의해 

시험결과가 기술적으로 평가되고, 신청자 조직 내의 지정된 관리직위자에 의

해 시험결과가 승인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나. 시험에 실패하도록 하거나 실패원인을 제공한 설계 문제점은 설계조직에 통

보되어야 하며, 이 문제의 해결에 설계조직이 참여해야 한다.

다. 신청자는 각 주요 시험단계의 시험데이터가 다음 시험단계 착수 전에 검토, 

승인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요건화해야 한다.

라. 신청자는 출력증발시험 단계에서 각 주요 출력시험 평탄역(plateau) 또는 출

력/유량 시험조건에서의 시험데이터는 다음의 시험단계로 진행하기 전에 검

토․승인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요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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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규제요건에 기

술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

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

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

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는 상기 “II. 허용기준”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의해 제출된 정보와의 상세한 

비교로 수행된다.  검토자가, 신청자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한 내용에 근거하여, 

이러한 각 기준이 만족되었다고 판단할 때 검토를 완료한다. 

이러한 상세 비교형태의 검토는 “II. 허용기준”에 규정된 각 항목에 적용된다. 이 

밖의 항목(주로 운전관리방안을 제공하는 항목)에 대해서, 검토자는 신청자에 의해 적

절한 관리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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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행정절차서가 동의 가능하며, 원자력안전법 제11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바탕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 사항

에 근거한다.

신청자가 안전에 중요한 활동에 대한 행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과 절차를 제시

하였으며, 여기에는 초기 발전소 시험 프로그램의 작성, 검토, 승인 및 행정적인 

관리방안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청자는 ANSI/ANS-3.1(1993)의 지침

을 만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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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정절차서 프로그램의 이행으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내지 제58조 및 제63조의 규정이 만족될 경우, 신청자는 원전을 운영하

는데 기술적인 자격이 있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운영허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3.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8조 “기술능력”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내지 제58조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6. Regulatory Guide 1.33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Operation)."

7. 10 CFR 50, Appendix A, Criterion I, "Quality Standards and Records"

8. ANSI/ANS-3.1-1993,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Selection, Qualifica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for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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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3.5.2.1절 운전 및 비상운전절차서 

 검토주관 : 운전절차서 각 분야 담당부서, 비상운전절차서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주관부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운전절차서의 개발 

및 이행계획을 검토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본 절에는 정상운전, 비정상 및 비상시 

운전조작이 안전한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운전조직이 사용할 운전절차서에 대해 서술

되어야 한다. 상세한 절차서의 내용과 관련 교육 자료는 인허가문서에 포함될 필요는 

없으며 신청자의 책임 하에 이행되어야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절차서를 작성하는 

초기계획을 포함하여 아래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와 같은 절차서의 내용 및 개발과

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여야 하며 세부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절차서 분류. 안전성분석보고서나 기타 제출서류에는 발전소 운전시 주제어실이나 

현장에서 운전원이 사용할 절차서의 종류가 기술되어야 한다. 운전조직내에서 절

차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가진 부서가 정해지고, 개별 절차서의 일반적인 양식과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각 신청자의 절차서는 Regulatory Guide(이라 “RG") 

1.33의 목록과 동일한 분류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RG 1.33에서 제시한 기

능은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신청자는 비정상절차서로 분류하는 것을 

다른 신청자는 비정상조건절차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절차서 분류의 예는 아래와 

같다.

가. 계통절차서 : 안전에 중요한 계통 운전에 대한 준비, 충수, 배기, 배수, 기동, 

정지, 운전모드 변경, 시험 후 운전으로의 복구(시험절차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및 기타 운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제시하는 절차서

나. 종합운전절차서 : 기동, 출력감발, 정지, 출력운전 및 부하변동, 추이감시, 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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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취급 등과 같이 발전소의 종합적인 운전을 지시하는 절차서

다. 비정상운전절차서 : 운전변수가 정상치를 벗어날 때 정상으로 복구시키거나 과도상

태 후 정상상태로 복구시키기 위한 운전원의 대응조치를 제시하는 절차서. 동 절차

서의 적용은 운전원의 관찰 및 경보상태에 따라 수행되며, 만약 복구조치가 취해지

지 못하면 비상운전절차서에 따른 조치가 요구되는 조건으로 악화될 수 있다.

라. 비상운전절차서 : 운전변수가 원자로보호계통 혹은 공학적안전설비의 동작 설

정치를 초과하는 과도상태 및 사고에 대하여 이를 완화하기 위해 운전원의 조

치를 제시하는 절차서

마. 경보절차서 : 발전소의 경보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운전원의 조치를 제시하는 

절차서

　

 2. 운전절차서 개발 프로그램. 안전성분석보고서 혹은 기타 제출서류에는 위에서 언

급한 가. 에서 마.와 같은 운전절차서를 개발하기 위한 신청자의 계획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운전절차서 각 분야 검토부서는 운전절차서의 개발과 이행을 위한 

계획을 검토한다.

 3. 비상운전절차서 개발 프로그램. 운영허가 신청서류의 하나로 규제기관에 제출되는 

비상운전절차서 개발종합계획서에는 비상운전절차서의 개발 계획과 비상운전절차

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항목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 비상운전절차서분야 

검토부서는 비상운전절차서의 개발과 이행계획을 검토한다.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PGP: Procedure Generation Package)는 비상운전절차서

를 교육시키는 시점부터 최소 3개월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

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 : 해당 발전소의 설계 및 운전 개념에 상응하는 고유한 사

고 및 과도상태의 분석에 근거한 기술배경서로 일반기술배경서를 참고하는 경우 

일반기술배경서에서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참고할 수 있다는 기술

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일반기술배경서를 참고하지 않은 발전소에 대해서는, TMI 조치계획 항목 I.C.1 

(NUREG-0737 및 Supplement 1)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특정사건을 먼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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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도 사고 및 과도상태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단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또

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석 자료도 제시되어야 한다. 

일반기술배경서를 참고하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제출서류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가. 일반기술배경서로부터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된 과정

에 대한 설명  

나. 일반기술배경서에서 제시한 참조발전소보다 추가된 설비를 포함하고 있다면, 

일반기술배경서와의 차이점 및 중요한 차이점에 대한 모든 기술적인 평가 및 

분석자료

다. 운전원에게 제시되는 정보 및 제어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과정에 대한 설명 

   나.에서 언급한 중요한 차이점(이하 중요 안전성 차이점이라 함)의 예는 이 지침서 

부록 13.5.2.1-1의 III. 3. 나.절에 제시되어 있다.

 2. 발전소 고유작성자지침서 :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에 근거하여 비상운전절차서를 

작성할 때 신청자가 사용할 고유 작성방법을 기술한 지침서

 3. 비상운전절차서의 확인/검증 프로그램

 4. 비상운전절차서에 관한 운전원 훈련 프로그램

 5. 비상운전절차서 유지, 관리를 위한 이행계획서

검토연계분야

   위에서 언급한 PGP 중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설정치배경서, 고유항목기술배경서, 

최적복구지침서, 기능회복지침서)는 업무분장된 관련 부서(안전평가, 계통평가, 계측전

기평가)에서 해당부분을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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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요건

   운전 및 비상운전절차서 검토에 대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에 제시된 

기준에 근거한다. 만족여부는 아래에 제시한 10 CFR 50.34의 관련요건에 따른다.

 1. 운전절차서의 완비 : 운전절차서 완비에 대한 일반적인 허용가능한 목표일자는 핵

연료 장전 6개월 전으로서 이는 발전소 요원이 숙지하고 규제기관이 운전원 면허

시험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는 

운영허가 신청서류의 하나로 규제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2. 주제어실 및 현장 운전 절차서 : 주제어실 및 현장에서 면허를 소지한 운전원이 

사용하는 운전절차서에 대한 적용 규정은 아래와 같다.

가. 10 CFR 50.34(a)(6) 및 (10), 50.34(b) 6 (iv) 및 (v)

나. 10 CFR 50, 부록 B, Criteria V 및 VI, 절차서 개발, 승인 및 관리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본 심사지침에서 제시하는 허용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

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

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

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NUREG-0711, Chapter 9, “Element 8 - Procedure Development”

 2. NUREG-0737, TMI 조치계획 항목 I.C.1, Guidance for the Evaluation and  

Development of Procedures for Transients and Accidents. (비상운전절차서만 해당)

 3. NUREG-0737 Supplement 1, TMI 조치계획 I.C.1 및 I.C.9 (Requirements for 

Emergency Response Capability) item 7, subsection 7.1 및 7.2 [Upgrade of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 (비상운전절차서만 적용)]

 4. RG 1.33의 규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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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ANSI/ANS 3.2 - 1982, 5.3절의 지침

 6. 안전심사지침 부록 13.5.2.1-1(비상운전절차서만 적용)

 7. NUREG-1358 Supplement 1, Lessons Learned from the Special Inspection Program 

for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 1992년 판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아래에 기술된 절차로부

터 자료를 선택한다. 이러한 검토절차는 기확인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 하

고 있다.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대안이 상기 II.절의 검

토요건을 어떠한 방법으로 만족시키고 있는지 신청자의 평가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하는 상기 I. 1.에서 기술한 모든 운전절차서에 적용가능하다.)

   인정된 인간공학 원칙을 적용하고 운전절차서의 작성체계를 적용하였는가를 확인

하기 위해 신청자의 운전절차서 개발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NUREG-0711, Element 8

에는 인간공학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허용 가능한 운전절차서 개발 방법을 기술하

고 있다. 인간공학 프로그램은 안전심사지침 제18장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하는 비상운전절차서에만 적용 가능하다.)

   검토자의 전문적인, 특히 인간공학 분야, 의견을 보완하고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

획서 검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록 13.5.2.1-1에서는 검토자가 평가시 고려할 

사항을 언급하였다. 그렇지만, 부록 13.5.2.1-1은 점검표는 아니며 부록 13.5.2.1-1의 각 

항목 모두가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에서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는 보통의 경우에 비상운전절차서에 대한 공식적인 운

전원 훈련 개시일 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만일 자료 제출 지연으로 인하여 검토가 불

가능하면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의 허용가능성에 대한 현장감사 중심의 검토를 

수행한다. 특히, 운전원 훈련을 연기해야할 만큼 비상운전절차서 프로그램상 중요한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의 다섯 개 분야에 대해 

감사를 수행한다. 만일 중요한 결함이 발견되면,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의 완전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를 인허가 PM에게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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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개시 이전에 해결되어야 한다.

   신청자의 프로그램이 Generic Letter 82-33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신청자의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를 검토한다. 본 검토에서는 비상운전절차서 개발

계획서의 다섯 개 분야 즉,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 발전소고유 작성지침, 확인/검증 

프로그램, 운전원 훈련프로그램 및 이행계획서를 평가하는 것이다. 부록 13.5.2.1-1은 

이러한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부가적인 검토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사고 및 과도상태의 적절한 분석과 발전소에 적용가능한 운전원 조치를 위한 기술

배경서의 개발이 완료되었는지를 결정하고, 운전원에게 요구되는 정보 및 제어요건의 

확인 과정이 언급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를 검토한다.  

NUREG-0711에서 제시한 인간공학 프로그램 검토 모델은(Human Factor Engineering 

Review Model) 신청자의 절차서 개발 프로그램 검토에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대

부분의 신청자는 일반 기술배경서를 참조할 것이다. 

   신청자가 승인된 일반기술배경서를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의 기초자료로 사용한 

경우, 기술배경서의 주요 부분은 일반적으로 검토되었다고 본다. 일반기술배경서를 참

조한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를 검토할 때에는 일반기술배경서와의 중대 안전성 차이

점이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일반기술배경서로부터 발전소 고유절차서로 전

환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도출된 발전소 고유의 차이점에 대한 기술적인 적

절성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비상운전절차서의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발전소 고유의 정보 및 제어요건의 개발 과정이 평가되어야 한다.

   일반기술배경서와 비교해서 도출된 중대 안전성 차이점은 심층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대 안전성 차이점의 예가 부록 13.5.2.1-1의 III. 3. 나.절에 제시되어 있다. 중

대 안전성 차이점을 완벽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타기술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단지 중대 안전성 차이점만 검토된다. 하지만, 검토자는 신청자의 프로그

램이 감사가 가능하도록 이러한 과정을 관리하는지를 결정한다. 

   일반기술배경서를 참고하지 않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NUREG-0660, 10 CFR 

50.34(f) (2)(ii) 및 NUREG-0737 항목 I.C.1 및 I.C.9의 지침에 따라 사고 및 과도상태 분

석자료가 제출물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이를 수행하려면 (1) 핵증기공급계통 

및 주증기계통의 성능을 잘 알고 있고 (2) 분석된 사고 및 과도상태의 결과를 평가하

고 (3) 사용한 모델, 계산방법 및 발전소 자료를 평가하고 (4) 선정된 사고 및 과도상

태의 검증계산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술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하며 (5) 사고 및 

과도상태 분석을 바탕으로 지침서를 개발하는 과정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6) 복합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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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지침서를 시험하고 (7) 지침서의 지시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운전원에게 필요한 정보 및 제어수단을 평가해야 한다. NUREG-0711은 인간-기

계 연계 요건 충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추가정보가 필요한 경우, 안전심사지

침 18장을 참조)

   발전소고유 작성자지침서의 검토는 비상운전절차서 사용자를(예를 들어, 주제어실

의 운전원, 발전팀장, 보조운전원 등) 위해 비상운전절차서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일관

성 있고, 이해될 수 있으며, 수행하기 쉽도록 기술적인 정보를 비상운전절차서에 기술

하는 방법의 적합성을 보는 것이다. 검토는 NUREG-0899에 언급된 전반적인 작성자지

침서의 목적과 NUREG-0711의 9장, Element 8 - Procedure Development의 목적 및 

NUREG-1358 Supplement 1의 부록 A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신청자의 방법을 평

가하는 것이다. NUREG-1358의 부록 A에 검토자의 평가에 도움이 되는 지침이 제시되

어 있다. 이 지침은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발전소고유 작성자지침서

의 종합적인 평가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인간공학 분야의 평가에 있어 엄격한 기준

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자는 발전소고유 작성자지침서에 기술된 신청자의 방법

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확인/검증 및 운전원 훈련프로그램은 NUREG-0899와 NUREG-0711의 목적과 동 프

로그램을 비교하면서 검토해야 한다.

   이행프로그램의 검토는 개발된 비상운전절차서에 대한 사용원칙의 제시 및 발전소

의 설계변경 또는 운전경험의 반영으로 비상운전절차서를 포함한 운전절차서의 개선

사항이 발생된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 비상운전절차서를 비롯한 운전절차서의 

유지, 관리를 위한 신청자의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만약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의 검토에 있어 아래 IV절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론

을 내리기에는 부족하게 자료가 제시되었으면, 검토자는 적어도 하나의 비상운전절차

서를 입수하여 검토해야 한다. 비상운전절차서는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의 결과로

서 동 계획의 승인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이며, 결과물인 비상운전절차서

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자

의 비상운전절차서 개발 및 이행프로그램이 어떻게 개선되어야하는가 보여주는 추가

정보이다.  

   II절의 각 기준이 신청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약속을 토대로 만족하는 것

으로 검토자가 판단하면, 13.5.2.1절의 검토는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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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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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언급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운전절차서에 대한 신청자의 프로그램이 10 CFR 50.34, 

RG 1.33 및 ANSI/ANS 3.2-1982 5.3절에 일치하면 허용 가능하다. 운전절차서의 개발을 

위한 신청자의 프로그램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만족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

린다.

 1. 기술배경서 분야 

가. 운전절차서는 발전소 설계기준, 계통관점의 기술요건 뿐만 아니라 사양, 직무

분석결과, 인간신뢰도분석 및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필수운전

원 조치를 근거로 작성된 허용 가능한 기술배경서에 근거하고 있다.

나. 위 사항에 추가하여, 비상운전절차서는 사고 및 과도상태 분석결과에 따른 승

인된 기술배경서에 근거하고 있다.

다. 운전원 직무분석을 위한 방법 이행은 기술배경서에 제시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계측제어로 확인 할 수 있다.

 2. 작성자지침서 분야 

가. 작성자지침서에는 기술배경서를 사용하여 개발된, 비상운전절차서를 포함한   

운전절차서가 완전하고,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이해되고 수행하기에     

쉽게 작성된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나. 작성자지침서에 기술된 방법은 비상운전절차서를 포함한 운전절차서의 개선을 

지원하고 이러한 절차서간 또는 절차서 내에서 계속적으로 일관성을 갖게 됨

을 입증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술된 확인/검증 프로그램의 이행에서 비상운전절차서를 포함한 운전절차서가   

적용 가능한 작성자지침서에 따르고 주제어실/발전소 설비에 일치하여 기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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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사용가능하며, 운전원의 최소인원, 자격, 훈련정도 및 경험에 적합하다는 

것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다.

 4. 기술된 훈련프로그램의 이행은 비상운전절차서를 포함한 운전절차서에 접근하는  

내재된 철학을 운전원이 이해하고 비상운전절차서의 완화전략과 운전절차서의 기

술적인 근거를 이해하며, 비상운전절차서를 포함한 운전절차서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지식을 갖고, 운전조건에서 비상운전절차서를 포함한 운전절차서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완료된다.

 5. 기술된 이행프로그램은 비상운전절차서를 포함한 운전절차서가 적절히 유지, 관리

되며, 설계변경 및 운전경험으로 도출된 비상운전절차서 개선사항이 적절히 반영

된다는 것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어야 하며 절차서에 대한 사용원칙이 제시되어 

운전원이 사용하는데 혼선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절의 평가결과는 아래사항을 또한 포함해야 한다.

 1. 신청자가 작성되고 승인받은 절차서에 따라 발전소를 운전한다는 공식화된 이행약속

 2. 포함되어야 할 절차서의 분류에 관한 대략적인 서술

 3. NUREG-0737, Supplement 1의 7항, "Upgrade of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검토에 대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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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3.5.2.2절 정비 및 기타 운전절차서

 검토주관 :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주관부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안전심사지침 13.5.2.1절의 I.1.에 정의

되지 않은 정비 및 기타 운전절차서의 개발 및 이행에 관한 신청자의 계획을 검토한

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이 절에는 정상정비․시험 및 교정업무와 화학․방사화학 및 방

사성물질 관리가 안전한 방법으로 시행됨을 보증하기 위해 운전조직이 사용할 정비 

및 기타 운전절차가 기술되어야 한다. 상세한 절차서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될 필

요는 없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절차서 작성 예비일정을 포함하여 아래에 구체적으

로 언급된 절차서의 내용 및 개발과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정비 및 기타 운전절차서가 어떻게 등급분류 되고, 운전조직

내의 어느 부서가 각 등급별 절차서에 기술된 임무를 수행하며, 각 등급의 일반 목표

와 특성을 유지할 책임을 가지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일반 목표와 특성이 안전성분

석보고서 또는 신청서류의 다른 부분에 기술되어 있으면, 이를 인용해야 한다.

허용가능한 절차서 등급분류 체계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33에 포함되어 있다.

검토연계분야

   운전 및 정비절차서는 정비 유효성을 감시하기 위한 프로그램 요소를 최대한 포함

하여야 하며, 검토자는 이 심사지침서 17.2절에 따른 검토를 통하여 그 내용이 10 CFR 

50.65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것이다.

검토주관부서는 운전 및 정비 절차서의 검토에 참여하는 다른 부서의 평가결과를 통

합한다. 안전에 중요한 이견사항의 검토를 완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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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필요시 전문실은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 

후 안전성평가보고서 해당 부분을 검토주관부서에 제공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13.5.2.2절은 신청자가 기술적 자격을 갖추었는지의 증거를 제공

하며, 추후 규제검사프로그램의 주요 부분에 대한 근거가 된다. 허용여부는 아래에 제

시된 10 CFR 50.34의 해당 요건 만족여부에 의한다. 이 항에 제시된 규정 및 지침은 

신청자가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정비 및 기타 운전절차서의 완비: 정비 및 기타 운전절차서 완비에 대하여 일반적

으로 허용 가능한 목표일자는 핵연료 장전 6개월 전이며, 이는 발전소 운전원이 숙

지하기에 적당한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정비 및 기타 운전절차서 : 본 절에 적합한 규정 및 지침서는 아래와 같다.

가. 10 CFR 50.34(a)(6), 10 CFR 50.34 (b)(6)(iv)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72조 및 제78조

나. 10 CFR 50.34(f)(2)(ii)의 요건 및 지침, 10 CFR 50.34(f)(3)(i), 발전소 절차서의 개

발 확인/검증, 이행 및 개정유지에 관한 TMI 후속조치사항 I.C.1 및 I.C.5

다. RG 1.33의 규제지침

라. ANSI/ANS 3.2 - 1982 5.3절의 지침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규제요건에 기

술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

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

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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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범위는 신청자의 절차서 개발일정과 적용 규제지침과 

산업기술기준을 따른다는 약속의 확인이며, 검토내용은 제출된 정보와 상기 합격기준

을 상세히 비교하는 것이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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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운전 및 정비절차서에 대한 신청자의 계획은 10 

CFR 50.34, RG 1.33 및 ANSI/ANS 3.2-1982 5.3절에 따르며, 허용가능하다. 

 또한 본 절의 평가결과는 아래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자가 서면의 승인된 절차서에 따라 발전소를 운전할 것을 약속하는 진술서

  2. 포함되어야 할 절차서의 분류에 관한 대략적인 서술

V. 참고문헌

 1. 10 CFR 50.34, "Contents of Applications; Technical Information." 

 2. Regulatory Guide 1.33,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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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4. ANSI/ANS 3.2, "Standard for Administrative Controls for Nuclear Power Plants.", 

1982

 5. NUREG-0800, Section 13.5.2.2, Maintenance and Other Operating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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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13.5.2.1-1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 평가를 위한 검토절차

 검토주관 : 운전절차서 각 분야 담당부서, 비상운전절차서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1982년 8월, NUREG-0899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of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가 발간되었다. 이 지침은 운전원이 광범위한 사고와 다중기기의 고장 영

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행할 운전조치를 제시하는 비상운전절차서의 준비와 이행에 

대해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지침에는 신청자나 운영자가 비상

운전절차서를 어떻게 개발하고, 이행하며, 유지시키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관련 사항들이 신규 및 개정 절차서에 반영되어졌는지 여부와 개발, 이행 및 유

지를 위한 적절한 과정이 사용되었는가를 검토자가 확인하기 위한 상세 검토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검토자에게는 기존의 비상운전절차서와 일관성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비상운전절차서를 한번 검토하는 것보다, 절차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한 과정과 기술적 

근거가 정확하며 적절하게 문서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비상운전절차서의 개정뿐만 아니라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이나 검토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NUREG-0899 및 안전심사지침 13.5.2.1에서는 검토를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비상운전절차서의 개발 및 이행과 관련된 다음의 5가지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1)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 (2) 발전소고유 작성자지침서, (3) 비상운전절차서의 

확인/검증 프로그램 (4) 비상운전절차서에 대한 운전원 훈련프로그램 (5) 비상운전절차

서 유지, 관리를 위한 이행계획서이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내용은 비상운전절차서 개

발계획서(PGP: Procedure Generation Package)로 제시된다. 각각의 발전소에 대한 비

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는 발전소의 비상운전절차서를 개발하고 추후 개정하는데 필



부록13.5.2.1-1 개정 4 - 2014. 12- 2 -

요한 기술적 및 인적 요소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NUREG-0737, "Requirements for Emergency Response Capability (Generic Letter

(이하 “GL") 82-33)"에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의 제출요건이 기술되어 있다.  

   주) 1994년, NUREG-0711, "Human Factors Engineering Program Review Model   

(HFE PRM)"이 발간되었다. HFE PRM에는 (안전심사지침 18장 참조) 절차서 개

발(9장)을 포함하여 인간공학프로그램의 내용을 검토하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

다. HFE PRM은 비정상 및 비상절차서를 포함한 기술적인 절차서를 대상으로 

하고, 신청자의 절차서 관련 프로그램이 인간-기계 연계를 지원하고 발전소와 

관련된 사건이나 활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절차서가 작성됨을 확인하는 방안

을 찾는다.

   인적요소는 비상운전절차서 뿐만 아니라 안전심사지침 13.5.2.1절의 I.1에서 언급한 

발전소의 주제어실이나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운전절차서를 포함한 절차서의 개발

에 고려되어야 한다.

   본 부록에 포함된 지침은 비상운전절차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비상운전절차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에 특히 중요하므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운전원을 돕기 

위한 모든 기술적인 절차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보다 광범위하게 고려

되어야 할 요소들은 NUREG-0711에 제시되어 있다. 이 부록의 8절에 있는 참고자료를 

포함하여 다른 기타 문헌들 또한 절차서 검토에 참고로 사용할 수 있다.

   본 부록의 목적은 검토자가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를 검토할 때 지침을 제공

하는 것이다.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는 5개 분야의 특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아래의 검토지침은 일반적인 목적과 고유검토지침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인 목적이 

만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검토자가 어떤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검토지침

들은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목적은 여러 방법으로 적절히 반영될 수 있으며 각 검토

지침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자는 특정한 제출물의 적합성

을 결정하는데 전문가적인 판단을 사용하는 것이 가끔 필요하다. NUREG-0899, 

NUREG-1358의 Supplement 1과 같은 요건들이 일반적인 목적이나 보조문서를 판단하

는 지침으로 사용된다. NUREG-0899와 NUREG-1358, Supplement1의 Appendix B는 비

상운전절차서를 준비하는 적절한 접근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서에서 나

타나는 접근방법 이외의 방법도 허용될 수 있으며, 이 때 검토자는 비상운전절차서 개

발계획서의 적합성을 결정하는데 전문가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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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심사지침에서 보듯이,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는 검토자에 의해서 검토된

다. 검토자에게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본 부록의 III절에서 VII절에 있는 검토

지침이 사용된다. 모든 신청자는 검토자의 입장과 상반되는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신청

자 접근방법에 대한 정당성을 보일 의무가 있다.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거나 향후 일정

이 명확할 때 검토자는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II. 검토자를 위한 일반지침

   아래의 지침은 본 부록의 III절에서 VII절까지 주어진 기준을 사용할 때 검토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1. 검토자는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의 5가지 분야를 검토할 때, 각 분야들의 접

근방법과 구체적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검토에 있어 각각 다른 객관적 타당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2. 검토자는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의 각 절에 관계된 일반적인 목적을 숙지해

야 한다. 고유검토지침은 일반적인 목적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근거로 사

용할 수 있다.

  3. 정보가 없어 목적이 만족되지 못하거나 특정 항목이 허용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는, 검토자는 누락된 정보를 확인하고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가 허용 가능하

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4.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에 포함된 몇몇의 항목은 일반적인 목적이나 고유검토

지침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항목들이 비상운전절차서에 

불필요하거나 또는 발생 가능한 유해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평가해야 한다. 

  5. 배경에서 언급하였듯이 원래 대부분의 검토지침은 주관적이다. 검토자는 항목에 

대한 토의가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히 명확하고, 완벽하며 기술적으로 허용가능

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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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경우에 따라 같은 주제나 항목을 말하더라도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의 사용

용어(즉, 이름, 제목 등)가 이 지침에서 사용된 것과 다를 수가 있다. 검토자는 밝

혀진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 결함이 언어구사에 근간을 두고 있지 않음을 명

심해야 한다.

  7. 경우에 따라 특정내용이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에서 언급되어져야 할 분야에

는 언급되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 실제로 언급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주제

어실 계측과 제어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것을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에 언급하지 

않고, 확인/검증 프로그램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검토자는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목적과 고유검토지침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III.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

  1. 일반사항

    모든 신청자는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런 배경서는 (1) 

(소유자 그룹에 의해 준비된) 일반 기술배경서, 또는 (2) TMI 조치사항 I.C.1 항목

에 따른 과도상태나 사고에 대한 발전소 고유의 재해석 결과에 근거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는 발전소 계통과 그 기능이 일치해야 하며, 

필요한 정보 및 제어의 확인을 위한 운전자 직무분석에 근거해야 한다.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 제출물의 하나로 일반 기술배경서와 발전소고유 기술배경

서 간의 "차이점"이 언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발전소 고유성이나 일반 기술배경

서에서 "발전소 고유" 사항으로 분류된 것에 의한 차이점이 포함된다. 차이점 중

에서 계통의 기능이나 운전방법과 같이 안전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차이점만 검

토한다.  본 부록의 III.3절에는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 기타 차이점들의 예가 있

다. 신청자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승인한 일반 기술배경서를 참조하면 일반 

기술배경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완화전략에서의 중대 안전성 차이점은 

서술되어야 한다.  일반 기술배경서를 사용한 신청자는 상세한 조치단계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일반 기술배경서로부터 절차서의 조치단계를 개발하는 과정을 서

술해야 한다. 일반 기술배경서를 사용하지 않은 신청자는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

의 부분으로서 과도상태나 사고를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단계와 이를 입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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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술적인 해석과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는 사고진단 없

이도 완화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상기의 어느 경우든 신청자는 

어떻게 운전원에 필요한 정보와 제어의 필요성이 유도되었고 특정한 계측기과 제

어기능이 사용되는지에 대한 서술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검토자는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의 적합성을 결정하는데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2. 일반적인 기술적 목적 

    제출된 기술배경서에 대한 검토는 아래의 일반적인 목적이 적절하게 기술되었는

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평가사항들의 목록은 III. 3 및 III. 4절에 나타나 

있다.

 가. 비상운전절차서는 NUREG-0737 및 Supplement 1 의 I.C.1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NUREG-0660의 I.C.1과 I.C.9항에서 언급한 과도상태나 사고해석 결과에  

근거한 기술배경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일반 기술배경서를 사용하

였을 경우에는 발전소 고유사항 관련 근거자료 등 비상운전절차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자료를 포함하여 비상운전절차서 작성자에게 제공한

다.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의 적합성 여부는 신청자가 제시한 방법이 타당한가에  

근거한다. (NUREG-0899, 2.6과 4.2를 참조)

 나.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는 기술배경서에서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

한 주제어실 계측기와 제어수단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로서 사용되는 정보와 

제어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기술한다.

  3. 고유 검토지침- 승인된 일반 기술배경서를 사용한 발전소 

    신청자의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가 상기 2절의 일반적인 기술적 목적을 적절

하게 달성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토자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가.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 개발

        1) 일반 기술배경서의 개정판 표시

        2) 일반 기술배경서를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로 전환하는데 사용된 과정의   

설명

 나. 차이점과 추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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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인된 일반 기술배경서와 중대 안전성 차이점에 대한 확인사항.  

    (고려되어야 하는 차이점의 보기는 아래와 같다.)

           가) 일반 기술배경서 완화전략에서의 변경 (예; Westinghouse 발전소에서,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시에 과냉각여유도를 확보하는 지침에 따라 제한

된 냉각을 먼저 수행하지 않고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초기 감압하는 것)

           나) 기기 운전기준의 차이 (예: 일차냉각재 펌프 정지기준, 안전주입종료  

기준)

           다) 기기 운전특성의 차이 (즉, 안전주입 유량을 단지 on/off하는 방법과  

유량조절이 가능한 계통 유무에 따른 차이)

           라) 일반 기술배경서에서 발전소 고유한 것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사용된  

방법과 기기의 확인

           마) 일반 기술배경서에서 제시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계산 또는 결정  

된 발전소고유의 설정치 또는 조치사항

               주) 일반 기술배경서에서 제시한 발전소고유의 설정치(예: 비상노심  

냉각 계통의 자동동작과 관계된 설정치)는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 

제출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

           바) 일반 기술배경서에서 제시한 것보다 보완되어 행해지는 조치로 인해 

완화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필요한 완화 기능을 적절히 제공하지만 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일반 기술배경서에서 제시한 것과 다른 계측기나 제어변수를 사  

용하거나, 일반 기술배경서에서 규정한 방법 또는 다른 근거에   

따라 계측기와 제어특성을 결정한 경우

        2) 승인된 일반 기술배경서에서 다루지 않은 항목 (예: 발전소고유의 상태,    

기기, 운전 또는 일반 기술배경서에서 계통, 기능이나 방법에 관계하여 괄  

호로 되어 있는 정보)

        3) 중대 안전성 차이점과 추가사항이 확인되었고 기술적으로 적절하다는 표시  

            주) 검토자는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에 대해 관련된 기술적인 타당성을   

완전히 검토하거나 또는 GL 82-33 요구조항에 부합되는 기술적 타당

성을 포함하여 일반 기술배경서와의 차이점만을 검토하는 방안을 선

택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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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운전원 조치의 기술적 적합성 (일반 기술배경서에서 다루지 않거나 차이점이 

있는 것)

        주) 운전원 조치의 기술적인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  

서의 확인/검증 분야(즉, 비상운전절차서 개발단계 보다는 비상운전절차서 

개발이 끝나는 때)에서 언급될 것이다.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의 발

전소 고유 기술배경서 부분은 과도상태나 사고를 완화하는 효과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 신청자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서술하여야 한다.

        1) 기술적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운전원 조치의 확인/검증에 대한 서술

 라. 비상운전을 위한 주제어실 계측기와 제어수단의 필요성과 적합성에 대한 신청  

자의 결정사항

        1) 운전원에게 필요한 정보와 제어수단을 결정하는데 사용한 방법에 대한 서술

(기능 및 직무 분석)

           주) 계측기와 제어수단의 적합성에 관한 결정은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  

서의 확인/검증 분야에 (즉, 비상운전절차서의 개발단계보다는 비상운전

절차서 개발이 끝나는 때) 언급될 것이다.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에  서 

주제어실 계측기와 제어수단의 적합성은 이용가능한 계측기와 제어수단

이 운전원의 정보와 제어 필요성에 대해서 평가되었고, 운전변수들이 

잘 맞고, 계측기와 제어수단의 특성이 (예를 들면 계측범위, 단위, 정확

성, 시간당 변화율과 설정치, 제어 형태, 기능, 시간당 변화율, gain, 응

답 등) 규정된 필요성에 잘 만족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제어실 계측기와 제어수단이 운전원에게 필요한 정보와 제어에 적합한지

를 결정하는데 사용한 방법에 대한 서술

  4. 고유 검토지침 - 일반 기술배경서를 사용하지 않은 발전소

    일반 기술배경서를 참조하지 않은 발전소에 대한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의 검토는 

소유자그룹 일반 기술배경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된 것과 유사한 방법론으

로 수행된다. 검토자는 해석모델을 비롯하여 제시된 사고회복 전략을 보완하기 위

해 제출된 분석자료를 평가해야 한다. 사고회복 전략의 개선은 권장되어져야 하지

만 완화전략의 대체수단을 검토할 때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허가기준이내에 

발전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기술적 근거에서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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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는 NUREG-0737에서 적용 가능한 지침을 사용해서 과도상태와 사고에 대한 

회복전략의 효과와 결과를 평가한다.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 검토자는 아래의 사

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가. 과도상태 및 사고해석(NUREG-0660과 NUREG-0737의 요건을 만족하는)  

        주) 이 검토를 위해 수행하는 단계는 안전심사지침 13.5.2.1절의 절차서 검토  

에 포함되어 있다.

 나. 운전원 조치의 기술적 적합성에 대한 검증

        주) 운전원 조치의 기술적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  

확인/검증 분야(즉,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의 개발후 보다는 비상운전절  

차서 개발이 끝나는 때)에 언급된다.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의 발전  

소 고유 기술배경서 부분은 과도상태나 사고를 완화하는데 효과적 접근방  

법을 신청자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서술해야 한다.

        1) 운전원 조치의 확인/검증에 대한 서술

 다. 비상운전을 위한 주제어실 계측기와 제어수단의 필요성과 적합성 결정

        1) 운전원에게 필요한 정보와 제어수단을 결정하는데 사용한 방법에 대한 서술

           주) 주제어실의 계측기와 제어수단의 적합성에 관한 결정은 비상운전절차  

서 개발계획서의 확인/검증 분야 (즉 발전소고유 검토지침의 개발후   

보다는 비상운전절차서 개발이 끝나는 때)에서 또는 발전소 계통의 인

간공학측면에 관해 언급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당절에서 언급될 수 

있다.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의 경우, 주제어실 계측기와 제어수단의 

적합성은 이용가능한 계측기와 제어수단이 운전원의 정보와 제어 필요

성에 대해서 평가되었고, 운전변수들이 잘 맞고, 계측기와 제어수단의 

특성이 (예를 들면 계측범위, 단위, 정확성, 시간당 변화율과 설정치, 

제어 형태, 기능, 시간당 변화율, gain, 응답 등) 규정된 필요성에 잘 

만족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제어실 계측기와 제어수단이 운전원의 정보와 제어 필요성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데 사용한 방법에 대한 서술

IV. 발전소고유 작성자지침서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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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는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에 근거하여 비상운전절차서를 작성하는데 사용

한 방법들을 상세하게 나타내는 작성자지침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작성자지

침서의 목적과 취지는 NUREG-0899에 나타나 있다. NUREG-1358의 Appendix B, 

Supplement 1은 작성자지침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추가적인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용가능한 작성양식에 대한 지침과 정보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작성자지침서에 기술된 고유한 정보는 발전소마다 많이 다를 수 

있다. 작성자지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지시사항이나 지침은 검토자의 인간공

학적인 전문성을 보충하기 위해 제공된다. 또한 작성자지침은 비상운전절차서를 

작성하는 작성자를 도울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 작성자지침의 일반적인 목적

    평가의 목적은 지침에 기술된 방법이 아래의 일반적인 목적을 완수하기에 적절한

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1) 작성자지침은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로부터 비상운전절차서를 개발하는데 충분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가능하고, 정확하고, 완전하고, 판독가능하며, 

사용하기 편리하고 또 주제어실 운전원에게 적합해야 한다.

    2) 작성자지침은 절차서를 개선하거나 절차서내 및 절차서 상호간에 일관성을 갖

도록 해준다.

  3. 작성자지침의 검토지침

    주) 아래의 각각에서 괄호안의 숫자는 NUREG-0899에서 언급된 절을 말한다. 별표

가 된 항목들은 절차서내에 신청자 재량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

것이 비상운전절차서에 사용되었다면, 이것은 작성자지침에서 언급되고 검토

되어야 한다.  작성자지침서 한 부분으로서 절차서의 예가 제출되면, 검토자

는 작성자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요소들이 절차서내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

해야 한다. 

신청자의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가 위의 목적을 만족시키기에 적절한 방

법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토자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가. 비상운전절차서의 구성, 내용 및 양식(5.5)

       1) 표지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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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차례* (5.4.2)

       3) 범위설명서 (5.4.3)

       4) 진입조건 (5.4.4)

       5) 자동동작* (5.4.5)

       6) 운전원 조치단계의 내용과 형식 (5.4.6, 5.4.7, 5.7, 5.8)  

         가) 단순조치 단계

         나) 조치를 확인하는 단계

         다) 연속 또는 주기적인 적용이 요구되는 단계 

         라) 대체조치가 허용될 수 있는 단계

         마) 다른 단계와 동시에 수행되는 단계

         바) 비상운전절차서의 적절한 세부 절로 운전원을 이끌어주는 단계

      7) 그림과 표* (5.4.8과 5.5.8)

      8) 흐름도와 결정 보조수단* (5.4.8, 5.5.9)

      9) 비상운전절차서의 쪽 구성  (5.5.2)

        제목, 절차서번호, 개정번호와 날짜, 페이지수, 발전소 명칭(해당 있으면), 설비  

        명칭과 비상운전절차서의 확인정보 위치 

     10) 여백, 행간간격 등을 포함한 페이지 설계 (5.5.2)

     11) 주의사항이나 참고사항의 위치, 정의, 강조사항, 형식 등 (5.3, 5.7.9, 5.7.10)

     12) 위치고정물(placekeeping aids) (5.5.4)

     13) 강조기법 (5.5.6)

     14) 페이지와 단계의 분류, 제목 및 번호체계

 나. 서술양식 (5.6)

      1) 사용하는 단어, 정의와 사용상 주의할 단어를 제시한 용어집 (5.6.1)

      2) 절차서와 주제어실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약어, 기호 및 분류표시 목록    

(5.6.2)

      3) 단계별 조치에 대한 문장구조와 범위 (5.6.3)

      4) 구두점 (5.6.4)

      5) 조치단계와 표, 그림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주제어실의 계기와 일치 (5.6.6)

      6) 숫자형, 십진법과 소수점의 사용 (5.6.7)

      7) 오차범위 (5.6.8)

      8) 계산식과 계산*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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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계측기와 제어기의 명칭/명명법 (절차서에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정보를 주는

지) (5.6.2)

 다. 양식, 형식, 강조사항을 포함한 조건문과 논리문, 논리용어의 정의와 사용 및 

피해야 할 논리용어와 순서 (5.6.10과 부록 B)

 라. 다른 절차서, 절차서나 보조절차서의 해당절, 절차서내 특정 단계의 참조방법

(5.2.2와 5.5.7)

      1) 참고자료의 내용과 형식 (5.2.2)

      2) 비상운전절차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참조절차서의 단계를 결정하는데 중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된 기준 (5.2.2)

      3) 예를 들어 일람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절이나 세부절을 구별하는 방법     

(5.5. 과 6.1.4)

 마. 기기, 제어기기, 디스플레이의 위치정보를 주는 시기와 방법 (5.7.11)

V. 비상운전절차서의 확인/검증 프로그램

  1. 일반사항

    모든 신청자는 그들의 비상운전절차서를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NUREG-0711의 Element 10 (Human Factors Verification 

and Validation)에 추가적인 확인/검증 프로그램 개발지침이 있다. 비상운전절차서

의 기술적인, 인간공학적인 측면은 확인/검증 활동에서 언급되어지며, 두 가지 측

면은 제출물에서 주어진 평가계획하에 통합되기 때문에 검토자는 제출물을 검토

하는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확인/검증을 위해 평가하는 검

토요소들은 NUREG-0899의 3.3.5.1절에서 규정한 6가지 목적에서 도출된다. 이러한 

목적들은 검토한 확인/검증 프로그램의 만족함을 결정하는데 일반적인 근거로 사

용된다.

 2. 일반적인 목적 

    확인/검증 프로그램의 평가는 아래의 일반적인 목적을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정한 평가요소들의 목록은 V.3절에 나타나 있다.

 가. 비상운전절차서가 기술적으로 정확하여야 한다. 즉, 기술배경서를 정확히 반영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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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상운전절차서가 적합하게 기술되어야한다. 즉, 발전소고유 작성자지침을 정

확히 반영하여야한다.

 다. 비상운전절차서는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즉, 혼란, 지연, 실수 등이 없이 이해

되고 따라 갈 수 있어야 한다.

 라. 주제어실/발전소 설비와 절차서 사이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즉, 인용되는 

제어기기, 기기, 지시기가 제어실 내·외부에서 사용가능하고, 같은 명칭을 사

용하며, 같은 측정단위를 사용하고, 절차서에 의해서 규정된 대로 운전된다. 

 마. 비상운전절차서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상세도나 용어들은 운전원들의 최소인원,  

자격, 훈련과 경험에 적합해야 한다.

 바. 절차서가 수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즉, 절차서는 운전원을 과도상

태나 사고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3. 확인/검증 검토지침

    검토자는 확인/검증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토지침을 따라야 한다.

 가. 확인/검증 프로그램의 각 목적(위의 세부절 V.2에서 보여주었듯이)을 만족시키

기 위해 사용될 방법에 대한 표시. 신청자는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한  

고유한 방법의 조합이 검토자가 전체적인 확인/검증 프로그램의 목적을 만족

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나타내야 한다. 검토자는 적합성을 판

단함에 있어 아래 방법들의 조합을 사용해야 한다.

       1) 기술배경서가 정확히 반영되어 비상운전절차서가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는 아

래 방법들의 조합에 의해 평가한다. (1) 탁상검토, (2) 세미나, 워크샵, 운전 

조의 검토 및 컴퓨터를 이용한 해석이나 모델링

       2) 발전소고유 작성자지침을 정확히 반영하여 비상운전절차서가 바르게 기술되

었는지는 다음 방법들의 조합에 의해 평가한다. (1) 탁상검토, (2) 세미나, 워 

크샵, 운전조의 검토

       3) 참고가 된 제어기기, 기기, 지시기가 제어실 안팎에서 사용가능하고, 같은   

명칭을 사용하며, 같은 측정단위를 사용하고, 절차에 의해서 규정된 대로 운

전되어 주제어실/발전소 설비와 절차서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지는 다음 방법

들의 조합에 의해 평가한다. (1) 세미나, 워크샵, 운전조의 검토, (2) 주제어실 

순시 및 (3) 모의제어반

       4) 혼란, 지연, 실수 등이 없이 이해되고 따라갈 수 있어 비상운전절차서가 사용  



부록13.5.2.1-1 개정 4 - 2014. 12- 13 -

가능한지는 다음 방법들의 조합에 의해 평가한다. (1) 세미나, 워크샵, 운전  

조의 검토, (2) 모의제어반 실습 (3) 주제어실 순시 

       5) 비상운전절차서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상세도나 용어들은 운전원들의 최소인

원, 자격, 훈련과 경험에 적합한지는 다음 방법들의 조합에 의해 평가한다.  

(1) 탁상검토, (2) 세미나, 워크샵, 운전조의 검토, (3) 모의제어반 실습 및  

(4) 주제어실 순시 

       6) 절차서를 수행하는 것이 운전원을 과도상태나 사고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  

끌어 준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는 다음 방법들의 조합에 의해 평가한   

다. (1) 탁상검토, (2) 세미나, 워크샵, 운전조의 검토, (3) 모의제어반 실습 및 

(4) 주제어실 순시 

 나. 운전원, 관련 전문가 및 절차서 작성자가 참여한다는 표시

 다. 운전원 또는 관련 전문가가 확인/검증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와 같은 

참여자의 확인/검증의 목적에 근거한 역할에 대한 확인

 라. 시나리오의 사용

       연속적인 혹은 동시다발적인 복합사고와 시나리오 선택기준을 포함하여 전체   

비상운전절차서에 대하여 실행한다는 표시

       주) 일반적인 모의제어반 또는 참조발전소를 사용하는 모의제어반에서 비상운전

절차서의 모든 부분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비상운전절

차서 개발계획서에서는 모의제어반에서 실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확인/

검증 방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마. 아래 사항 이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언급된다.

 바. 모의제어반에서 실행할 수 없는 부분도 확인/검증한다는 표시

 사. 비상운전절차서의 정확성, 판독성, 사용성 및 완벽성을 위하여 확인/검증 결과

와 모의제어반 실행, 주제어실 순시, 탁상검토, 운전조 검토 및 운전원 훈련 

등에서 도출된 경험사항을 반영하여 비상운전절차서를 수정 또는 개정하는 계

획에 대한 기술

 아. 적절한 확인/검증 조건하에서 비상운전절차서의 개정내용이 확인/검증된다는 

서약

 자. 여러 호기를 확인/검증 과정에서 발전소별 차이점을 감안하여 취급하는 방법

의 기술

       주) 여러 호기가 같이 있는 부지의 경우, 주제어실 순시나 운전원의 활용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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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확인/검증 부분은 기기의 운전가능도, 설치, 기기의 운전가능도, 설계 및 

위치 등을 포함하여 차이점과 발전소 안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측면의 발전

소간 차이점을 확인하는 정도로 개별 발전소에 대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차. 비상운전절차서가 주제어실 최소 운전조에 적합하다는 표시

 카. 주제어실의 계측기나 제어수단의 운전가능성, 판독가능성, 사용가능성 관점에

서의 적절성을 결정하는 계획에 대한 기술

 타. 비상운전절차서와 주제어실의 계측기나 제어수단간의 일치성을 결정하는 계획

에 대한 서술

 파.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에서 운전원의 정보나 제어수단의 필요성 관점에서 계

측기나 제어수단이 평가되지 않은 경우, 확인/검증 프로그램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확인/검증 프로그램에는 운전원에게 필요한 정보와 제어를 제공키위한 

주제어실의 계측기와 제어수단의 적절성을 결정하기위해 사용되어질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변수들의 정확한 선정, 계측기나 제어수단의 특성이 요구되

는 조건의 적절성 등) 

       주) 확인/검증의 많은 부분이 운전원 훈련에서 언급되므로 신청자는 모의제어반 

활용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이러한 활동을 연결시키는 것이 좋다.  확

인/검증 과정이 운전원 훈련과 연계되는 경우, 신청자는 비상운전절차서 개

발과정으로 반영되는 정보를 제공한 결과의 문서화와 같은 공식적인 과정

을 통해서 확인/검증과 명확하게 구별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 비상운전절

차서 개발계획서는 이러한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주) 비상운전절차서가 일반 모의제어반에서 부분적으로 확인/검증된 경우, 신청  

자는 참조 발전소나 해당 발전소의 모의제어반이 사용가능하면 비상운전절  

차서의 확인/검증 누락부분에 대해서 확인/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VI. 비상운전절차서에 관한 운전원 훈련 프로그램

  1. 일반사항

    신청자는 비상운전절차서에 대한 운전원 훈련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한다. 비상운전

절차서 훈련 프로그램의 검토목적은 운전원이 비상운전절차서의 수행 전에 훈련이 

된다는 것과 훈련방법이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결정은 VI.2

절에 있는 일반적인 훈련목적을 훈련 프로그램이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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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릴 수 있다. 일반적인 훈련목적을 만족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자는 VI.3절 

검토지침과 NUREG-0711의 Element 9 (Training Program Development) 지침을 고

려해야 한다.

  2. 일반적인 훈련 프로그램의 목적

    검토목적은 주어진 검토지침을 고려하여 아래의 일반적인 목적이 훈련 프로그램에 

적절히 기술되어 있는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지침의 목적은 적합한 훈련 프로

그램의 모든 필요 요소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검토자가 운전원은 비상운전절

차서 수행전에 훈련이 되고 비상운전절차서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 훈련생은 비상운전절차서의 철학을 이해해야 한다. 즉, 안전기능의 제어, 사고  

평가 및 진단, 발전소를 안전하게 또는 안정상태로 만드는 것을 포함하여 비

상 운전절차서의 구조, 과도상태나 사고완화 전략과 같이 비상운전절차서의 

접근방법에 대한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나. 훈련생은 비상운전절차서의 완화 전략과 기술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즉,  

과도상태나 사고완화에서 발전소 계통, 기기 등의 기능과 조작법 등을 이해해

야 한다.

 다. 훈련생은 비상운전절차서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조치능력을 가져야 한다.  

즉, 비상운전절차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비상운전절차서의 각 조치

단계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라. 훈련생은 개별적으로 또는 운전조별로 비상운전절차서를 수행할 능력이 있어

야 한다. 즉, 과도상태나 사고 진행과정에서 성공적으로 비상운전절차서를 수

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훈련 프로그램 검토지침

    검토자는 비상운전절차서의 기술내용을 검토할 때 아래의 검토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가. VI. 2절과 일치하는 훈련 목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모의제어반 훈련

        1) 일반적인 모의제어반인지 발전소 고유 모의제어반인지를 구별하는 모의제어

반 사양

        2) 모든 운전원이 모든 비상운전절차서를 훈련한다는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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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일반적인 모의제어반 또는 참조발전소를 사용하는 모의제어반에서 비상  

운전절차서의 모든 부분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비  

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에서는 모의제어반에서 실행할 수 없는 부분   

에 대한 확인/검증 방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아래 사항은 이런   

문제 때문에 언급된다.

        3) 모의제어반 훈련에서 훈련할 수 없는 부분을 위한 훈련방법의 기술

        4) 운전원의 역할과 팀워크에 대한 사전 계획

        5) 동시다발적인 혹은 연속적인 복합고장을 고려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용  

한다는 표시

 다. 주제어실 순시의 활용

        1) 모든 운전원이 모든 비상운전절차서에 대해 주제어실 순시를 한다는 표시

        2) 운전원의 역할과 팀워크에 대한 사전 계획

        3) 동시다발적인 혹은 연속적인 복합고장을 고려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용  

 한다는 표시

 라. 비상운전절차서의 수행전에 운전원 훈련이 이루어진다는 표시

 마. 훈련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운전원이 평가된다는 표시

VII. 비상운전절차서 유지, 관리를 위한 이행 프로그램

  1. 일반사항

    신청자는 비상운전절차서에 대한 이행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한다. 비상운전절차서

의 유지, 관리를 위한 이행 프로그램의 검토목적은 비상운전절차서가 적절히 작성

되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신청자가 적절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결정은 VII.2절에 있는 일반적인 훈련목적을 이행 프로그램이 만

족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내릴 수 있다. 일반 훈련목적을 만족하는 지를 결정

하기 위해 검토자는 VII.3절의 검토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2. 일반적인 이행 프로그램의 목적

    검토목적은 주어진 검토지침을 고려하여 아래의 일반적인 목적이 이행 프로그램

에 적절히 기술되어 있는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지침의 목적은 적합한 이행 

프로그램의 모든 필요 요소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검토자가 비상운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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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절히 유지, 관리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 아래의 각각에서 괄호안의 숫자는 NUREG-0899에서 언급된 절을 말한다.

 3. 이행프로그램의 검토지침

 가. 개발된 비상운전절차서의 사용원칙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비상운전절차서의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절차서의 수행주체와 각 주체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

히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5.8)  

       주) 이 절은 비상사태동안 비상운전절차서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이행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 비상운전절차서의 개발과정에서 운전요원의 구성과 책임  

을 고려해야 할 필요를 언급한다. 이러한 면에서의 결함은 비상운전절차서의 

확인/검증 동안에 신청자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므로 VII.3.가.1)에서 VII.3.

가.4)까지에 있는 세부 절의 항목은 확인/검증에서 언급되어질 수 있다.

       1) 최소한의 요원들로 비상운전절차서가 이행될 수 있는 비상운전절차서의 구조

       2)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나 비상운전절차서에서 역할을 명시할 필요는 없

지만, 각각의 운전원은 비상사태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과 

같은 비상운전절차서 이행시 운전원의 책임에 대한 지시

       3) 운전원간의 물리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단계의 순서

       4) 운전원간의 우발적인 중복을 피하기 위한 조치단계의 순서

 나. 항상 비상운전절차서가 효율적인 사고완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방

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설계변경이나 운전경험의 반영 등에 의해 비상운전

절차서의 개정 또는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를 반영한다는 표시와 그 방안

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비상운전절차서를 개발하고 개정할 경우에는 작성

자지침을 사용한다는 약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비상운전절차서를 유지,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비상운전절차서가 

운전중에 항상 최선의 상태로 유지되고 관리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예, 

비상운전절차서의 입수와 복사본의 질을 포함한 절차서의 사용과 유지) (6.0)

 라. 비상운전절차서에서 언급하는 관련 운전절차서의 관리방안과 비상운전절차서

와의 연계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비상운전절차서에서 언급된 운전절차서

는 개정 및 관리가 비상운전절차서에 준하여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

절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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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4.2절 발전소 초기시험계획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발전소 초기시험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가동전 및 초기기동단계에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능력이 설계기준과 폭넓은 적응성을 만족하고, 정상운전, 과도상태 및 가상

사고시에도 해당 시설의 설계범주 이내로 반응하고 운전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함

이다.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운영허가신청자가 제출한 발전소 초기시험계획을 검토

하며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 초기시험계획의 목적과 범위

    발전소 초기시험계획은 가동전시험 및 초기기동시험에 대한 사업자의 계획을 말

하는 것으로서 Regulatory guide(이하 “RG”)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Reactor Power Plants"에서 기술된바와 같이 시험계획은 가동전시험과 

초기기동시험으로 구성된다. 가동전시험은 핵연료를 장전하기 전에 건설과 건설에 관

계되는 검사와 시험이 완료됨에 따라 수행되는 시험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시험에

서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능력이 설계기준 및 성능요건을 만족하고 적응성을 확장

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초기기동시험은 핵연료가 활성화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는 

시험조작 등을 포함한다. 시험조작은 설계기준을 확인하고 발전소는 그것의 설계된 바

에 따라 운전될 것이며, 과도상태나 가상사고에 대하여 설계된 것과 같이 반응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며 적용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연료장전, 임계전시험, 초임계, 저출력시

험, 출력상승시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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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계분야 검토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초기시험계획이 허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

자가 제출한 제반 정보와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합당한 기술분야 검토자들은 검

토의 특정영역에 대하여 특정시험의 목적, 시험방법, 허용기준이 수용될 수 있으며 

기술적 검토지침에 따라서 시설의 설계요건과 일치됨을 입증할 것이다. 계통성능분

야 담당부서는 또한 시험절차서의 핵증기공급계통 검토사항을 포함하여 발전소 초

기시험계획의 개발에 포함된 핵증기공급계통 공급자도 평가하여야 한다. 본 안전심

사지침은 6개의 검토영역으로 구성된다. 본 안전심사지침의 2절에서는 상세한 검토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발전소 초기시험계획은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초기시험” : 안전운전에 중요한 

원자로시설이 설계시 의도된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실증하기 위한 수립 및 이행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초기시험에서는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에 대한 운전절차와 운

영시 수행되는 성능시험절차의 유효성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안전에 중요한 

기기의 상세 성능자료를 수집하며 각 계통들의 초기 운전변수를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초기시험의 결과는 운영허가신청서 등에 기재된 기준치에 적합함이 입증되

어야 한다. 

2. 10 CFR 30.53, “Tests” : 방사선 탐지기와 감시계기의 시험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각 신청자가 방사선 탐지 및 감시기기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하거나, 규제요원에게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서 그 결과가 만족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3. 10CFR50.34(b)(6)(iii), "Contents of Applications; Technical Information" : 가동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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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및 초기 운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사항으로서 발전소 운영허

가 신청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된 시설의 운전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4. 10CFR50, 부록 B, Sec. XI :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가동중에 만족스럽게 제 성능

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조물, 계통 및 기

기가 가동중에 만족하게 작동됨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시험들이 설계상의 요건 

및 허용제한치들을 구체화하여 서류화된 시험절차에 의하여 확인되고 시험되어 그 

결과가 만족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5. 10CFR50, 부록 J, Sec. III.A : 원자로 일차 격납건물과 이를 관통하는 연계 계통 및 

기기의 가동전 누설률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원자로 일차 격납건물의 압력경계를 

관통하는 모든 기계, 유체, 전기 및 계측계통의 설치를 포함하여 원자로 일차 격납

건물이 완공된 후 원자로의 주기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가동전 누설률시험을 수행

하여 그 결과가 만족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특정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이 허용 가능한 것은 본 절에서 검토된 상기에 기술한 

허용요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요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승인

을 필요하지 않는다. 신청자는 발전소 시설의 설계사항, 해석적 기법, 해당시설에 의

도된 절차적 조치사항들이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를 명확히 할 것이 요구

되며, 허용기준에 대한 의도된 대체방안이 어떻게 규제기관이 승인한 허용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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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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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험계획과 목적의 개요

운영허가신청자 또는 운영허가사업자는 RG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Reactor Power Plants"의 일반기준을 포함하고 신청자의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가) 초기시험계획은 시험프로그램의 개별 주요 단계의 목적을 나열하는 것을 포함

해서 시험목적을 기술하여야 한다.

나) 초기시험계획은 신청자에 의해 시험될 발전설비의 부분별 허용기준이 기술되

    어야 한다. 

다) 시험목적과 허용기준의 선정은 RG 1.68에 포함된 적용 가능한 규제입장과 일

    반지침에 일치되어야 하며, 규제예외사항임을 적절히 입증하여야 한다.

 2. 시험계획의 규제요건 일치성

신청자는 본 안전심사지침에서 참조되고 제출전 유효한 6개월 이내의 자료인 RG 

1.68과 이 지침서안에 기술된 규제요건들의 개정에 따라야 한다. 만일 신청자가 어

떤 규제지침서의 특정 기준에 대하여 대체 또는 예외를 의도한다면 적절히 합리화

할 수 있다면 허용 가능하다. 검토자는 규제지침서의 어떤 예외나 면제사항을 평

가할 책임이 있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이러한 예외 및 대체사항 목록이 기술되

어야 한다. 

 3. 초기시험계획 행정절차

신청자는 다음 분야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가) 관리조직

    1) 신청자는 가동전 그리고 초기 기동시험 활동을 계획, 실행, 문서화에 책임

을 갖는 본질적인 관리직책에 대한 조직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2) 신청자는 “가) 시험계획의 어떤 단계를 실행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요원이나 이해상충 조직에 대하여서 조직적인 설명”을 하고, “나) 책임, 

간섭사항, 실험참여자의 권한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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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기시험계획의 수행

    1) 신청자는 신청자의 조직 내 지정된 관리자에 의해 승인된 상세 절차서를 

사용하여 초기시험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가동전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지정된 건설관련 검사와 시험이 완료됨을 보

장하도록 행정관리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초기기동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가동전시험 결과의 평가와 승인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초기

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3) 행정관리에서는 시험계획을 수행하는 중에 승인된 시험절차서가 준수되고 

승인된 시험절차서의 효과적인 개정방법이 기술되어야 한다. 

    4) 신청자가 시험선행조건이 만족됨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의 통제

는 다음의 요건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검사, 점검 그리고 유사한 통제사항

(나) 데이터 양식, 점검표 등을 완결시키는 시험요원의 지정

(다) 데이터 완결성 확인

개별시험과 마찬가지로 시험계획의 주요 단계별로 상기 요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5) 규제기관에서는 발전소 설계변경과 정비 분야에 대하여서도 발전소 시험결

과와 같이 명시되고 관리되도록 지적할 수 있으며, 관리가 다음과 같으면 

허용될 수 있다.

(가) 필요한 정비나 설계변경이 수행될 수 있음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경우

(나) 그와 같은 설계변경이나 정비에 따른 재시험이 수행됨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

(다) 본래의 설계조직이나 그 외에 지정된 설계조직에 의해 계획된 설계변

    경사항이 검토될 수 있음이 보장되는 경우

이러한 통제와 관련된 사업자의 문서화요건은 그것이 적절하게 이행됨을 보

장하기 위하여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다) 시험계획 일정과 순서 

1) 신청자는 발전소 초기시험계획의 주요 단계별 일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시험일정은 시험되지 않은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성능에 발전소의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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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존되지 않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3) 다중호기에 있어서 시험일정의 중첩은 시험계획을 이행하는 관리조직을 분

산시키거나 책임사항의 중대한 분할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4) 개별 기동시험의 순차적인 일정은 발전소의 운전형태를 변경하기 전에 해당 

원전 기술지침서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운전성 요건에 따라 시험

요건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라) 기술진의 책임, 권한과 인증 

1) 신청자는 핵증기공급계통 공급자, 용역설계자(A/E), 주 및 부 계약자, 가동전

시험과 기동시험을 수행하거나, 시험절차서와 운전절차서, 비상운전절차서

를 개발하는데 관련된 공급자를 포함하여 해당 관리자와 운전조직 요원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 운전경험을 확충하는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신청자는 필요한 발전소 기술진이 시험계획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동전시험

과 원자로 기동시험 일정에 연관있는 조직내 각 기능별 집단 구성원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마) 시험절차서의 개발, 검토 및 승인 

1) 신청자는 가동전시험 및 기동시험절차서를 준비하여야 할 책임을 갖는다. 

이러한 책임에는 시험절차서의 개발과 검토 및 승인에 사용되는 방법이 포

함된다. 

2) 신청자는 상세한 시험절차서를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시험목적과 허용기준을 

제공하는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자, 용역기술자, 주 및 부 계약자 등을 활용

하여야 한다. 

3) 개별 시험절차서의 검토와 승인에 사용되는 신청자의 행정체계는 승인하기 

전에 적절한 수준의 검토가 제공되어야 한다. 

4) 시험절차서가 시험선행조건, 시험목적, 안전성 사전주의 사항, 초기조건, 시 

험통제 및 감독방법, 시험결과의 평가를 위한 허용기준 등을 포함됨을 보장

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5) 시험절차서의 형태는 RG 1.68에 기술된 바와 유사하여야 한다 또한 검토자

는 예외사항에 대하여 신청자가 작성한 정당성이 허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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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인된 시험절차서는 최소한 사용예정 60일 전에 규제검사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시험절차서

는 핵연료 장전전 최소한 60일 전에 검토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바) 시험결과의 검토, 평가 및 승인 

1) 신청자는 시험계획의 단계별로 시험결과가 검토, 평가 및 승인되도록 절차를 개

발하여야 한다. 시험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계조직과 같은 

책임있는 조직에 통보됨이 보장되도록 특정한 절차가 수행되고, 그와 같은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관리가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2) 신청자는 시험을 진행하기 전에 다음과 관련한 관리방안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 주요 단계별 시험데이터의 평가방법과 일정

   (나) 고온 기능시험과 같이 다중시험의 개별부분에 대한 최초 검토에 적용

       되는 방법

3) 자격 인증된 요원에 의해 시험결과의 기술적인 평가가 제공되고 신청자의 

조직내 지정된 감독적직위에 있는 요원에 의해 그 평가결과가 승인되도록 

시험결과의 검토, 평가 및 승인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4) 신청자는 시험허용기준에 불만족한 사항이 설계에 관련 문제점의 결과이거

나 연관된 사항인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의 해결을 위해 설계조직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5) 발전소의 역사적 기록의 일부분으로서 시험절차서와 시험결과를 포함한 시

험결과보고서 유지를 위한 사항이 있어야 한다. 

 사) 원자로 운전 및 시험경험을 시험계획 개발에 활용

1) 신청자는 다른 원자로 설비에서의 운전경험 및 시험경험의 검토를 통해 근원

적인 결론이나 도출된 문제, 시험계획에 미치는 사항 등의 요약을 제공하여

야 한다. 이러한 검토에서는 시험계획의 성과에 손상을 준 다른 운전경험과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보고할 만한 문제점의 범주를 인지하여야 한다. 

 아) 발전소 운전 및 비상절차서 시험적 이용

1) 신청자는 발전소 운전, 비상 및 점검절차서를 시험계획에 구체적으로 적용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험기간 동안 가용한 범위에서 사용을  

함으로서 이들 절차서의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초기시험결과의 성능과 평가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운전요원의 교육과 훈련   

을 수행하여야 한다. 허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TMI 조치계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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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EG-0660, "NRC Action Plan Developed as a Result of the TMI-2 Accident"

의 항목 I.G.1과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에 기술되어 있는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초기 기동시험

신청자는 다음 분야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가) 최초 핵연료장전/초임계/저 출력시험/출력 상승시험

    1) 신청자는 핵연료장전을 착수하기 전에 가동전시험 수행결과를 평가하고    

승인함이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최초 핵연료 장전 및 초임계에 대한 절차서에는 RG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Reactor Power Plants"의 지침과 규제입장에서 

제시된 사전주의, 선행조건 및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규제

입장에 예외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안별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운영기술지침서는 핵연료장전에 요구되는 계통들의 운전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4) 신청자는 최초 핵연료장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소한의 운전조건  

을 기술하여야 한다. 

(가)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로 격납건물 구조물이 완성되고 동 구조

물의 건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핵연료 취급 장치와 공구들은 사용이 가능하고 운전원은 기기의 운전

조작과 운전에 익숙하여야 한다.

(다) 원자로 압력용기 및 관련 기기들은 핵연료를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  

되어야 한다. 

(라) 핵계측기는 시험되어서 운전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5) 신청자는 노심 중성자속 준위가 예상되고 허용할 수 있는 값 이내임을 입  

증하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신청자는 노심상태가 예상을 벗어나 해석되지 않은 상태가 발생한다면 즉  

시 핵연료장전 운전을 중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7) 핵연료장전이 완료되면, 신청자는 초임계 도달과 저 출력운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가 준비의 최종단계에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충분한  



제14.2절                                                       개정 4 - 2014. 12 - 9 -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저-출력시험/출력 상승시험

    1) 신청자는 저-출력운전과 출력상승시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절차서를 포함하

여야 한다. 이 절차서에는 RG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Reactor Power Plants"의 지침과 규제입장에서 제시된 사전

주의, 선행조건 및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규제입장에 예외

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안별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개별시험 설명 및 개요

가) 신청자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물, 계통, 기기의 능력 및 설계특성을 

입증하고 확인하기 위한 계획된 시험의 개요를 제출해야 한다.

    1) 발전소 정상상태에서 원자로 안전정지 및 냉각, 정지기간 중에 원자로를    

안전 상태로 유지 

    2) 과도상태(드문 발생빈도 혹은 보통 발생빈도의 사건) 및 가상사고하에서    

원자로 안전정지 및 냉각, 이러한 조건 후 정지기간중에 원자로를 안전    

상태로 유지

3)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되는 안전한계 혹은 운전제한조건의 일치성

4) 공학적안전설비로 분류되었거나 설계 제한치 이내에서 공학적안전설비의 운

전지원 또는 보증

5)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기능보장이 가정되거나, 사고해석

시 고려된 사항

6) 방사성 물질의 처리, 저장, 관리, 측정 혹은 방출제한

7) TMI 조치계획항목 I.G.1의 해결요건으로서 정상 기동시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지만 중요한 기술적인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5% 출력이하에서 수

행하는 특별 저출력시험계획

8) 설계고유의 확률론적 위험도평가(PRA) 결과 매우 위험한 것으로 확인된 것

나) 시험목적, 선행조건, 시험방법, 감시되어야 할 중요한 변수와 발전소 성능 특성 및 

허용기준은 관련 구조물, 계통, 기기 및 설계특성의 기능상 적합성이 시험에 의해 

적절히 확인될 수 있도록 시험내용 개요에 충분하고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다) 발전설비에 새로운 것, 유일한 것, 설계특성중 처음인 것은 검토와 승인을 위하

여 그것의 성능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성능시험 요건과 허용기준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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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만일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시험방법이 설계운전조건을 대표할 수 있는 

계통 시험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용되는 시험방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시험내용 개요에 포함되어야 된다.

 6. 초기시험계획의 허용기준

가) 신청자가 참조하고 있는 인증된 설계는 설계인증규정과 설계관리문서에 따라 상세

한 범위와 수준으로 발전소 초기시험계획에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나) 신청자가 참조하지 않은 인증된 설계는 RG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Reactor Power Plants"에 따라 상세한 범위와 수준으로 발전소 

초기시험계획에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다) 추가적인 지침은 본 안전심사지침 14.3.10절을 참조한다. 

III. 검토절차

특정한 경우에 한정될 수도 있지만 아래에 기술된 절차서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취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절차는 지정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를 둔다. 허

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 검토자는 의도된 대체방안이 해당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지정된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를 검토하여 본 안전심사지침의 II절에 

기술된 허용기준과 비교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 검토자는 신청자나 이해관계자

를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검토자는 발전소 초기시험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발전소 초기시험계획에 영향을 주는

모든 설계나 약속의 어떠한 변경사항도 본 안전심사지침의 II절에 기술된 허용기준을 

계속해서 만족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성평가보고서와 관계되는 모든 개

정사항을 검토하고 평가할 책임이 있다.  

발전소 초기시험계획 약속사항, 회의약속사항에 대한 기술방법, 조직의 배치, 시험계

획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자의 결정은 본 안전심사지침의 

IV에 기술된 바와 같이 허용됨을 결론지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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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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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발전소 초기시험계획이 허용할 만하고 다음 요건을 만족한다

고 결론을 내린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초기시험”

2.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가동전시험 및 초기운전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을 요구하는 10CFR50.34(b)(6)(iii), "Contents of Applications; Technical Information"

3. 방사선 탐지 및 감시기기의 초기시험에 관련된 10CFR30.53, “Tests”

4.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가동중에 만족하게 작동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시

험들이 설계문서에 제시된 요건 및 허용제한치들을 구체화하여 서류화된 시험절차

에 의하여 확인되고 시험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10CFR50, 부록 B. Sec. XI

5. 특정 압력 조건하에서 원자로 격납건물의 가동전 종합누설률시험 측정을 요구하는 

10CFR50, 부록 J. Sec. III. A.4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14.2절에 따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신청자의 시험계

획 내용을 검토하였다. 동 검토는 다음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신청자의 행정적조치

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가) 초기시험계획의 수행 (나)초기시험계획의 수행 일정 

(다) 기동운전시험의 순서; (라) 발전소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시험결과를 평

가하는데 이용되는 평가기준과 개별 시험을 수행하는 방법 (마) 적용 가능한 규제요

건 (바) 책임, 권한 및 자격인증 (사) 초기시험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지침서와 

일체화 방안

또한 검토는 초기시험계획을 진행하는 동안에 발전소 운전절차서와 비상운전절차서

의 사용을 시도하고 접목시키며, 초기시험계획에 영향을 주는 타 원자로의 운전 및 

시험경험을 검토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시 제시

된 자료가 안전심사지침 14.2절의 허용기준에 만족하고, 타당한 초기시험계획을 기

술하고 있어 그것이 완료되었을 시 발전소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기능면에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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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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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0절 서론 - 과도 및 사고해석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상적인 기기 고장 또는 기기 오작

동시의 발전소 거동에 대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해석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련 기기 및 계통의 운전제한조건, 안전계통 제한설정치 및 설계

지침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해석은 건설허가, 운영허가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시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I. 검토분야

 1. 과도 및 사고의 분류

검토자는 신청자의 과도 및 사고해석에 대한 선정 및 조합이 충분히 넓은 범위의 

과도 및 사고, 또는 초기사건들을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한다.  

초기사건들은 예방발생빈도 및 유형에 따라 분류된다. 예상발생빈도에 따른 분류

는 각 초기사건들에 적용할 수 있는 해석 허용기준의 선정근거를 제공한다. 유형

에 따른 분류는 제한적인 경우(예를 들면, 해석 허용기준을 가장 위협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평가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각 사건들을 비교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가. 발생빈도에 따른 분류

       각 초기사건들은 예상운전과도 또는 가상사고로 분류된다. 

       예상운전과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의된 것처럼 원자

력발전소의 수명기간중 수 차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전상태를 말한다. 

본 심사지침에서 예상운전과도는 미 NRC의 Regulatory Guide (이하 "RG") 



제15.0절                                                     개정 4 - 2014. 12- 2 -

1.70에 분류되어 있는 보통빈도(발전소 수명기간중 여러 차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및 희귀빈도(발전소 수명기간중 한 차례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들을 

말한다. 보통빈도 및 희귀빈도 사건들은 미 ANS(American National Society) 기

술표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Condition II 및 III 사건들로 알려져 있다. 검토자

는 신청자가 인허가 근거로 참고문헌 6(ANSI-N18.2, Nuclear Safety Criteria for 

the Design of Stationary PWR Plants, 1973)에 따른 사건분류 및 허용기준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본 심사지침에 따른 사건분류 및 허용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검토자는 새로 지을 발전소에 대한 인허가신청

서에 대해서는 본 심사지침의 사건분류 및 허용기준을 따르는지 평가해야 한

다. 

       다음은 가압경수로(PWR)의 예상운전과도에 대한 예시이다.

         · 제어봉 또는 제어군의 예기치 않은 인출

         · 노심 냉각재 유량의 상실 또는 중단(원자로냉각재펌프의 축 고착 제외)

         · 예기치 않은 감속재 냉각

         · 예기치 않은 화학적 반응도 제어재 희석

         · 방출밸브(relief valve)와 같은 능동 부품의 오작동에 의한 감압

         · 안전밸브의 오작동에 의한 원자로냉각재 방출

         · 정상급수 상실

         · 복수기 냉각 상실

         · 증기발생기 튜브 누설

         · 부하상실 또는 터빈정지를 포함하는 원자로-터빈 부하 불일치

         · 제어봉 낙하

         · 운전원 단일 실수

         · 제어기기의 단일 고장

         · 전기계통의 단일 고장

         · 소형배관의 파단 또는 대형배관의 크랙(crack)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

의 적은(minor) 누설 또는 원자로냉각재 상실

         · 2차 계통의 사소한 파손

         · 소외전원 상실

         · 부적절한 위치에 핵연료집합체 오장전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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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수가열 상실

         · 정지지연으로 인한 원자로 과압

       본 심사지침의 사고해석 관련 개별 절에 특정 예상운전과도와 이들의 적절한 

변형이 기술되어 있다. 

       정지불능 예상과도(ATWS)는 원자로정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원자로정지계통

의 공통원인고장에 의하여 원자로정지에 실패한 예상운전과도를 말한다. 그러므

로 정지불능 예상과도는 요구되는(단일고장에 대하여 입증된) 보호계통의 완전

고장을 가상한 예상운전과도이다. 따라서 이들은 설계기준 초과 사고들이며 정

지불능 예상과도 사건들에 대해서는 심사지침 15.8절에서 별도로 다룬다.

       가상사고는 발생이 예상되지 않는 사건들이다.(이들은 원자력발전소 수명기간

중 발생이 예상되지 않으나 발생을 가상하여야 한다.)

       가상사고는 또한 미 ANS 기술표준에서 Condition IV 사건들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가압경수로에서 가상사고로 분류된 몇가지 예이다.

         ·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서 가장 큰 배관의 양단파단을 포함하는 대형 배

관파손

         · 제어봉집합체 이탈

         · 양단파단을 포함하는 2차 계통의 대형 배관 파손

         · 단일 원자로냉각재펌프 회전축 고착

       본 심사지침의 사고해석 관련 개별 절에 특정 가상사고와 그들의 적절한 변형

된 형태가 기술되어 있다. 

나. 유형에 따른 분류

       예상운전과도 및 가상사고는 또한 유형에 따라 분류된다. 예상운전과도 또는 

가상사고의 유형은 발전소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정의된다. 예를 들면 어떤 한 

유형의 예상운전과도 또는 사고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이 가압되는 상황을 유발

하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다른 유형의 예상운전과도 

또는 사고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이 감압되는 상황을 유발하며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예상운전과도 및 가상사고에 대한 해석을 유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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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류하는 것은 사고해석자가 그들을 공통적인 배경, 영향 및 안전한계 별로 

비교하는데 유용하다. 이러한 비교는 제한사건들과 상세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들을 확인하고 비제한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고찰을 필요없게 한다. 

 

       예상운전과도 및 가상사고들은 다음과 같이 7가지 유형으로 묶을 수 있다.     

 1)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증가

        2)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감소

        3)  원자로냉각재 유량 감소

        4)  반응도 및 출력분포 이상

        5)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증가

        6)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감소

        7)  부속계통 또는 기기로부터 방사성물질 누출

       한 유형의 예상운전과도 및 가상사고 해석에 대한 검토시에는, 특정 안전한계

를 위협할 수 있는 영향과 결과들을 가져오도록 해석이 고안되었는지, 다양한 

경우들을 망라하여 따져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감소

를 초래하는 하나의 예상운전과도인 터빈정지사건에 대한 어떤 경우분석에서

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최고로 도달되도록 고안되어야 하며, 같은 예상운

전과도에 대한 다른 경우분석에서는 열적여유도가 최소가 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경계 건전성 관점의 안전한계를 조

사하는 것이며, 후자의 경우는 핵연료피복재 건전성에 대한 안전한계를 조사하

기 위함이다. 

       검토자는 사업자가 제한적인 경우를 적절히 판정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가

능한 다양한 형태의 예상운전과도와 가상사고들을 고찰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개별 예상운전과도 및 가상사고들에 대하여 제한적, 비제한적, 또는 다른 예상

운전과도 및 가상사고에 의해 포괄된다(bounding)는 사업자의 주장에 대하여 

비교에 사용된 근거들에 특히 주의하면서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유형 

내의 예상운전과도와 가상사고들은 비교가 쉽게 정당화된다. 한 유형의 예상운

전과도를 다른 유형의 가상사고와 비교할 때에는 사업자에 의한 보다 심도깊

은 조사와 정당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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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석 허용기준

한 사건의 위험도가 그 사건의 발생빈도와 결과의 곱으로 정의된다면 발전소는 모

든 예상운전과도와 가상사고들이 같은 수준의 위험도를 가져오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큰 사건(예상운전과도)에 대해서는 심

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희귀한 사건(가상사고)에 대

해서는 보다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허용한다는 규제요건에 반영되어 있다.  

검토자는 사업자가 각 사건에 대해 적용 가능한 해석 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초기사건에 대한 사업자의 해석 및 평가결과를 고찰한

다. 사업자는 신규 원자로 설계 인허가신청에서처럼 특정 발전소의 설계 및 운전

에 적합한 대체 허용기준의 사용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검토자는 대

체 허용기준을 고찰하여, 이들이 기능 및 결과 측면에서 다음에 기술된 현재의 허

용기준과 동등한 것인지 결정한다. 

가. 예상운전과도에 대한 해석 허용기준

       다음은 예상운전과도에 대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요

구하고 있는 요건들을 만족하기 위한 특정 기준들이다.

       1) 원자로냉각재 및 주증기공급계통의 압력은 전력산업기준 NM에서 요구하고 

있는 설계값의 110% 미만이어야 한다. 

       2) 최소 핵비등이탈률(DNBR)이 95/95 DNBR 제한치보다 크게 유지됨으로써 핵

연료 피복재의 건전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미 ANS 표준에 기초하여 예상운전과도 수준의 발생빈도를 갖는 

가상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다는 세 번째 기준을 적용하다. 발전소 설계

변경시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사업자는 이에 대해 그 정당성을 제시하

여야 한다. 

       3) 예상운전과도는 다른 독립적인 사건의 발생없이 가상사고로 확대되거나, 원

자로냉각재계통 또는 원자로격납건물의 방어기능을 상실케 해서는 안 된다. 

       

       검토자는 당초 인허가 근거로 미 ANS 표준의 사고분류(ANS Condition II, III, IV 

사건)를 따른 신청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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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Condition II 사건

             a. 위 기준 1)과 동일

             b. 위 기준 2)와 동일

             c. Condition II 사건은 다른 독립적인 사건의 발생없이 Condition III 또는 

IV 등급으로 확대되거나, 원자로냉각재계통 또는 원자로격납건물의 방

어기능을 상실케 해서는 안 된다. 

          나) Condition III 사건

             a. 핵연료의 손상으로 발전소가 상당기간 정상운전으로 복구될 수 없을 

정도라 하더라도 원자로내 핵연료의 손상 비율은 매우 작아야 한다.

             b. 원자로내 핵연료의 손상으로 누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은  10CFR100 

지침의 작은 분율 이내로 제한된다.

             c. Condition III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 Condition IV 등급의 사건으로 확

대되거나, 원자로냉각재계통 또는 원자로격납건물의 방어기능을 상실

케 해서는 안 된다. 

          다) Condition IV 사건

              ANS Condition IV 사건은 가상사고이다. 검토자는 Condition IV 사건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래의 가상사고에 대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나. 가상사고에 대한 해석 허용기준

       예상운전과도와 달리 가상사고는 발전소를 상당기간 정상복구시킬 수 없을 정

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가상사고에 대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들을 만족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들은 다

음과 같다. 심사지침의 개별 절에서 특정 가상사고들에 대한 허용기준이 추가

로 명시되어 있다. 

       1)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압력은 잠재적인 연성 및 취성 파손을 고

려한 허용 설계제한치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최소 핵비등이탈률(DNBR)이 95/95 DNBR 제한치보다 크게 유지됨으로써 핵

연료 피복재의 건전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

하면 핵연료는 손상된 것으로 가정한다. 

       3) 방사성물질의 누출은 10CFR100 지침의 소외선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가상사고는 그 자체만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원자로격납계통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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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해당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종 계통들의 기능을 상실

케 해서는 안 된다. 

       원자로냉각재상실사고(LOCA)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에 있는 다음의 해

석 허용기준을 또한 적용한다. 

       1) 계산된 핵연료 피복재의 최고온도는 22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계산된 피복재의 최대 산화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산화되기 전의 전체 피복

재 두께의 0.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피복재와 물 또는 증기와의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소의 총량의 계산치

는 핵연료를 둘러싸고 있는 원통형 피복재의 모든 금속이 반응한다고 가정

할 때 생성되는 가상적인 수소생성량의 0.01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산된 노심형상의 변화는 노심이 냉각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5) 계산상으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초기 작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도 

노심 온도는 허용될 정도로 충분히 낮은 온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붕괴열은 

노심내에 잔존하는 장수명 방사성물질의 냉각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동안 

제거되어야 한다. 

 3. 안전성 평가시 고려해야 할 발전소의 특성들

검토자는 신청서류에 안전성 평가시 고려된 핵심 발전소 변수들(예를 들면, 노심 

출력, 노심 입구온도, 원자로계통 압력, 노심 유량, 축방향 및 반경방향 출력분포, 

핵연료 및 감속재 온도계수, 기포계수, 원자로동특성 변수들, 원자로 정지 반응도, 

제어봉 삽입특성 등)이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발전소 변수들의 범위

가 핵연료 연소 또는 노심 재장전을 대표하고, 인허가 신청당시의 핵연료 설계 및 

허용된 해석 방법론에 기초하여, 예상되는 핵연료 주기 범위를 충분히 포함하는지 

점검한다. 검토자는 또한 신청서류에 원자로계통 변수들과 관련한 불확실도 및 허

용가능한 변동정도가 명시되어 있고, 운전영역 안에서의 적절한 조건이 과도해석

을 위한 초기조건으로 가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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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호 및 안전계통의 동작에 관한 가정

검토자는 신청서류에 안전성 평가시 사용된(즉 신뢰성이 부여된) 모든 보호 및 안

전계통 작동 설정치들이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전형적인 보호 및 안전계통들

의 기능에는 원자로 정지, 격리밸브 닫힘, 비상노심냉각계통 및 비상노심냉각계통

의 기동이 포함된다. 예상운전과도 및 가상사고에 대한 평가시에는 신뢰성이 부여

된 각 보호 및 안전계통들의 성능에 가장 제한적인 단일 능동고장 효과가 포함되

어야 한다.  이는 단일 능동고장이 있는 상태에서도 보호 및 안전계통들이 필요한 

안전 성능을 적절히 발휘할 것을 요구하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검토자는 또한 신청서류에 각 보호 및 안전계통들의 

예상되는 작동 지연시간들이 제시되어 있고, 정지설정치 및 기술지침서의 허용값

을 선정하는데 포함되는 불확실도(이는 교정 에러, 드리프트, 계측 에러 및 다른 

요소들에 의해 발생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허용가능한 방법론이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개별 초기사건들에 대한 평가

검토자는 신청서류에 각 초기사건들에 대한 평가내용이 다음의 6 항에 기술되어 

있는 형식대로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제한적이지 않은 것으로 결정

된 초기사건들에 대해서는 정성적으로 그 정당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되는 가장 

제한적인 사건과 비교할 수도 있다.  

 6. 사건 평가

가. 원인 규명 및 발생빈도 등급 분류

    검토자는 평가된 각 초기사건들에 대하여, 신청서류에 사건을 유발하는 상황

들이 기술되어 있고 사건이 예상운전과도 또는 가상사고로 그 등급이 분류되

어 있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또한 초기사건의 특수한 상황 및 그 등급에 적

합하게 해석 허용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사건 전개추이 및 계통 운전

    검토자는 각 초기사건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신청서류에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 사건 발생부터 최종 안정상태까지의 단계별 사건 전개추이(즉 중성자속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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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치 정지, 제어봉 삽입, 일차 냉각재 안전밸브 설정치 도달, 안전밸브의 

열림 및 닫힘, 격납건물 격리신호의 발생, 격납건물 격리 등을 포함하여 중

요 사항 발생 시간의 명시), 그리고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과도 및 사고

해석시 신뢰성이 가정된 모든 운전원 조치의 명시

    2) 정상적으로 운전중인 발전소 계측제어장치가 작동한다고 가정한 정도

    3) 발전소 및 원자로 보호계통이 작동할 것을 요구한 정도

    4) 정상적으로 운전중인 발전소 계통의 작동에 부여한 신뢰성

    5) 공학적안전계통의 운전에 부여한 신뢰성

    6) 운전원 대응(조치시간 포함) 및 가용 계측장치와 관련한 비상대응지침/비상

절차지침 또는 비상운전절차서와 안전해석간의 일치성 확인 

    검토자는 신청자가 예상운전과도 및 가상사고 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안전관

련 계통 또는 기기만 사용하였음을 명시하였고, 그러한 계통 및 기기들에 단

일 능동고장 효과를 포함시켰음을 확인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비안전관련 

계통 또는 기기들의 운전에 부여한 기술적 정당성을 고찰하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계통 또는 기기들이 보호기능을 지원하고 비작동이 아닐때, 

단 탐지되고, 무작위적이며 독립적인 고장에 의한 것은 제외). 

    검토자는 신청자가 단일 능동고장과 운전원 실수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였고, 

신청서류에는 계통의 적절성에 대하여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

로 충분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노심, 계통 및 방어 성능

    1) 평가모델 

       검토자는 신청자가 해석에 사용한 평가모델과 해석을 수행하는데 도입한 

근사 및 단순화를 기술하였고, 해석에 사용한 디지털 전산코드를 명시하였

는지 확인한다. 해석에 한 개 이상의 전산코드를 사용하였을 경우 신청자

는 그 전산코드들을 결합하는 방법을 기술해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입력자료와 조사된 변수들의 범위 또는 정도에 중점을 두어 전산코드의 출

력,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는지 확인한다. 또한 신청자가 평가모델과 전산코

드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거나, 규제기관에서 입수가능한 참고문헌으로 



제15.0절                                                     개정 4 - 2014. 12- 10 -

제시하였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모델 또는 전산코드에 대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Topical 

Report, TR)의 목록을 제시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 

대한 규제기관의 안전성평가보고서를 목록으로 제시하였는지 확인한다. 검

토자는 규제기관이 승인한 모델 또는 전산코드에 대한 사용이 적용 범위 

및 조건 이내에 있는지, 그리고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승인당시 규제기관이 

안전성평가보고서에 부과한 각 조건 및 제한사항들을 준수하고 있음을 신

청자가 입증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2) 입력 변수 및 초기 조건

       검토자는 신청자가 i) 해석에 사용된 주요 입력 변수 및 초기조건들을 명시

하였는지,  ii) 특정 사건에 사용된 다른 변수들의 초기값을 포함시켰는지, 

iii) 해석에 사용한 변수와 초기 조건들이 적절히 보수적인지, iv) 보수성 정

도와 입력 변수들의 수치적 값들을 선정한 근거를 설명하였는지 확인한다. 

    3)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과도 및 사고 진행 동안 시간의 함수로 표현된 주요 변

수들을 포함한 해석결과를 제시하였는지 확인한다. 다음은 결과에 포함되

어야 할 주요 변수들의 예이다.

          · 중성자출력

          · 열출력

          · 열속(평균 및 최대)

          ·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 핵비등이탈률(DNBR)

          · 원자로 냉각재 상태(입구 온도, 노심평균 온도, 평균 및 고온수로 출

구 온도, 증기 체적 분율 포함) 

          · 최고 핵연료봉 중심선 온도, 최고 핵연료 피복재 온도를 포함하는 

각종 온도, 또는 최고 핵연료봉 엔탈피

          · 총 재고량 및 원자로냉각재계통 여러 위치에서의 수위를 포함하는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 이차(동력 변환) 계통 변수(증기 유량, 증기 압력, 증기 온도, 급수 

유량, 급수 온도, 증기발생기 재고량 포함)  

          · 비상노심냉각계통 유량과 노심 입출구 압력 차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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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납건물 압력

          · 방출밸브, 안전밸브의 유량

          ·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격납건물로의 유량

          · 가압기 냉각수 부피

       이와 더불어 예측된 노심 변수들과 허용 가능한 제한 조건을 나타내는 값 

들 간의 여유도에 중점을 두어 설명해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설계기준 사고와 관련된 방사능 결말 분석에 대해서는 심사지침 15장의 해당사고

의 부록에 따라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원자력안전법령 상의 인허가 요건에 기초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고장

으로 인하여 잔열제계통의 능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

통 및 기기는 내진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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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정상운전, 유지보수, 시험 및 가상사고 등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 계통 및 기기를 2개 호기 이상의 원자로에서 공유하는 경우 각각의 안전기능

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 원자로냉각재계통

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연료손상허용한계가 초과되지 않도록 적절한 여유

도를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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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 정상운전, 예상

운전과도, 그리고 사고조건에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걸쳐서 주요 변수들을 감시할 

수 있는 계측제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재계통 등) : 원자로냉각

재계통 및 그 부속계통들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압력경계가 손상되지 않

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 안전에 중요한 구

조물, 계통 및 기기에 공급되는 소내 및 소외 전력계통은 어느 하나의 계통이 상

실된 경우에도 이용가능한 나머지 계통으로 예상운전과도시 연료허용손상한계 및 

압력경계 설계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용량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가상사

고시에도 필수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원자로제어실 등) : 원자로 제어실

은 정상운전 뿐만 아니라 예상운전과도 및 냉각재상실사고를 포함한 가상사고 조

건에서도 운전원이 원자력발전소를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9.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 원자로보호계통

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연료손상허용한계가 초과되지 않도록 반응도제어

계통을 포함하여 관련 계통을 자동으로 작동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어봉인

출과 같은 반응도제어계통의 어떠한 단일 오작동시에도 마찬가지이다. 

10.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제어계통) : 예상운전과도시 

연료손상허용한계가 초과되지 않도록 반응도변화를 신뢰성 있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제어봉 고착과 같은 고장에 대한 여유도를 갖춤으로

써 만족될 수 있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은 노심냉각성능을 유지하고 연료손상허용한

계가 초과되지 않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추어 설계되어야 한다.  

1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 원자로냉

각재계통 압력경계는 비취성 거동특성을 갖고,  급속히 전파되는 파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추어야 한다. 

1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잔열제거설비) : 핵연료 및 압력경

계 설계제한치가 초과되지 않도록 붕괴열과 원자로의 잔열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추어야 한다.

1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비상노심냉각장치) : 원자로냉각재

계통 및 그 부속 계통들은 충분한 비상노심냉각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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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 1차 계통에 

연결되는 소구경 배관의 격리요건에 관한 것이다.

 1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 방사성페기물 처리 시설은 방사능물질의 환경으로의 누출을 제어할 수 있어

야 한다. 

 1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 핵연

료저장 및 취급,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 및 기타 방사성물질을 함유할 수 있는 

계통은 정상, 과도 및 가상사고시에도 적절한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본 심사지침 I.2 에 일반적인 허용기준을 기술하였으며, 심사지침 15장의 각 절에 

과도 및 사고에 대한 특정 허용기준을 기술하였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본 검토절차는 본 심사지침에 명시된 허용기준에 바탕을 두고 있다. 허용기준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본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을 대체하고자 제안한 것들이 본 

심사지침의 II절에 기술되어 있는 규제요건들을 준수하기 위한 허용가능한 방법이라고 

평가한 것을 검토해야 한다. 

  검토자는 운영변경허가,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서에 대한 평가시 신청자가 규제

요건 준수를 입증하기 위하여 적용가능한 과도 및 사고해석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여

야 한다. 

심사지침의 15장 각 절에서 과도 및 사고해석에 대한 특정 검토절차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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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안전

심사보고서의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검토 및 검증계산(필요시) 결과가 적절함을 확인

한다. 

본 심사지침의 15장 각 절에서 과도 및 사고해석의 평가결과에 대한 작성방법을 기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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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0.2절 사고해석 방법론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인허가 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규제요건에 따라 과도상태 및 사고에 대

해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와 과도상태는 본 안전심사지침의 15.1절 내지 15.8절에 

기술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사고 및 과도상태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자가 사용하

는 해석모델 및 컴퓨터 코드에 대한 검토절차와 허용기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검토 

목적은 평가모델이 사고상태를 모사하는 데 적절한지 확인하는 데 있으며, 최적 냉각

재상실사고(LOCA) 해석의 경우에는 계산 불확실도가 적절히 평가되었는지 확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9호(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

준 고시) [참고문헌 1], 제4조 1항에 따르는 보수적인 LOCA 해석의 경우에는 해석결과

가 보수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문서화

   원자로 안전 인허가 계산에 사용되는 평가모델의 개발에는 방대한 문서화가 필요

하다. 이러한 문서화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평가모델

   나. 사고 시나리오 선정

   다. 코드평가

   라. 불확실도 분석

   마. 이론 설명서

   바. 사용자 설명서

   사. 품질보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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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모델

   평가모델은 가상사고 및 과도상태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계

산체제이다. 이러한 평가모델에는 1개 이상의 컴퓨터 프로그램과 수학적 모델, 프

로그램에 포함된 가정, 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정보를 취급하는 절차, 컴퓨터 프로

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해석사양, 변수값, 그 외 계산절차를 명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정보 등과 같이 특정 과도상태 및 사고 해석에 계산체제를 적용하기 위해 필

요한 정보들이 모두 포함된다. 평가모델은 때때로 평가방법(론)이라 부르기도 한다.

  3. 사고 시나리오 선정

   사고 시나리오 선정은 사고 시나리오의 적합한 모델링에서의 중요도 및 계산 허용

기준 (예; 첨두 피복재 온도 및 최대/평균 피복재 산화 두께)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

로 하여 원자로 부품 및 물리적 현상들을 선별하고, 순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체

계적인 과정이다. 이 과정은 또한 사고에 대한 핵심 허용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4. 코드 평가

   코드 평가에서는 코드가 선정된 시나리오를 해석하는 데 적합한지 입증하기 위하

여 적용가능한 실험자료 및 해석해를 대상으로, 모든 코드 모델에 대해 철저한 평

가를 수행한다. 

  5. 불확실도 분석

   불확실도 분석은 코드를 인허가 계산용으로 사용할 때 코드 및 코드 적용에서 유

래되는 전체 불확실도가 주요 안전변수에 대한 설계 여유도 이내라는 것을 확인하

기 위해 수행된다. 안전변수의 예로서는 첨두 피복재온도(PCT), 피복재 산화 두께, 

핵비등이탈율(DNBR) 등이 있다.

  6. 품질보증계획

   품질보증계획에는 평가모델의 개발 및 유지에 사용되는 설계관리, 문서관리, 소프

트웨어 형상관리 및 시험, 오류 확인 및 시정조치에 대한 절차가 포함된다. 품질보

증계획은 또한 해석을 수행하는 사람뿐 아니라 코드 개발 및 유지에 관련된 사람

들의 적절한 훈련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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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없 음.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1. 문서화

   제출된 문서에는 코드가 사용될 특정 사고 시나리오와 발전소 형상이 명시되어야 

한다. 평가모델에 대한 문서는 알기 쉽고 빠진 부분이 없으며 명료하고 정확해야 

하며, 적절한 수준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전 문서를 통해 일관된 용어가 사용돼

야 한다. 참조된 자료는 기술문헌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비공개 보고서를 

포함하여, 쉽게 입수할 수 없는 참조자료의 복사본은 제출 문서에 포함되거나 요구

시 제출되어야 한다. 코드 문서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코드 개발자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 문서에는 단일 현안에 대한 모

든 검토이력을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검토 현안에 따라 분류된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이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다. 문서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평가모델의 모든 부분 및 상호관계, 문서 내의 위치 등을 기술하는 명료한 로

드맵을 제공하는 평가모델의 개요

    나. 발전소 초기조건, 초기사건 및 모든 후속사건, 사고의 단계, 사고결과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물리적 현상 및 계통/부품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사고 시나

리오에 대한 빠짐없는 설명

    다. 각 평가 시험에 대한 개요, 선정 사유, 성공 기준, 평가에 사용된 계측기의 위

치를 보여주는 실험장치 도면, 코드 모델 계산격자구조(nodalization) 도면, 계

산에 사용된 모든 코드 선택사양을 포함하는 코드 평가에 대한 빠짐없는 설명

    라. 표본 발전소 계산에 대한 코드 불확실도 평가 (보수적인 평가모델은 코드 불

확실도 평가가 필요 없음)

    마. 장 방정식, 보조관계식, 수치해석 기법, 선정된 장 방정식 및 수치해법에 내재

된 단순화 및 근사화 (제한사항 포함), 코드에 사용된 보조관계식의 근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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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 대한 적용 제한사항 등을 기술하는 자체적으로 완비된 이론 설명서

    바. 컴퓨터 코드 사용법에 대한 상세지침, 모델 입력변수 및 코드 선택사양 선정 

방법에 대한 설명, 특정 사고, 부품 및 원자로 형태에 대해 피해야 할 코드 제

한사항과 선택사양에 대한 지침, 다수의 컴퓨터 코드가 사용될 때 평가모델의 

각 요소들 간의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보장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 

등을 제공하는 사용자 설명서

    사. 코드 개발과 평가 절차 및 관리, 오류 발견시 취해야 할 시정조치 절차를 기

술하는 품질보증계획

  2. 평가모델

   사고를 모사하는 데 중요하거나 필요하다고 결정된 모든 현상 및 부품들에 대해서

는 이를 묘사하는 수학적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선정된 수학적 모델 및 그에 대

한 수치해석 기법은 중요한 물리적 현상들을 정성적, 정량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수

준으로 잘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모델에서 허용되는 부정확성의 정도는 궁극적으

로 계산에서 허용될 수 있는 불확실도 크기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계산된 결과나 

그 추이에 대해 오해를 초래할 정도까지 비물리적인 예측을 초래하는 모델은 허용

될 수 없다. 보수적인 LOCA 해석에 있어 비상노심냉각계통 평가모델은 원자력안전

위원회 고시 제2013-9호(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1항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동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세부 지침은 

KINS/GT-N007-1 [참고문헌 2]를 참조한다.

  3. 사고 시나리오 선정

   사고 시나리오 선정과정에는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허용기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

한 항목을 선별하기 위해 물리적 현상들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코드의 

각 모델들과 그들이 물리적 현상을 예측함에 있어서의 충실도는 이 과정의 결과와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고 시나리오 선정과정에서 어떤 물리적 현상이 고려

대상이 된 시나리오에 있어 중요하다고 결정되었다면, 코드에는 그 현상에 대한 비

교적 정확한 모델이 갖춰져야 하고, 그 모델에 대한 상세한 평가가 제공되어야 한

다. 중요도가 더 낮은 현상들은 더 큰 불확실도가 내재된 모델에 의해 묘사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의 형식과 복잡성은 고려되는 사건의 복잡성 및 중요성에 상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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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코드평가

   평가모델에 사용될 모든 코드 모델에 대한 평가가 제시되어야 한다. 모든 평가는 

제출된 평가모델의 공식본(frozen version)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다른 version으로 

수행된 평가는 작은 변경일지라도 계산결과에 뜻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

문에 사안별로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사고 시나리오 선정과정에서 중요한 것으로 결정된 물리적 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물리적 모델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개별효과실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개별효과

실험은 또한 개별 물리적 모델의 불확실도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물리적 현상과 원자로냉각재계통 기기 및 부속계통 간의 상호작용이 확

인되고 정확하게 예측되는지 입증하기 위해 종합효과실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개별

효과실험 및 종합효과실험 모두에 대해 코드에 의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모든 

모델은 과도상태 및 사고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조건의 전 범위에 걸쳐 평가할 필

요가 있다. 평가에서는 또한 가능한 경우 수학적 모델을 풀기 위해 사용된 수치해석 

방법의 정확성을 보여주기 위해 코드 예측치를 해석해와 비교해야 한다. 평가 계산

에서 사용된 코드 선택사양들은 발전소 사고 계산에 사용된 것과 동일해야 한다.

   기하학적 형상 및 핵심 현상과 관련된 중요한 무차원 변수들을 확인하기 위해 스

케일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스케일 왜곡 및 그 것이 코드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실제 발전소 과도상태 및 사고에 대한 계산은 단지 평

가모델에 대한 확인 차원의 보충 평가로서 고려될 수 있다. 이것은 발전소 계측기

에서 이용가능한 자료는 통상 특정 모델에 대한 코드 평가를 뒷받침하기에는 충분

히 상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용가능한 계측기가 코드를 평가하기에 적합한 

정밀도의 측정치를 제공함이 입증될 수 있다면 발전소 자료를 코드평가에 사용할 

수 있다. 하나의 시험 변수를 잘 예측하는 것이 보상 오차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

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평가 사례에서는 코드 예측치를 모든 중요한 측정 변수들

과 비교해야 한다. 평가에는 모든 평가 사례, 각 사례에서 평가되는 특정 모델, 그

리고 허용기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허용기준은 가능할 때는 언제나 정

량적인 분석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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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노심냉각계통 평가모델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9호(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1항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특정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특정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KINS/GT- 

N007-1를 참조한다.

   5. 불확실도 분석

    불확실도 분석에서는 코드의 수학적 모델, 계산격자구조와 같은 사용자 모델링을 

포함하여 모든 중요한 불확실도 근원이 고려되어야 하며, 사고 경위 선정과정의 

결과와 일치해야 한다. 코드가 인허가 계산에 사용될 때, 코드 및 적용에서 유래

되는 전체 불확실도는 주요 안전변수에 대한 설계 여유도보다 작아야 한다. 분석

에는 전형적인 발전소에의 적용에 대한 표본 불확실도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안전심사지침이나 규제지침에 기술된 입력변수 및 사고 초기조건, 

설정치, 경계조건과 같은 발전소 운전조건에 대해 경계값이 사용되기도 한다.

   6. 품질보증계획

    컴퓨터 코드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내지 제85조의 요

건에 따르는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동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세

부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7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고시) [참고문헌 3]를 참조한다.

III. 검토절차

1. 적합성 검토

   적합성 검토는 인허가 신청서류의 기재내용 및 형식의 완결성과 충실성에 대한 일

종의 예비 검토이다. 사고해석 전산코드 및 해석모델은 통상적으로 인허가 신청서

류 내에서 참조되는 별도의 기술보고서로 작성되며 특히,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 

146조에 따른 특정기술주제보고서로서 승인신청이 별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적합성 검토절차는 KINS/GE-N005 [참고문헌 4]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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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검토

   적합성 검토에 이어 기술적 적합성에 대한 세부 검토를 수행한다. 본 절에 별도로 

기술되지 않은 내용으로서 용어의 정의, 코드 및 코드의 예측능력 입증, 사고해석

에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과 허용가능한 코드평가표에 대한 예 등에 대해서는  

KINS/GE-N005를 참조한다. 세부 검토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문서화

    검토자는 II.1절에 열거된 문서화 항목들이 제시되었으며, 평가모델 개요가 평가모

델 문서의 정확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문서가 정확하고 완벽한 동시

에 일관성이 있고, 모든 부호 및 용어가 정의되고 일관성 있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문서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이론 설명서가 그 자체로서 완

비된 문서로서, 장 방정식, 보조관계식, 수치해석 기법, 장 방정식 및 수치해법에 

내재된 단순화 및 근사화(제한사항 포함), 코드에 사용된 보조관계식의 근거, 각 

모델에 대한 적용 제한사항 등을 기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사용자 설명서가 모든 입력변수 및 코드 선택사양을 선정하거나 계산하

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지 확인하며, 이러한 지침은 분명하고 명료해야 한다. 코

드 개발 또는 검토과정의 결과로서, 많은 코드 선택사양들이 특정 인허가 계산에

는 부적절한 것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검토자는 설명서의 지침이 특정 인허가 계

산에 필요한 허용가능한 코드 선택사양들을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또한 필요한 입력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입력값이 허용가능한 범위 내에 들지 않

을 경우 오류 메시지와 함께 코드 계산이 중단되도록 입력과정에서 필요한 입력 

설정이 프로그램화되어 있거나,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행정통제절차(독립

적인 검토자에 의한 QA 점검)가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다수의 사고 

및 과도상태에 사용되는 컴퓨터 코드가 각각의 과도상태 또는 사고별로 고유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사용된 모델링이 사용자 지침과 일치하는 지 

보장하기 위해서는 코드평가 사례를 조사할 수도 있다.

   나. 평가모델

    검토자는 과도상태 또는 사고를 분석하기 위한 모델링 및 컴퓨터 코드가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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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되고 승인되었는지 확인한다. 이전에 승인된 모델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해

석방법의 적용범위를 포함하여, 이전의 승인을 무효로 할만한 새로운 사항이 없다

고 결정한다면 새로운 자료에만 검토를 국한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모델 전체

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이전에 승인된 적이 없는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는 전체 

해석 모델에 대한 평가를 개시해야 한다.

    검토자는 이론 설명서에 기술되고 수학적 모델에 포함된 물리적 모델링이 코드가 

사용되는 사고 시나리오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현상을 계산하는 데 적합한지 결

정해야 한다. 하나의 시나리오는 한 세트의 지배적인 물리적 현상을 수반한다. 코

드로 수행되는 계산에 대해서는 보조관계식을 포함하여 핵심적인 물리적 현상들

이 정의되어야 한다. 어떤 사고 시나리오에 중요한 물리적 현상은 다른 시나리오

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어떤 핵심적인 물리적 현상은 특정 발전소 

설계에만 해당될 수가 있다.

    평가모델을 구성하는 수식들은 장 방정식 또는 보조관계식들로 구별할 수 있다. 

장 방정식들은 식 유도에 사용된 초기 가정 외에는 아무런 근사화를 포함하지 않

는 엄밀하게 유도된 일련의 방정식이다. 장 방정식의 적용범위는 단지 식 유도과

정에 사용된 가정의 유효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장 방정식 세트의 예로서는 물리

량의 거시적인 평형으로부터 유도된 질량, 운동량, 에너지에 대한 유체 수송 방정

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방정식들은 수학적으로는 엄밀하지만 방정식 수 보다 많

은 미지의 물리량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미지의 물리량의 일부로서 상태 방정

식, 응력 텐서, 열속(heat flux) 등이 있다. 장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미지의 물

리량들을 장 방정식에서 구한 물리량들과 연관지어 표현해야 한다. 미지의 물리량

을 기지의 물리량에 연관짓는 방정식이 보조관계식들이다. 이러한 식들은 함께 사

용되는 장 방정식 세트 보다 유효범위가 훨씬 더 제한적인 모델 또는 근사화이다. 

예를 들면, 열 구조물로부터 유체로의 열속 관계식으로서 Newton의 냉각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비록 장 방정식이 유효하더라도 복사 열전달이 중요하지 않은 상

황을 모델링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따라서, 평가모델의 장 방정식이 사고시 발생

하는 물리적 현상들을 기술하는 데 적합하며, 보조관계식들이 사고시 발생하는 조

건의 전 범위에 걸쳐 유효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5.0.2절                                                     개정 2 - 2014. 12- 9 -

    사고 시나리오에 있어 중요한 모든 현상에 대해 모델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델링은 사고 시나리오 선정결과와 일치해야 한다. 사고 시나리오 선정과정에서 

중요한 것으로 확인된 부품 및 물리적 현상들은 보다 충실하게 모델링되어야 하

며, 더 낮은 중요도의 현상들은 덜 정확한 모델로 묘사될 수 있다.

    검토자는 단순화 가정 및 평균화 절차에서 사용된 가정들이 사고 시나리오에 있

어 유효한지 결정한다. 상세한 물리적 모델링 및 수학적 모델링에 대해서는 더 쉽

고 계산 노력을 덜 들이고도 풀 수 있는 단순화된 수학적 모델을 얻기 위해 종종 

단순화 가정 및 평균화 절차가 사용된다. 통상적인 단순화의 예로서는, 비압축성 

유동모델, 1차원 유동모델, 균질 평형모델(HEM), 드리프트 플럭스 모델, 2-유체 모

델, 그리고 점동특성 또는 1차원 동특성 모델과 같은 단순화된 원자로 동특성 모

델을 들 수 있다. 통상적으로 상세모델로 간주되는 모델들마저도 종종 기본 법칙 

모델에 적용되는 단순화 가정 및 평균화 절차를 포함한다. 검토자는 모든 단순화, 

가정 및 평균화에 대해 그 타당성이 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모델이 관심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 이상

으로 상세한지 확인한다. 예를 들면, 1차원 유동모델은 곡관부 근방에서의 유속 

분포나 수평관에서의 열성층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다. 이러한 형태

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3차원 유동모델이 필요할 것이다.

    검토자는 방정식 및 유도과정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모든 가정 및 방정식을 포함

하여, 유도과정을 적절히 기술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유도과정은 

검토자가 유도단계의 논리적 진행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 단

순화 가정에는 기술적 타당성과 그와 관련된 유효범위가 따라야 한다.

    원자로 해석에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모델들은 근본적으로 매우 현상학적이고 실

험적인 것이다. 그 모델들은 실험 데이터의 관찰에 근거한 물리적 또는 공학적 판

단을 이용하여 제시되거나, 상세한 기본 법칙 모델들에 적용된 평균화 절차를 이

용하여 유도된다. 이러한 모델들은 때때로 너무 작아서 계산으로 풀 수 없는 길이 

및 시간 스케일 상에서 일어나는 공정(process)나, 기본 법칙에서 모델링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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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공정들을 모델링한다. 이러한 모델은 실험 측정치나 상세한 

기본 법칙 계산으로부터의 정보에 근거한 보조관계식을 필요로 한다. 검토자는 보

조관계식의 유효범위가 명시되고, 사고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조건의 범위를 망

라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이것은 특히 물리적 모델링에 의존하지 않고 실험  

데이터에서 직접 유도된 실험 상관식들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적용 사례에서, 특

히 많은 공정 및 변수가 관련된 경우에 있어, 실험과 원자력발전소 간에 전적인 

상사성을 유지하는 실험시설을 설계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운 일

이다. 따라서, 기존 데이터를 선별하거나, 실험시설을 설계하고 운전하기 위해 최

적의 상사성 기준이 선정되고 스케일링 근거가 개발된다. 검토자는 상사성 기준과 

스케일링 근거가 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적절한 스케일링 분석에 의해 확인된 중

요한 현상과 공정을 근거로 한 것인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데이터 및 모델들이 실제 발전소의 과도상태 해석에 적용가능함을 보장

하기 위해 스케일링 분석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 확인된 스케일링 절충 부분들

은 바이어스 및 불확실도 평가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실험 데이터베이스는 충분히 

다양하여, 예상되는 발전소 고유의 응답을 포괄하며, 평가모델 계산이 해당 실험

과 필적함을 무차원 영역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증은 계산값과 측정된 

실험 데이터를 비교하는 평가에서 도출된 코드 예측능력에 관한 결론을 발전소 

고유의 과도상태 거동 예측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한다.

   다. 사고 시나리오 선정

    한 가지 컴퓨터 코드를 사용하여 다수의 사고 또는 과도상태들을 해석할 때가 많

다. 이 경우에는 특정 사고에 대한 사고 진행 및 지배적인 물리적 현상을 기술하

기 위해 사고 및 과도상태 각각에 대해 사고 시나리오 선정과정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설명에는 동일한 코드가 다수의 사고 시나리오에 사용될 

때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나리오에 특별히 적용가능한 코드 모델 및 평가 

사례들에 대한 명시적인 참조를 달아야 한다.

    평가모델이 모사해야 하는 공정 및 현상은 특정 시나리오에 관한 코드 모사뿐만 

아니라, 실험 데이터 및 경험을 조사하여 확인된다. 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독립적

인 기법에는 전문가 의견, 정선된 계산, 의사결정법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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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는 사고 시나리오 선정과정이 체계화된 절차인지 확인하고, 각 사고 시나리

오에 대한 설명에 발전소 초기 및 경계조건, 사고 진행과정에 대한 완벽하고 정확

한 설명이 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명시된 초기 및 경계조건은 규제요건에 의해 

요구되는 값이나 규제지침 또는 안전심사지침에서 허용가능한 것으로 명시된 값

에 부합해야 한다. 검토자는 사고결과에 영향을 주는 지배적인 물리적 현상들이 

올바르게 선정되고 순위가 부여되었는지 확인한다. 사고 시나리오 선정과정의 초

기 단계는 전문가 의견에 크게 좌우되고, 주관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실험 및 분석에 근거하여 선정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용

가능한 체계적인 과정의 일례로서, NUREG/CR-5249 [참고문헌 5]에 기술된 현상 

확인 및 순위표(PIRT) 과정을 들 수 있다.

   라. 코드평가

    검토자는 모든 중요한 코드 모델 및 사고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전 범위의 조건

들이 코드평가에서 적절히 망라되었는지 확인한다. 모든 모델들이 그 중요성과 요

구되는 충실도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코드평가는 사고 시나리

오 선정과정과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검토자는 또한 모든 평가 사례가 평가모델

의 공식본으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수치해가 모든 중요한 물리량들을 보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수학적 방

정식이 질량, 운동량 및 에너지를 보존하더라도, 방정식의 수치 해법에서는 이러한 

물리량이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검토자는 또한 사고 모사에 사용된 모든 코드 

선택사양들이 적절하며, 단순히 코드 조정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 한다.

    검토자는 부분적으로 실험 데이터 또는 보다 상세한 계산에 근거하고 있는 모든 

보조관계식들을 개별효과실험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그 식들이 사고 시나리오에

서 발생하는 조건의 전 범위에 걸쳐 평가되었는지 확인한다. 평가결과가 실제 발

전소 사고 조건에 적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스케일링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보간 함수에 근거를 둔 상태 방정식 및 재료 물성치와 같은 보조 관계식들

도 물성치 표준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온도 및 압력 함수로서의 

상(phase)의 밀도와 같은 열역학적 물성치의 비교적 작은 오차가 주증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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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정지불능예상과도(ATWS) 계산에서 중성자 동특성 모델로 전파될 때에는 더 

큰 오차를 초래할 수 있다. 

    검토자는 종합효과실험 평가를 통해 실제 발전소 사고 시나리오에 있어 중요하다

고 결정된 물리적 코드 모델의 상호작용이 적절히 입증되는지 확인한다. 종합효과

실험은 통상 실제 크기가 아니며, 따라서 스케일링 왜곡을 수반할 수 있다. 이러

한 왜곡은 실제 크기의 발전소와 비교할 때, 이상유동 영역의 천이 및 실험시설의 

전체적인 동적 응답과 같이 국부적인 해석 요소와 전체적인 해석 요소에 모두 영

향을 줄 수 있다. 검토자는 보상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경우들을 밝혀내기 위해, 

평가문서에 모든 중요한 실험 측정치와 코드 예측치를 비교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러한 오차는 다른 기여 변수들을 부정확하게 예측했는 데도 

핵심 변수는 잘 예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종종 코드를  

하나의 종합효과실험 결과에 맞춰 조정했다는 표시가 된다. 한 가지 예가

NUREG/CR-5249에 기술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대형 LOCA 시 재관수 단계

에서 중요한 기여 인자인 노심 기포분율이 정확하게 예측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변수 즉, 첨두 피복재온도는 잘 예측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LOCA 평가모델의 경우, 검토자는 KINS/GT-N007-1의 지침에 따른 특정 실험평가

가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또한 특정 현상, 사고 시나리오, 발전소 형태

에 대한 평가자료의 출처에 대해 발간된 문헌을 참조해야 한다. 이러한 문헌에는 

ECCS Compendium [참고문헌 6], NEA 검증자료 문서 [참고문헌 7, 8, 9], 국제 표

준문제(ISP) 등이 있다.

   마. 불확실도 분석

    검토자는 불확실도 계산방법에 모든 중요한 불확실도 근원이 포함되었으며, 하나

의 실물 발전소에 대한 불확실도 예제 계산을 통해 계산 불확실도에 대한 합리적

인 예측치가 구해지는지 확인하고, 중요한 불확실도 근원을 확인하는 데 사고 시

나리오 선정과정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코드 불확실도 근원이 다루어졌는지 확인한다. 코드 불확실도 근원에는 

개별효과실험과의 비교에서 결정되는 이론적인 모델 및 보조관계식의 불확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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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모델 및 보조관계식의 스케일링에 기인한 불확실도, 발전소 계산격자구조 및 

해법에 따른 불확실도 등이 포함된다. 검토자는 때때로 단순한 해석모델을 적용하

여 코드 불확실도가 합리적인지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불확실도 기여 인자가 

소수 모델에 국한될 때 가능하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계산 불확실도 추정치를 

확인하기 위해 상세한 검증계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

    검토자는 발전소 운전조건 (사고 초기조건, 설정치, 경계조건 등)에 대한 발전소 

모델 입력변수의 불확실도를 포함하여 계산 불확실도 근원이 다루어졌는지 확인

한다. 계산 불확실도는 어떤 주어진 인허가 계산마다 고유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

한 형태의 불확실도에 대한 인허가 계산에서는 때때로 경계값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가능하다.

    검토자는 실험 데이터베이스의 불확실도가 다루어졌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불확실

도는 측정오차, 실험상의 왜곡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개별효과실험 및 종합효과

실험에 있어서는, 중요한 현상에 대한 계산결과와 실험 데이터와의 차이가 바이어

스 및 편차에 대해 정량화되었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평가모델 평가에 대한 요건

과 비교해서 너무 큰 실험 불확실도를 갖는 데이터 세트 및 상관식은 사용되지 않

는 것을 확인한다. 또한 코드가 인허가 계산에 사용될 때, 코드 및 코드 적용에서 

유래되는 전체 불확실도가 주요 안전 변수의 설계 여유도 이내인지 확인한다.

    최적 LOCA 해석에 있어서는, 불확실도 계산에 대한 설명 및 지침이 KINS/GT- 

N007-2 [참고문헌 10]에 기술되어 있다.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완전한 불확실도 분

석이 요구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안전심사지침에서는 “적절하게 보

수적인” 입력변수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결정하는 것에는 

바이어스와 불확실도에 대한 제한된 범위의 평가가 포함된다. 각 핵심 기여 인자

의 개별 불확실도(범위 및 분포)는 실험 데이터, 원자력발전소 모델 입력, 허용기

준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 등에 의해 결정된다. 허용기준과 선택된 장치는 일치

해야 한다. 미 NRC는 코드 불확실도 평가를 위해 코드 스케일링, 적용성 및 불확

실도 (CSAU)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며, CSAU 과정은 LBLOCA 및 비등수형 원자로 

ATWS에 대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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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품질보증계획

    검토자는 평가모델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7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고시)의 지침을 따르는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유지되는지 확

인한다. 최소한도 요건으로서, 품질보증 프로그램에는 설계관리, 문서관리, 소프트

웨어 형상관리 및 시험, 시정조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코드 개발자의 품

질보증 프로그램의 이행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수도 있다.

    검토자는 평가모델 개발과정의 핵심 단계에서 독립적인 정밀 검토가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정밀 검토팀에는 프로그래머, 코드 개발자, 최종 사용자를 비롯하여 관

련 전공분야, 코드 계산 및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정통한 제3의 전문가가 포함되어

야 한다. 평가모델 개발 및 평가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팀 구성원은 평가모델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대형 계통 분석코드에 공통된 결함을 식별하는 데 진

가를 발휘할 수 있다.

3. 독립적인 분석

   검토자는 핵심 현상들의 중요도를 결정하거나 확인하고, 이러한 현상들의 불확실성

이 발전소 해석에 있어서의 핵심 허용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독립적

인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다. 검토자는 높은 순위의 현상에 대한 중요성을 독립적

으로 결정하기를 원하거나, 사업자가 매긴 순위가 높지 않은 현상을 높은 순위의 

현상으로 결정하려고 할 수도 있다. 독립적인 분석은 또한 불확실도 추정치를 확인

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4. 범용 컴퓨터 프로그램의 검토

   다양한 형태의 발전소들에 대해 서로 상이한 많은 사건들을 해석하기 위해 

RELAP5, TRAC, RETRAN과 같은 범용 과도해석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일이 

흔하다. 이러한 코드는 특정 발전소 및 사건에 대한 평가모델의 주요 부분을 구성

할 수 있다. 발전소 고유의, 그리고 특정한 사건의 검토에 필요한 검토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러한 코드들에 대해 종종 일반적인 검토가 수행된다.

   범용 과도해석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어떤 발전소 고유의 사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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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있어서는, 코드 모델 및 일반 평가에 코드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한 모든 적

절한 기하학적 구조, 현상 또는 필요한 변수 범위가 다 포함되지는 않았다는 사실

이 밝혀질 수도 있다.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코드 

문서에 모델 및 상관식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코드의 적용범위가 명시되는 것이 중

요하다. 코드에 수반되는 일반 평가는 코드가 의도한 적용범위를 뒷받침해야 한다. 

검토자는 코드 모델 및 평가가 명시된 적용범위에 걸쳐 코드를 사용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평가모델에 대한 향후 검토를 간소화하기 위해, 승인

된 범용 과도해석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평가모델에 대해서는 그 모델이 사

용될 특정 발전소 및 사고 형태의 해석에 적용되는 세부 모델들과 코드 평가가 효

율적으로 확인되도록 해야 한다.

5. 기존 평가모델의 사소한 변경에 대한 검토

   검토용으로 제출된 평가모델 전부에 대해 본 절에 기술된 검토절차를 모두 적용할  

필요는 없다. 제출된 어떤 평가모델은 기존 평가모델에 대한 비교적 사소한 수정이 

될 수도 있다. 평가모델에 대한 검토범위 및 심도는 등급별 접근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평가모델의 속성들이 어느 정도까지 검토량을 조정할 수 

있는지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가. 기존 모델에 비해 달라진 정도

    검토 수준은 평가모델의 변경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 단순한 열전달 또는 마찰 상

관식 변경 (오류 수정 등)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건전성이 시험된 평가모델 요소

에 대한 사소한 변경은 전체 평가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 것

이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모델이 축소모형시험 프로그램에서 개발되었다면, 이 

모델이 실제 발전소 해석에 얼마나 잘 외삽될 수 있을지 하는 측면에서, 스케일링

만 고려하면 될 것이다. 또한 모델에 대한 평가 사례가 실제 발전소 조건을 얼마

나 잘 대표하는가를 고려하면 될 것이다. 모델 변경 또는 새 모델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상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것은 전체 코드평가 매트릭스의 작은 부분 세트

이며, 모델의 다른 부분들이 변경사항에 의해 부주의하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부분 세트의 코드 평가사례가 수행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현재의 인허가 해석에 대해 오류 수정으로 인한 변경의 영향이 평가되

어야 한다. 큰 모델 변경은 훨씬 대규모의 검토를 필요로 할 것이다. 새로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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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중대한 변경의 예로서는 평형, 드리프

트 플럭스 모델에서 2-유체, 비평형 모델로 변경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나. 분석된 사건의 복잡성

    개발과정의 노력 수준은 평가모델의 복잡성에 상응해야 한다. 본 심사지침의 검토

절차는 단순한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일견 부담스럽게 보일 수도 있으나, 단순한 

평가모델에는 자연히 간소한 검토절차가 적용된다. 단순한 사건에서는 핵심적인 

물리적 현상의 수 또한 작아서, 비록 그 기본이 되는 범용 과도해석 컴퓨터 프로

그램이 훨씬 넓은 범위의 조건들을 망라하는 모델들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드 평가에서는 단지 중요한 현상들만을 다루면 된다. 이러한 예로서는 PWR 펌

프 정지 해석에 대한 계통 평가가 있는데, 이 경우 중요한 현상들은 단상의 액체 

벽면 마찰 및 열전달, 펌프 관성과 같은 소수에 국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거의 없고, 코드 평가에 적당한 실제 발전소 데이터가 있어

서 스케일링 분석은 필요 없을 것이다. 또 다른 극단적인 예는 대형 LOCA에 대한 

평가모델로서, 물리적 현상 및 수학적 모델들이 복잡하고 광범위한 조건들을 망라

한다. 이 경우에는 광범위한 코드 개발과정 및 평가, 그리고 광범위한 검토절차가 

요구될 것이다.

   다. 평가모델의 보수성 정도

    만약 평가모델에 상당한 정도의 보수성이 있다면 검토절차가 단순해질 수 있다. 

어떤 해석의 의도된 결과는 코드 입력 및 모델링 가정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

라 보수적이 될 수 있다. 만약 문서화된 보수성 정도가 크거나, 새로운 모델이 기

존 모델 보다 더 보수적인 결과를 초래함을 보일 수 있다면, 어떤 평가모델 변경

에 대해 요구되는 평가 작업량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열전달 상관식과 

같이 평가모델의 단지 한 부분에서의 보수성은 다른 부분들이 비보수적이 될 수

가 있고, 이에 따라 전체 모델이 비보수적인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가모델 

전체의 보수성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평가요

건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전체 평가모델의 보수성 정도가 정량화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라. 재해석이 요구되는 발전소 설계 또는 운전변경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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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및 평가에 소요되는 노력 수준은 발전소 설계 또는 운전에 대해 이뤄진 변

경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 대부분의 발전소 기기 및 운전 변경은 발전소가 평가모

델의 유효범위를 벗어나서 운전하도록 만들지는 않으며, 이 경우 추가 개발 및 평

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지만, 모든 변경들이 다 그런 경우는 아닐 것이다. 평가모

델에 대한 변경이나 추가 평가가 요구될 수 있는 변경으로서는 핵연료 다발 설계

변경(지지격자 및 중간 유동 혼합날개 설계변경 포함), 첨두 선형열생성율 증가 또

는 상이한 안전등급 원자로 정지에 의존하게 만들 수도 있는 운전변경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운전변경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에서는 요구되지 않았던 어

떤 변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필요로 하게 된다. 상기한 경우들에 있어서는 5.가 

항에 기술된 것과 유사한 검토절차를 제한적으로 적용해도 충분하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어떤 평가모델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를 안전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평가모델 승인에는 검토과정에서 결정된 

제한사항들이 부과된다. 평가모델을 승인할 경우, 해당 모델이 정당한 근거에 의해 올

바른 해법을 제공할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단일 변수에 대해 바

람직한 결과를 낳는 보상 오차나 임의의 코드 조정에 대한 증거가 없어야 한다. 문서

화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나 평가모델의 기술적 적합성과 관련된 현안들이 검토과정에

서 다루어져야 한다. 검토과정에 대한 추적가능한 이력을 제공하기 위해, 검토절차 및 

코드 제출자와의 교신결과 역시 안전심사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평가모델 사용에 

대한 제한사항들이 안전심사보고서에 분명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안전심사보고서에는 

검토분야, 검토방법, 각 검토분야에 있어서의 평가결과가 기술되어야 하며, 검토되지 

않은 분야 및 검토생략 사유 또한 기술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평가모델이 예전에 검토된 적이 있는지, 그리고 평가모델 또는 코드 내 일부 

모델들의 사용에 대해 예전에 제한사항들이 부과된 적이 있는지 결정해야 하며, 이러

한 기존의 제한사항들은 안전심사보고서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평가모델에 

대한 현재의 검토결과로서, 평가모델 사용에 새로운 제한사항들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제한사항들도 안전심사보고서에서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하고 신청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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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또한 이러한 제한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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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1.1-15.1.4절 2차 계통에 의한 열제거 증가 사고

     - 급수온도 감소

     - 급수온도 증가

     - 증기유량 증가

     - 증기발생기 압력 방출밸브나 안전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검토주관 : 안전평가실

I. 검토분야

   본 절에서는 보통의 발생빈도로 예상되는 사건중에서 2차 계통에 의한 열제거가 

예기치 않게 증가하는 사고들을 검토한다. 2차 계통에 의한 열제거가 노심에서의 열발

생보다 큰 열제거 증가 사건이 발생하면, 노심이 과냉각되어 감속재온도의 감소에 따

른 노심 반응도 증가를 가져오고 결국, 출력준위 증가에 의한 발전소의 정지여유도 감

소를 초래할 수 있다.  출력준위의 증가는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시켜 원자로 정지가 

예상된다. 이러한 계획되지 않은 출력준위의 증가는 핵연료 손상이나 과도한 원자로냉

각재계통의 압력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절에서 검토되는 다음의 각 초기사건들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각 절에서 분석

되어야 한다.

1. 급수온도 감소를 초래하는 급수계통의 오동작

2. 급수유량 증가를 초래하는 급수계통의 오동작

3. 증기유량 증가를 초래하는 증기압 조절기의 오동작 또는 고장

4.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나 안전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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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주검토 대상은 급수계통, 압력 조절기 또는 압력방출

밸브의 오동작과 관련된 원자로 및 노심의 초기상태, 열수력학적 해석방법, 보호계통 

작동 이전과 이후의 지연시간을 포함하는 사고진행 추이, 원자로계통 기기들의 작동 

가정, 원자로보호계통 작동이 사고진행 추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원자로보호계

통의 기능 및 작동 특성,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보장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운전원 조치 등이다.

과도현상에 대한 해석결과를 검토하여, 관련계통의 변수값들이 검토 중인 원자로

에 대해 예상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원자로 변수는 

노심유량 및 유량분포, 채널 열속 (평균 및 고온), 핵비등이탈률(DNBR), 원자로 압력용

기 압력, 열출력, 반응도 등이다.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본 과도사건추이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한 원자로보호계통, 

공학적안전설비 및 운전원 조치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한다. 해석적 방법을 검

토하여 수학적 모델 및 전산 코드가 이전에 검토․승인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해석적 방법이 검토된 바가 없었다면 검토자는 새로운 해석 모델에 대한 일반적 평가

를 수행한다.  또한 새로운 해석모델에 사용된 모든 매개변수값 그리고 계통 및 노심

의 초기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본 절과 연계되는 다른 심사지침서의 해당 절은 다음과 같다. 

  1. 과도 및 사고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은 심사지침서 제15.0절에 기술되어 있다.

  2. 설계기준 방사능 결말 분석에 관해서는 부록 15.1.5-1에 따라 검토한다. 

  3. 원자로와 발전소 보호계통 그리고 계측제어 설비계통이 자동 작동, 원격감지, 지

시, 제어보조계통 및 공유 계통의 연동장치와 관련하여 이들이 안전해석에서 가

정된 대로 기능을 발휘할 것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안전심사지침 7.2절에서 7.5

절에 따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건전개 과정의 계측제어 측면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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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심사지침서 16.0절에 따른 기술지침서 사항 들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함에 근거한다.

    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 원자로냉각재

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연료손상허용한계가 초과되지 않도록 적

절한 여유도를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걸쳐 주요 변수 및 계통상태를 감시할 수 있고, 이 들을 규정된 

운전범위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측 및 제어설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재계통 등) : 원자로

냉각재계통 및 그 부속계통들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압력경계가 손상

되지 않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

    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 원자로보호

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연료손상허용한계가 초과되지 않도록 반

응도제어계통을 포함하여 적절한 계통을 자동으로 동작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제어계통) : 예상운전과

도시 연료손상허용한계가 초과되지 않도록 반응도변화를 신뢰성 있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제어봉 고착과 같은 오작동에 대한 적절

한 여유도를 갖춤으로써 만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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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의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

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

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2차 계통에 의한 열제거 증가 과도사건에 대한 기본 검토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열제거 증가를 가져오는 보통 발생빈도의 초기사건 중 가장 심각한 결과를 가져

오는 과도를 확인하고,

  2. 그러한 가장 제한적인 초기사건에 대하여 발전소가 핵연료 손상 및 계통 압력에 

관한 기준이 만족되도록 과도상태에 반응하는지 확인한다.

보통빈도사건에 대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 20, 22, 26, 및 

28조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은 설계 압력의 110%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최소 핵비등이탈율이 적절한 상관식(심사지침서 4.4 참조)에 근거하여 95/95 핵비

등이탈율 제한치 이상으로 유지됨을 보장함으로써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이 유

지되어야 한다.

  3. 보통 발생빈도 사건은 독립적인 다른 고장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는 한, 보다 심

각한 발전소 조건을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

  4. Regulatory Guide(이하 “RG") 1.105의 규제입장이 본 절에서 언급된 유형의 예상

운전과도에 대한 발전소의 응답에 대하여 적용된다.

  5. 가장 제한적인 발전소 단일 고장(10 CFR 50 부록A의 정의에 따름)이 RG 1.53을 

근거로 선정되어야 하며 이는 해석에서 가정되어야 한다.

과도한 열제거로 인한 과도현상 해석은 규제기관에 의해 승인된 방법론과 전산코드를 

사용하는 등, 허용가능한 해석적 모델을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만약 승인되지 않

은 다른 해석방법이 신청자에 의해 사용되었다면, 이 방법들의 허용성 여부에 대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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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어야 한다. 새로운 일반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심사지침서 15.0.2절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  

해석적 모델에 사용된 매개변수 값은 적절히 보수적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변

수 값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1. 초기출력 준위는 출력 측정 불확실도에 대한 별도의 정당성이 없는 한 해석시 가

정한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 수에 대응되는 정격출력에 2%의 출력 측정 불확실

도를 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석시 가정한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 수는 해당 

사고의 결과를 최대화시키는 운전조건에 해당되는 유로 수이어야 한다.

  2. 불확실도 방법론 및 평가를 통해 다른 보수적인 요소를 정당화하거나, 안전성분

석보고서 4.4에서 따른 불확실도가 평가되지 않는 한, 최대 반응도 제어봉의 고착 

상태에서 최대 시간 지연을 가정하는 등 보수적인 비상정지의 특성을 가정한다. 

  3. 감속재온도 계수, 기포 계수, 도플러 계수, 축방향 출력 분포, 반경방향 출력 분포

의 여러 조합이 가장 제한적이 되도록 노심 연소도를 선정한다.

  4. 사고완화 계통은 RG 1.105에 따라 계기의 부정확도에 따른 여유도를 고려한 설정

치에서 작동한다고 해석시에 가정한다. RG 1.105의 만족여부는 계측제어분야 담

당부서에서 결정한다. 

III. 검토절차

   다음의 절차는 건설허가, 운영허가 심사시 모두 사용된다. 건설허가 심사시에는 분

석에 사용된 계통변수 및 설정치의 값이 본질적으로 예비단계이므로 변할 수 있다. 운

영허가 심사단계에서 최종치가 해석에 사용되며, 검토자는 이들을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된 안전계통 설정치와 비교한다.

  1. 초기사건을 유발하는 상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신청자가 과도한 열제거 

증가 과도에 대해 기술한 내용을 검토한다. 사건 발생후 안정상태에 이를 때까지

의 사건진행과정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 계측제어의 기능 수행을 가정한 정도

     나. 발전소 및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 수행을 요구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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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계통의 기능 수행에 신뢰성 부여 여부

     라. 필요로 하는 공학적 안전계통의 작동

     마. 운전원 조치를 요구하는 정도

     바. 제어봉 고착과 같은 고장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는 여유도

  2.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열제거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초기사건이 다른 유사 사건보

다 제한적이 아니라고 기술되어 있다면, 검토자는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신청자

는 가장 제한적인 열제거 증가 과도 사건에 관해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이 

사고에 대해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검토자는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검토자의 

도움으로 사고해석 결과를 허용 수준 이내로 제한하는데 필요한 보호계통, 공학

적 안전계통 등의 작동 시점을 검토한다.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검토자는 계통

변수의 다양한 예측치를 원자로 정지 및 계통의 작동 설정치와 비교한다. 계측제

어분야 담당부서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7장의 계측제어계통 설계가 이 사고

에 대한 안전계통 작동 요구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필요에 따라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과도 추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통이나 

기기의 단일 능동고장의 영향을 평가한다. 이 검토 단계에서는 안전심사지침 4장

부터 9장까지 기술된 계통 검토절차를 따른다.

  4.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신청자가 노심 성능 평가와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주증

기계통의 압력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한 수학적 모델을 검토하여, 이 모델이 규제

기관에 의해 이전에 검토되어 승인된 것인지 확인한다. 사용된 모델이 검토 혹은 

승인된 적이 없을 경우, 그 모델에 대한 일반적 검토를 수행한다.

  5. 모델의 입력값으로 사용되는 계통변수값, 노심 및 계통 초기조건을 검토한다. 사

고분석에 사용된 반응도계수와 제어봉 반응도가, 그리고 노심 연소도에 따른 반

응도의 기포계수, 도플러계수, 감속재온도계수의 변화값들은 특히 중요한 검토대

상이 되는 변수이다.  검토자는 선정된 노심 연소도가 최소여유도를 가질 것이라

는 신청자의 정당성을 평가하고, 사고해석에 사용된 반응도 변수값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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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최대 압력과 관련해서 분석결과를 본 안전심사

지침 II 절의 허용기준과 비교 검토한다. 다음 변수들에 대해서는 시간에 따른 변

화값을 검토한다.

- 노심 출력

- 열속 (평균치와 최대치)

-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 최소 핵비등이탈률

- 냉각재 상태(입구온도, 노심평균온도, 평균 및 고온채널의 출구온도, 증기 분률)

- 증기관 압력

- 격납건물 압력

- 압력방출밸브 유량

-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격납건물 계통으로의 유량 (만약 적용 가능하다면)

    본 심사지침서 I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중요한 변수들의 값이 발전소 운전 

중 예상되는 범위 내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유사한 다른 발전소의 값들과 비

교한다.

     once-through 증기발생기와 상대적으로 작은 가압기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경

우, 과도상태 동안 기포가 생성되고 고압안전주입이 자주 발생하여 자연순환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증기발생기의 과냉각과 관련된 주요 관심사이다. 

이와 같은 자연순환 상실은 안전주입계통 노즐의 작동(thermal cycling)과 일차계

통의 안전감압밸브의 작동과 같은 안전관련계통의 과도한 작동에 기인하여 가압

열충격현상(pressurized thermal shock)을 일으킬 수 있다. 증기관까지 물이 차서 

설계부하 이상의 부하를 생산하는 증기발생기 과충수(overfilling)도 이와 같은 현

상을 유발한다. 상기 현상들은 보조급수유량의 자동 공급과 증기발생기 수위제어, 

그리고 주급수계통의 설계 변경으로 해결될 수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검증계산(필요하다면)이 이루어졌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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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많은 과도현상이 2차 계통에 의한 열제거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보통 빈도로 일

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과도현상으로서 급수계통의 오동작, 또는 증기발생기 압력방출

밸브나 안전밸브의 부주의한 개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상적인 과도현상

들을 검토하였다. 노심열적여유도와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주증기계통의 압력 관점에서 

가장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 과도현상은        사고이다. 

보통 빈도로 발생되는 2차 계통에 의한 열제거 증가 사고해석은 타당하며,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제요

건을 만족하고 있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8

조의 규제요건을 만족하는데 있어서, 사고해석은 이전에 검토되어 허용된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모델에 사용된 입력변수들이 검토

되었고 적절히 보수적이며 발전소 설계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단일고장 

기준에 관련된 RG 1.53 그리고 계기에 대한 RG 1.105가 만족된다고 결론지었다.

  2. 신청자는 본 사고시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아서 핵연료 건전성이 유지

됨을 입증하였으며, 따라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6

조 및 제28조의 규제요건이 만족됨을 보였다.

  3. 신청자는 신뢰가 부여된 모든 계측기들이 가용하고, 보호계통의 자동 및 수동작

동은 계측기의 규정된 운전영역 안에서 감시되는 변수값에서 이루어짐을 입증함

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제요건이 만족됨을 

보였다.

  4. 신청자는 사고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제한치가 초과되지 않고, 결과적인 누설

량이 허용제한치 이내에 있음을 입증하도록 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요건이 만족됨을 보였다. 이 요건은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

의 최대 압력이 설계압력의 110%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15.1.1-15.1.4절                                              개정 4 - 2014. 12- 9 -

  5. 신청자는 고착 제어봉에 대한 여유도를 고려한 상태에서 본 사고동안 적절히 반

응도를 제어하여 연료손상허용한계를 넘지 않는 것을 보임으로써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8조의 요건이 만족됨을 보였다.

  6. 사고의 전개과정이 소내 또는 소외전원 상실을 보수적으로 고려하였으므로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를 만족하였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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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 제어계통) 

 7. 전력산업기술기준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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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Nuclear Power Plants"

 9. Regulatory Guide 1.53, "Application of the Single Failure Criterion to Nuclear 

Power Plant System Protection."

10. Regulatory Guide 1.105, "Instrument Spans and Setpoints."

11. NUREG-0737, "Classification of TMI-2 Action Plan Requirements."

12. US NRC, "Fuel System Design," Section 4.2 of NUREG-0800, 2007.

13. US NRC, Section 15.1.1-15.1.4 of  NUREG-080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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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1.5절 증기관 파단사고

 검토주관 : 안전평가실

I. 검토분야

   주증기관이 파단되어 파단부위를 통해 증기가 외부로 방출되면, 증기유량은 증가하

게 되고, 그 증기유량은 증기압력이 감소됨에 따라 차차 감소한다. 증기유량 증가는 원

자로냉각재 열제거를 증가시키므로 냉각재 온도 및 압력의 감소를 가져온다. 냉각재 온

도 감소는 음의 감속재온도계수에 의해 노심 반응도 증가를 야기하고, 노심 반응도 증

가는 출력준위의 증가와 정지여유도의 감소를 가져온다. 만약 발전소가 출력 운전중이

면 원자로는 자동적으로 정지되고, 주증기 및 주급수관 격리밸브는 자동적으로 닫힌다. 

붕괴열은 건전한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이차계통 안전밸브 및 대기방출밸브로 증기를 

방출시킴으로써 제거된다. 보조급수계통은 건전한 증기발생기로 보충수를 공급한다. 

   증기관 파단 과도현상에 대한 분석은 파단부위에서의 방출률에 민감하기 때문에, 

격납건물 내부 또는 외부에서의 파단크기의 범위를 평가하여 계통 응답에 대한 만족 

여부를 결정한다. 과도현상과 그 영향은 가정된 초기 출력준위와 운전 형태 (예를 들

면, 고온정지, 전출력, 루프가 1개, 2개 혹은 3개인 운전)에 의존한다. 여러 초기조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어떤 조건이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정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 원자로 및 노심의 초기조건

- 수력학적 불안정성 영향을 포함한 열수력 해석방법

- 원자로보호계통의 작동시간 지연 그리고 원자로 정지시간 등이 포함된 사고진

행 추이

 -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보조계통의 작동 가정

 - 사고결과에 미치는 영향 관점에서 원자로보호계통의 기능 및 운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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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로를 안전정지 조건으로 유지, 보장하기 위한 운전원 조치

- 파단 부위를 통한 과도한 증기방출로 인한 노심 출력 폭주

- 노물리에 영향을 주는 변수

 다음 계통변수가 예상 범위 내에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해석 결과를 검토한다.

-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 증기발생기 압력

 - 유체 온도

 - 핵연료피복재 온도

 - 증기 방출유량

 - 증기 및 급수유량

- 안전밸브 및 압력방출밸브의 유량

 - 가압기 및 증기발생기의 수위

 - 원자로 출력

 - 노심 반응도

- 고온 및 평균수로 열속

- 최소 핵비등이탈률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및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사고 전개과정을 검토한다.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

기 위한 원자로보호계통, 공학적안전계통 및 운전원 조치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해

석적 방법을 검토하여 수학적 모델 및 전산 코드가 이전에 검토․승인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해석적 방법의 기 승인이 없었다면 검토자는 새로운 해석 모델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수행한다. 원자로심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4.2, 4.3, 4.4절 주 검

토의 일부로서 원자로 출력, 출력분포, 도플러계수, 감속재온도계수, 노심동특성계수, 

핵비등이탈 관계식, 정지봉 반응도가 등의 노심설계 변수를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본 절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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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도 및 사고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은 심사지침 15.0절에 기술되어 있다.

  2. 방사능 영향평가에 관해서는 심사지침 부록 15.1.5-1에 따라 검토한다. 

  3. 노심의 해석적 모델에 사용된 매개변수 값들이 발전소 설계, 특정 운전조건에 적

합한 것인지, 핵연료 피복재 손상한계와 관련한 허용기준이 적합하게 결정되었는

지 검토한다. 노물리, 핵연료 설계, 노심 열수력과 관련한 수치적 자료들은 심사

지침 4.2, 4.3, 4.4절에 따라 검토한다.  

  4. 보조급수계통이 소내 또는 소외전원이 공급되는 어떠한 상태에서도 단일 능동 기

기 고장을 가정하였을 때 주증기관 파단에 대하여 필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 안전심사지침 10.4.9절에 따라 검토한다.  

  5. 배관의 분사반동 효과와 기기 지지대를 포함한 방출(blow down) 부하의 효과는  

안전심사지침 3.6.2절과 3.9.1절에서 3.9.3절에 따라 검토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3.9.3절에 따라 안전밸브 또는 압력방출밸브에 대한 설계기준을 검토한다.

  6. 안전심사지침 5.2.3절 및 5.3.1절에 따라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및 원자로용기의 

파괴인성 특성을 검토한다.

  7. 안전심사지침 6.2.1절에 따라 증기관 파열시 격납건물의 기능에 미치는 압력과 온

도 효과 관점에서 격납건물의 거동을 평가한다. 또한 파단 부위로부터 방출되는 

질량 및 에너지 방출량을 계산하는 해석적 방법론을 안전심사지침 6.2.1.4절에 따

라 검토한다.

  8. 안전심사지침 7.1절에서 7.7절에 따라 원자로 및 발전소 보호, 안전장치의 계측제

어 계통이 보조 또는 공유계통과 함께 자동 작동, 원격감지, 지시, 제어, 연동장치

와 관련해서 안전해석에서 가정한 대로 기능을 발휘할 것인가를 평가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사건개과정의 계측제어 측면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보조급수계통의 자동 또는 수동 작동과 제어실의 유량 지시를 보장하기 위한 계

측제어 장치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다. 또한 잠재적인 우회 모드와 운전원의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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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가능성도 평가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증기관 파단사고를 검토하는 일반적인 목표는 주증기관의 양단 파단과 같은 최대 

파단면적에 대해서도 일차 원자로냉각재계통이 안전한 상태로 유지됨을 확인함으로써 

단기 및 장기 노심 냉각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있다. 이 절에 관련된 사고

에 적용되는 규제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 예상되는 모

든 범위에 걸쳐 주요 변수 및 계통상태를 감시할 수 있고, 이들을 규정된 운전범

위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측 및 제어설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 안전에 중요한 기

기, 구조물, 계통 등이 예상운전과도상태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에 작동 가능하도

록 소내 및 소외전원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전력계통은(다른 하나는 

상실된 것으로 가정하고) 예상 과도상태 시에는 연료허용손상한계 및 원자로냉각

재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으며, 사고시에는 노심냉각, 격납건물 건전

성 및 그 외 필수기능이 유지되도록 충분한 용량과 능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 

요건은 소외전원상실을 단일고장이 아니라 각 사건의 등급 변경없이 사고해석시 

가정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따라서 신청자는 증기관 파손에 대한 해석시 단일고

장과 함께 소외전원상실을 고려해야 한다. 

  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제어계통) : 원자로냉각재

계통은 연료허용손상한계를 넘지 않고 노심냉각 능력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여유

도를 갖고 설계되도록 요구한다. 본 요건에 대한 만족은 증기관 파단사고 분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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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노심의 압력경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응력을 받지 않았고, 허용

연료 손상한계를 만족하며, 또한 비상노심냉각계통과 반응도제어계통의 기능 상

실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제공한다.

  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가 취성 거동을 갖지 않고, 파단이 급속히 전파될 가능성

을 최소화하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고 설계할 것을 요구한다. 

  마.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비상노심냉각장치) : 원자로냉각

재계통과 관련 보조계통이 충분한 비상노심 냉각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한다. 

     적절한 붕괴열 제거, 원자로냉각재펌프 건전성 및 운전과 관련된 요건은 10 CFR 

50.34 (f)(2)(xii) 및 10 CFR 50.34(f)(l)(iii)에 각각 설정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의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심사지침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주증기계통의 압력은 잠재적 취성 손상과 연성 손상을 고려

하여 허용 설계제한치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허용 가능한 상관관계식을 기초로 95/95 핵비등이탈률 제한

치 이상이면 핵연료 건전성은 유지된다는 근거를 기초로 노심 손상 가능성을 평

가한다 (안전심사지침 4.4절 참고). 즉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상기 제한치보다 낮은 

모든 핵연료는, 수력학적 불안정성의 영향을 포함한 허용가능한 핵연료손상 모델

에 근거하여(안전심사지침 4.2절 참고) 이보다 더 적은 수의 핵연료 손상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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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한, 모두 손상된다고 가정되어야 한다.  또한 계산된 핵

연료 손상 정도는 노심이 정위치에 놓여 있고 노심냉각 능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충분히 제한되어야 한다.

  3. 증기관 파단사고시 방사선량 평가에 대한 검토지침은 이 절의 부록 15.1.5-1에 제

시되어 있다.

  4.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건전성은 유지되어야 하며, 교류전원 상실이나 격납건물 격

리가 펌프 밀봉 손상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5. 보조급수계통 또는 다른 붕괴열 제거 수단은 안전등급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작

동이 요구될 때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6.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조건은 TMI 현안 항목 II.K.3.5의 해결결과에 따라야 한다.

발전소 초기조건과 계통고장 가정을 기술하기 위한 주요변수의 가정은 다음과 같다.

  1. 과도현상의 초기에 가정된 원자로 출력과 운전 루프 수는 사고결과를 최대화하는 

운전조건이어야 한다. 이 초기조건들은 핵증기공급계통의 특정 설계에 따라 바뀌

어질 수 있으며, 가장 보수적인 출력 준위와 발전소 운전 모드의 조합을 결정하

기 위한 민감도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감도 분석은 일반적 보고서에 

수록될 수 있으며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참고문헌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2. 소외전원 상실과 그 상실 시간에 관한 가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 가정이 사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소외전원 상실은 증기관 파단과 동시에 

혹은 사고 진행 과정 중에 가정할 수 있으며, 또는 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발

전소 설계특성에 따라 가장 보수적인 가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소외전원상실을 가정하지 않는 것이 노심 및 원자로계통에서의 열제거를 

최대화하여 노심 반응도 궤환 및 격납건물 압력을 최대화 할 수도 있음에 주의 

한다. 해석시에는 소외 전원상실이 원자로냉각재펌프와 주급수펌프 정지에 미치

는 영향, 보조급수 유량의 작동 시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고진행 과정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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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 등이 평가되어야 한다. 

     소외전원상실은 가장 보수적인 단일고장과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이것은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근거하고 있다).

  3. 증기관 파단이 다른 계통에 미치는 영향(배관 휩, 분사 충돌, 반응력, 온도, 습도 

등)이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 및 부록 3.6.2-1과 같은 방법으로 고찰되어야 한

다.

  4. 가장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단일 능동기기의 고장을 가정하여야 한다. 소외전

원상실은 가장 보수적인 단일고장과는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가정된 단일고장

으로 인해 한 개 이상의 증기발생기가 감압되거나, 주급수 격리가 실패할 수도 

있으며, 과도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요구되는 어떤 계통에서 단일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

  5. 최대 반응도가 제어봉이 완전히 인출․고착되었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제어봉의 위

치에 따른 적절한 반응도가 특성곡선이 사용되어야 한다. 고착 제어봉 위치에서

의 국부적인 출력첨두 현상이 고찰되어야 한다. 국부 출력첨두 현상은 정지제어

봉이 노심에 낙하하는 초기 기간과 노심냉각에 의한 반응도 궤환으로 재임계에 

도달하는 기간동안 DNBR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6. 감속재온도계수, 기포계수, 도플러계수, 축방향 출력분포, 반경방향 출력분포의 여

러 조합이 가장 제한적이 되도록 노심연소도를 선정해야 한다.

  7. 증기관 파단사고 분석시 가정되는 초기 노심유량은 보수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기술지침서를 근거로 최소 노심유량이 선택되면, 최소 핵비등이탈률 여유도를 갖

게 된다. 그러나 증기관 파단사고 분석에 있어 이 값이 가장 보수적인 가정이 아

닐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최대 초기 노심유량으로 인해 원자로냉각재계통이 더욱 

더 냉각 및 감압이 잘 되면, 정지여유도가 줄어들고 노심이 재임계 상태에 도달

해 출력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어떤 초기 노심유량이 가장 보수적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정된 초기 노심유량이 가장 보수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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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몇 개의 냉각재 유로로 구성되는 발전소에서는 증기관 파단사고로 인해 노심에 

비대칭 온도분포가 초래된다. 비대칭 노심 온도는 국부 출력분포와 DNBR 분석에 

영향을 미친다. 원자로용기 하부 공동과 강수부(downcomer)에서의 유량 혼합에 

대한 가정은 노심 온도분포, 반응도 궤환 및 국부출력 예측에 영향을 미친다. 유

량 혼합에 대한 가정은 최대 노심 국부출력과 DNBR을 보수적으로 예측할 수 있

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9. 주증기관 중 비내진등급으로 분류된 증기관(격납건물 밖과 주증기차단 밸브의 하

류)에서 지진으로 인한 가상 증기관 파단 사고해석시, 사고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서는 안전등급 기기만 작동되도록 가정되어야 한다.

 10. 주증기관 중 내진등급으로 분류된 증기관(격납건물 내부 및 주증기 격리밸브의 

상류)에서 증기관 파단 사고해석시 안전등급 기기만이 작동되도록 가정되어야 한

다. 또한 만약 능동기기에 단일 오동작이나 고장을 가정한다면, 사고 결과를 완화

시키기 위해 비안전등급 지원 기기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11. 사고후 초기 10분 동안 운전원 조치가 요구된다면(예,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 운

전원의 지연 혹은 실수를 평가하기 위해 가장 제한적인 결과에 대한 분석이 수행

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본 검토절차는 심사지침 허용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허용기준과의 차이가 

있다면 검토자는 신청자가 본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을 대체하고자 제안한 것이 규제기

관의 규제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어떻게 허용가능한 방법인지 평가한 것을 검토한다. 

   다음의 절차는 건설허가, 운영허가 검토시 모두 사용된다. 건설허가 심사시에는 분

석에 사용된 계통변수 및 설정치의 값이 본질적으로 예비단계이므로 변할 수 있다. 운

영허가 심사단계에서 최종치가 해석에 사용되며, 검토자는 이들을 운영기술지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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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안전계통 설정치와 비교한다.

  1. 검토자는 해석모델과 가정의 허용성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가. 해석모델의 입력값으로 사용된 계통 변수값과 노심 및 계통 초기조건을 검토

한다. 특히 해석에 쓰인 반응도계수, 제어봉 반응도가와 노심연소도에 따라 변

하는 감속재온도계수, 기포계수, 도플러계수의 변화가 중요하다. 검토자는 최

소 여유도를 갖는 노심연소도가 선정되었음을 보이는 신청자의 정당성을 평가

한다. 또한 사고해석에 사용된 핵비등이탈 상관식과 반응도 변수값 같은 노심 

관련 변수들을 검토한다. 유사 발전소에 행해진 허용가능한 분석과 비교하거

나 필요에 따라 전형적인 발전소에 대해 수행한 검증계산 결과를 비교함으로

써, 격납건물 외부의 파단에 대해 계통으로부터 방출되는 이차측 냉각재량이 

보수적으로 계산되었음을 확인한다.

    나. 신청자가 제시한 식, 민감도 분석,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다. 해석모델은 원자로냉각재계통(1차), 증기발생기 (2차), 보조계통을 모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 검토자는 아래의 기능 요건을 평가한다.

    1) 원자로정지 신호: 원자로 비상정지 신호에 부여된 신뢰성을 검토하여 사고 

하에서 계측제어계통이 가정된 응답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한다.

    2) 비상노심냉각계통: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작동에 부여된 신뢰성을 검토하여 

계측제어계통이 가정된 응답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3) 보조급수계통 : 사고 및 그 후의 정지상태동안 손상되지 않은 증기발생기

로 적절한 보조급수유량을 공급하는 보조급수계통의 가동성을 평가한다. 

보조급수계통 설계는 다양성을 갖추고 자동 및 수동 작동 모두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필요한 운전원 조치를 규명하고 그 조치를 완료하는데 필

요한 시간을 확립하기 위해 가동전 시험이 규정되어야 한다.

    라. 다음 변수에 대해 시간에 따른 변화를 검토한다.

       - 원자로출력

       - 열속 (평균 및 최대)

       - 노심 총 반응도

       -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 최소 핵비등이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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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각재 상태(입구온도, 노심평균온도, 평균 및 고온채널의 출구온도)

       - 핵연료봉 상태(핵연료중심선 최대온도, 최대 피복재온도, 핵연료 최대엔탈피)

       - 증기발생기 압력

       - 격납건물 압력

       - 압력방출밸브나 안전밸브의 유량

       - 방출 유량

       - 증기관 및 급수유량

       - 가압기 및 증기발생기의 수위

    본 심사지침 I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중요한 변수들의 값이 발전소 운전 중 

예상되는 범위 내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유사한 다른 발전소의 값들과 비교

한다.

  2. 사고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통과 기기의 단일 능동고장의 영향을 평가한

다. 소외전원상실은 가장 보수적인 단일고장과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검

토 단계에서는 안전심사지침 5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10장에 기술된 계통 검토

절차를 따른다. 검토자는 또한 단일고장으로 인해 한 개 이상의 증기발생기에서 

증기가 방출되거나, 주급수 격리가 실패되어 노심의 반응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지도 고려한다.

  3. 밸브 방출률과 응답시간(주급수 및 보조급수 격리밸브, 터빈 및 주증기 격리밸브, 

증기발생기 및 가압기의 압력방출밸브 및 안전밸브의 개폐시간 포함)이 사고 분

석에 보수적으로 고려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가동전 시험 수행 계획이 안전성분

석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가동전 시험에는 원자로 비상정지 

지연시간, 보조급수계통 작동에 필요한 기동 지연시간, 안전주입신호 지연시간, 

그리고 발전소를 안전정지시키는데 필요한 고농도 붕소용액 수송 지연시간 등에 

대한 검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상기 자료에 기초를 두고 증기관 파단사고의 방사능 영

향을 안전심사지침 부록 15.1.5-1절에 기술된 방법으로 평가한다.

  5. 주 검토부서의 요구에 따라 검토연계분야의 부서는 본 심사지침 I절에 기술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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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분야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공한다. 검토자는 이 자료를 사용하여 검토 절차가 

완결되었음을 확인한다.

  6. 보조급수계통의 신뢰도 및 운전성은 증기계통 배관 파단에 대한 보조급수계통 성

능 요건과 관계된 10 CFR 50.34(f)(l)(ii)와 10 CFR 50.34(f)(2)(xii)의 요건을 만족하

고 있는지 검토한다.

  7. 교류 전원상실이나 밀봉냉각재 손실(격납건물 격리로부터 야기되는)시 원자로냉각

재펌프 밀봉의 신뢰성과 건전성은 10 CFR 50.34(f)(1)(iii)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

는지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필요시 검증계산 수행)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가상의 증기관 파단사고 결과가 제어봉의 삽입, 노심 냉각능력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8조, 제30조 및 

TMI Action Plan 항목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 결론은 다음과 에 

근거한다.

  1. 신청자는 신뢰가 부여된 모든 계측기들이 가용하고, 보호계통의 자동 및 수동작

동은 계측기의 규정된 운전영역 안에서 감시되는 변수값에서 이루어짐을 입증함

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제요건이 만족됨을 

보였다.

  2. 신청자는 제어봉 삽입 기능 및 노심 냉각능력이 유지되어 핵연료 손상이 제한됨

을 입증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규제요건을 만

족하였다. 핵연료봉의 최소 핵비등이탈률은 ________ 이었고, 피복재가 손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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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봉 수는 _____ %이다.

  3. 신청자는 가상사고시 일차계통 경계의 건전성을 입증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규제요건을 만족시켰다.

  4. 신청자는 충분한 노심냉각과 반응도 제어(붕소 주입을 통해)를 제공하기 위한 비

상노심냉각계통의 타당성을 입증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30 조의 규제요건을 만족시켰다.

  5. 소외전원 유무를 가정한(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여러 가지 운전모드 중 격납건물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증기관 파단사고의 분석

과 영향이 검토되었다. 최대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사고는 이미 검토되고 승인

된 수학적 모델에 의해 분석되고 평가되었다.

  6. 이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된 변수들이 검토되었고, 충분히 보수적인 것으로 판명

되었다.

  7. 방사능 방출은 전산코드와 사고시 발전소 거동에 대한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평가되었다. 방사선량 평가시 물과 증기 사이의 제염계수는 ________이 사용되었

고, χ/Q는 _______로 사용되었다. 계산된 선량이 표 ____에 주어졌다. 운영기술

지침서에서의 일/이차 냉각재의 방사능농도 제한치는 증기관 파단 사고해석시 10 

CFR 100 선량제한치의 10% 이내를 유지하도록 제한되었다. 만약 사고가 옥소 스

파이크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잠재 선량은 10 CFR 100의 선량제한치 이

내이다.

  8. 신청자는 증기계통 배관 파손시 붕괴열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된 보조급수 또는 

다른 검증된 계통의 적절성을 입증함으로써 10 CFR 50.34(f)(1)(ii)와 10 CFR 

50.34(f)(2)(xii)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9. 신청자는 가상사고에도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건전성이나 운전성능을 입증함으로써 

10 CFR 50.34(f)(1)(iii)의 요건이 만족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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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2.1절  외부 부하상실

제15.2.2절  터빈정지

제15.2.3절  복수기 진공 상실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보통 빈도로 발생이 예측되는 많은 초기사건이 이차계통에 의해 예기치 않은 열제

거 감소를 유발한다. 본 절에서 다루는 각 사고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각 해당 절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세부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외부 부하상실

    외부 부하상실사고에서 전기적 교란은 발전기 부하의 상실을 초래한다. 이 부하상

실 상황은 소외 교류전원이 이용 가능하여 발전소 보조계통(원자로냉각재펌프와 

같은)이 운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15.2.6절의 교류전원상실 상태와는 다르다. 따라

서 소내 비상디젤발전기는 외부 부하상실사고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발전기 부

하가 상실될 경우 터빈 조절밸브의 즉각적인 급속 폐쇄가 개시되며, 증기유량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증기발생기 이차측의 온도 및 압력이 증가한다. 이는 원자로

냉각재 온도의 증가, 냉각재 밀도의 감소, 가압기 수위 증가 및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증가를 초래한다. 이 때 원자로 설계 및 부하 감발 용량에 따라 원자로 정지

가 발생할 수도 있다. 통합 제어계통을 갖춘 가압 경수로의 경우에는, 터빈 조절

밸브를 조절하면 원자로 출력이 낮은 수준에서 운전될 수 있다. 

    모든 경수로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통의 한 개 또는 몇 개의 작동으로 현열 및 붕

괴열이 제거될 수 있다 : 증기방출계통, 복수기 증기우회계통, 비상노심냉각계통, 

보조급수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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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터빈 정지

    터빈이나 원자로계통의 오동작으로 인해 터빈으로 흐르는 증기 유동이 갑작스럽

게 멈춤으로써 터빈이 정지한다. 이 사고는 터빈 정지밸브의 급속 폐쇄가 개시된

다는 점에서 외부 부하상실사고와 다르다. 터빈 정지밸브 폐쇄시간은 터빈 제어밸

브 보다 빠르기 때문에(0.1 초),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전형적인 발전소에 있

어 터빈 정지밸브에 있는 위치 스위치가 터빈 정지를 감지하여 원자로를 정지시

킨다. 이 과도상태의 나머지 부분은 외부 부하상실사고와 유사하다.

  3. 복수기 진공상실

    복수기 진공상실은 터빈 정지를 초래할 수 있는 오동작의 하나이다. 따라서 터빈

정지 사고와 같은 사항이 적용된다. 또한, 계통 상호작용에 의해 복수기 진공상실

은 저 흡입압력에 의한 급수펌프 정지를 초래한다. 첨두압력에 이르는 초기조건들

이 1차측 및 2차측에 있어 각각 다르기 때문에, 1, 2차 계통 첨두압력에 대한 별

개의 해석이 필요하다.

4. 상기 과도상태들에 대한 검토 대상에는 사건경위, 해석모델, 해석모델에 사용된 변

수 값, 사건의 예측결과 등이 포함된다. 

   가. 사건경위에 대해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한다.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 보호계통, 공학적 안전설비, 원자로를 보호하고 안전한 상

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전원 조치 등에 대한 가정사항들을 집중 검토한

다.

   나. 해석방법들을 검토하여 수학적 모델 및 전산 코드가 이전에 검토․승인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해석방법 또는 전산 코드가 이전에 검토된 적이 없다

면 검토자는 새로운 해석 모델 또는 전산 코드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수행한다.

   다. 관련된 계통변수의 예측치가 해당 원자로 노형에 대해 예상되는 범위 이내이

며, 과도상태의 예측된 결과가 II절에 기술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석결과를 검토한다. 

   라.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을 포함하여 해석모델에 사

용된 모든 변수 값을 검토한다. 원자로심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4.2, 

4.3, 4.4절에 대한 검토주관의 일부로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석에 기술된 노

물리, 핵연료 설계, 노심 열수력 자료를 검토한다. 또한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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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B : Reactor Coolant Pressure Boundary)의 과압보호 타당성에 대해 안전

성분석보고서 5.2.2절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본 절과 연계된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과도상태 및 사고해석에 대한 일반 정보는 안전심사지침 15.0절에 제시되어 있다.

 2. 설계기준사고와 관련된 방사선학적 영향은 안전심사지침 15.6.5.1절에 따라 검토된

다.

 3. 원자로 및 발전소 보호 및 안전 계측제어계통이 자동 동작, 원격감지, 지시, 제어, 

보조 및 공유계통과의 연동 등과 관련하여 안전성 분석에서 가정한대로 기능을 발

휘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건경위의 계측제어 측면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

지침 7장에 따라 수행된다.

 4. 잠재적 우회모드와 운전원의 수동제어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2절, 

7.3절, 7.4절 및 7.5절에 따라 수행된다. 

 5. 운영기술지침서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절에 따라 수행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한다.

 1.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AOO)시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

하지 않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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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절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상되는 범위에 걸쳐서 변수 및 계통들을 감시하

기 위한 계측장치와 이러한 변수 및 계통들을 규정된 운전범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제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3.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관련 보조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압력경계가 파

손(breach)되지 않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4.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

도록 소내 및 소외 전력계통이 설치되어야 한다. 각 전력계통(다른 계통이 가용하

지 않다는 가정 하에서)의 안전기능은 연료허용손상한계와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의 설계기준이 예상운전과도시 초과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 및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다(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5. 예상운전과도시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도록 반응도 변화를 제어할 수 있

는 계통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반응도 제어는 제어봉 고착과 같은 고장에 대

해 적절한 여유도를 갖도록 함으로써 성취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의 본 절에서 상기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은 다

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I절에 기술된 초기사건들에 대한 검토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이차측에 의해 예기치 않은 열제거 감소를 가져오는 보통 빈도의 사건 중 특히 

1,2차측 압력 및 장기 붕괴열 제거측면에서 가장 제한적인 사건을 확인한다.

   나. 가장 제한적인 사건에 대해 예측된 발전소의 응답이 핵연료 손상 및 계통 압력

에 대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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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건 해석시 가정된 발전소 보호계통 설정치들이 Regulatory Guide(이하 "RG") 

1.105에 기술된 바대로 적절한 측정 허용 오차를 고려하여 선정되었는지 확인

한다.

   라. 사건 평가시 RG 1.206의 규제지침에 따라 단일 고장, 운전원 실수, 비안전 계통

의 작동 등이 고려되었는지 확인한다.

2. 보통 빈도 사건에 대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0조, 제

22조, 제24조, 제28조의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압력은 설계압력의 110% 미만으로 유지되어

야 한다.

   나.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적절한 상관식에 근거하여 95/95 핵비등이탈률 제한치 이

상이 되게 하여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 보통 빈도 사건은 독립적인 다른 고장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는 한, 보다 심각

한 발전소 조건을 유발시켜서는 안된다.

   라. 안전심사지침의 본 절에 기술된 유형의 예상운전과도 사건들에 대한 발전소 응

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RG 1.105의 요건들이 사용된다.

   마. 가장 제한적인 발전소 계통 단일 고장은 RG 1.53의 지침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요건에 따라 해석시 가정되어야 한다.  

   바. 과도상태 및 사고시 비안전관련 계통의 동작과 능동 및 수동 계통(특히 수동 

계통의 역지밸브의 동작)의 단일 고장이 SECY 77-439, SECY 94-084 및 RG 

1.206의 지침에 따라 평가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3. 해석모델에 쓰인 변수 값은 적절히 보수적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변수 값들은 

허용가능하다.

   가. 초기 원자로 출력은 정격(허가) 노심 열출력에 2%의 출력 측정 불확실도를 고

려하여 102%이다. 이는 더 작은 불확실도 값이 측정 불확실도 방법론 및 평가를 

통해 정당화되거나, 출력 측정 불확실도가 다른 방법으로 고려되지 않는 한(안전

심사지침 4.4절 참조) 적용된다. 원자로냉각재 유량은 정격 설계유량에서 유량 

측정 불확실도를 감한 값이다.

   나. 최대 반응도 제어봉이 노심에서 인출된 상태에서 최대 시간 지연을 가정하는 

등 보수적인 비상정지 특성을 가정한다. 이는 다른 보수적인 인자가 불확실도 

방법론 및 평가를 통해 정당화되거나, 불확실도가 다른 방법으로 고려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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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용된다(안전심사지침 4.4절 참조).

   다. 감속재온도계수, 기포계수, 도플러계수, 축방향 출력분포, 반경방향 출력분포의 

조합이 가장 제한적이 되도록 노심 연소도를 선정한다.

   라. 해석시 사고완화계통들은 RG 1.105에 따라 계기 불확실도 허용범위를 고려한 

설정치에서 작동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III. 검토절차

   다음의 절차는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검토시 모두 사용된다. 건설허가 검토시에는 

분석에 사용된 계통변수 및 설정치의 값이 예비설계 값으로서 변경될 수 있다. 운영허

가 검토시에는 최종설계 값이 사고해석에 사용되어야 하며, 검토자는 이 값들을 운영

기술지침서에 포함된 안전계통 제한설정치와 비교한다.

1. 사건 개요에 대해 초기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검토한다. 또한 사건발생 후 안정

상태에 이를 때까지의 사건 진행과정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 계측제어의 기능 수행을 가정한 정도

  나. 발전소 및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 수행을 요구하는 정도

  다.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계통의 기능 수행에 대한 보장여부

  라. 필요로 하는 공학적안전설비의 작동

  마. 운전원 조치를 요구하는 정도

  바. 제어봉 고착과 같은 고장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는 여유도

  사. 계통 및 운전변수의 계측 불확실도에 대한 적절한 고려 

2. 특정 과도현상이 다른 유사 과도현상보다 제한적이 아니라고 기술되어 있다면, 그 

정당성을 평가한다. 신청자는 가장 심각한 열제거 감소 과도현상에 관해 정량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 과도현상의 결과를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는데 필요한 보호

계통, 공학적안전설비, 기타 계통의 적절한 작동 시점을 검토한다. 계통 변수의 예상 

변화치를 다양한 종류의 원자로정지 및 계통 작동 설정치와 비교한다.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자동 개시, 작동 지연, 우회 모드, 연동장치, 그리고 운전원 조치가 필요

하거나 예상된다고 기술되어 있을 경우 수동운전의 타당성에 대해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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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한 정도까지, 과도현상의 전개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통이나 부품의 단일 

능동고장의 영향을 평가한다. 소외전원상실은 단일고장으로 고려될 수 없다. 각각의 

열제거 감소 과도현상은 단일 능동고장과 함께 소외전원이 상실된 상태 및 소외전

원 가용 상태에 대해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의 검토를 위해서는 안전성분석

보고서 5, 6, 7, 8장에 대한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된 검토절차를 이용한다.

4. 노심 성능을 평가하고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압력을 예측하기 위해 사

용된 수학적 모델을 검토하여, 이 모델이 이전에 검토되어 승인된 것인지 확인한다. 

사용된 모델이 검토 혹은 승인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가 제안한 모델에 대한 일

반적인 검토에 착수한다. 

5. 모델에 입력으로 사용된 계통변수값,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들을 검토한다. 그 중 

분석시 사용된 반응도 계수와 제어봉 반응도 값, 노심 연소도에 따른 반응도의 기

포계수, 도플러계수, 감속재온도계수의 변화는 특히 중요하다. 선정된 노심 연소도

에서 최소 여유도를 가질 것이라는 타당성 입증자료를 검토한다. 

6.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핵연료 건전성, 사건이 더 심각하게 될 가능성, 그리고 원자로

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최대 압력 등과 관련하여 II절에 제시된 허용기준과 비

교한다. 이를 위해 시간에 따른 다음 변수들이 검토된다. 

   가. 원자로 출력

   나. 열속(평균치와 최대치)

   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라. 최소 핵비등이탈률 

   마. 냉각재 상태(입구온도, 노심 평균온도, 평균채널 및 고온채널의 출구온도, 증기분률)

   바. 증기관 압력 

   사. 격납건물 압력 및 온도

   아. 안전밸브 및 압력방출밸브 유량

   자.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격납건물 계통으로의 유량 (만약 적용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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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인 과도상태에 있어 중요한 변수들의 값이 예상된 범위 내에 있는지 파악하

기 위해서 다른 유사한 발전소의 값들과 비교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검토결과 (필요시 

검증계산 포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

성한다. 검토자는 또한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한 근거를 기술한다.

 검토자는 보통 빈도로 발생이 예상되는 이차계통에 의한 예기치 않은 열제거 감소를 

초래하는 과도상태에 대하여 발전소 설계가 허용가능하며, 예측된 발전소 응답이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8조의 요건들

을 만족한다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의 확인에 근거한다.

1. 신청자는 이 사건에 대해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여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및 제28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또한 

발전소의 과도상태가 예기치 않은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감소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이 사고로 인해 원자로냉각재 압력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고 최종 누설이 허

용기준 이내임을 입증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요

건을 만족하였다. 

2. 신청자는 신뢰하는 모든 계측장치가 이용가능하고 보호계통이 자동이든 수동이든 

계기의 규정된 운전범위 이내인 감시 변수 값에서 작동됨을 입증함으로써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3. 보통 빈도로 발생이 예상되는 초기사건은 다음과 같다.

  가. 터빈정지

  나. 외부 부하상실

  다. 증기압 조절기 오동작

  라. 복수기 진공상실

  마. 발전소 보조계통용 비비상교류전원 상실  

  바. 정상급수유량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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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한 가상 사건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과도상태의 검토결과, 노심 열적 여유도,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주증기계통의 압력에 대한 가장 제한적인 과도상태는         

     임을 확인하였다. 이 과도상태는 이미 검토 승인된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신청자에 의해 평가되었다. 이 모델에 입력으로 사용된 변수는 검토결과 적절히 보

수적이며 RG 1.105의 권고에 따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과도상태의 해석결과에 의

해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미만으로 감소하지 않음을 보장함으로써 피복재 건

전성이 유지되고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주증기계통 내의 최대 압력이 설계압력의 

110%를 초과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5. 신청자는 이 사건에 대해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제28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또한, 

원자로냉각재 압력 제한치가 초과되지 않고 최종 누설이 허용기준 이내임을 입증함

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6. 신청자는 단일고장 기준에 관한 RG 1.53, SECY 77-439, SECY 94-084 및 RG 1.206

의 규제 입장과, 안전관련 계통 및 기기의 계기 작동에 관한 RG 1.105의 규제 입장

을 만족하였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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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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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2.6절 발전소 보조계통용 비비상교류전원 상실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발전소 보조계통용 비비상교류전원 상실은 발전소 보조계통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

의 상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러한 상황은 외부(소외) 전력망 또는 소내 교

류전원 분배계통의 완전상실로 인해 일어날 수 있으며, 발전소 보조계통에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여전히 가용한 15.2.1절의 외부부하 상실사고와는 다르다. 주된 차이점은 

교류전원상실의 경우에는 초기사건에 의해 동시에 모든 원자로냉각재펌프가 정지한다

는 점이다. 이것은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의 감소뿐만 아니라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급격한 감소까지 야기한다.

   터빈은 수초 내에 자동정지되고 원자로냉각재계통은 격리되어 냉각재의 압력과 온

도가 상승한다. 원자로는 터빈정지에 의해 자동정지된다. 디젤발전기가 자동 기동하여 

필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한다. 현열(sensible heat) 및 붕괴열 제거는 증기방출계통, 복

수기 증기우회계통, 비상노심냉각계통 및 보조급수계통 등의 작동에 의해 수행된다. 

   교류전원 상실사건은 터빈 제어밸브의 급속 폐쇄로 인한 즉각적인 부하 감발, 응축

수 및 급수펌프의 전원상실로 인한 급수 상실, 복수기 진공상실에 따른 원자로 격리 

와 같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류전원 상실사건의 검토는 사고경위, 해석모델, 해석

모델에 사용되는 변수 값, 그리고 과도상태의 예상되는 결과를 포함한다. 세부 검토분

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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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사건경위에 대해 원자로보호계통, 공학적 안전설비, 원

자로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운전원 조치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검토

한다. 

2. 해석적 방법을 검토하여 수학적 모델 및 컴퓨터 코드가 이전에 검토․승인된 적이 있

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해석적 방법이 검토된 적이 없다면 새로운 해석 모델에 대

한 일반적 평가를 수행한다.

3. 예측된 해석결과가 II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또한, 관련된 계통 변수

값이 해당 원자로 노형에 대해 예상되는 범위 이내인지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본 절과 연계된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과도상태 및 사고해석에 대한 일반 정보는 안전심사지침 15.0절에 제시되어 있다.

 2. 설계기준사고와 관련된 방사선학적 영향은 안전심사지침 15.6.5.1절에 따라 검토된

다.

 3. 원자로와 발전소의 보호 및 안전 계측제어계통이 자동 동작, 원격감지, 지시, 제어, 

보조 및 공유계통과의 연동 등과 관련하여 안전성 분석에서 가정한대로 기능을 발

휘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건경위의 계측제어 측면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

지침 7장에 따라 수행된다. 

 4. 운영기술지침서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절에 따라 수행된다. 

 5. 보조급수 계통의 신뢰도가 NUREG-0737, II.E.1.1 및 II.E.1.2, NUREG-0660, 

II.K.2.(1), CFR 50.34(f)(1)(ii) 및 10 CFR 50.34(f)(2)(xii)의 요건 및 지침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심사지침 10.4.9에 따라 검토한다.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는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의 협조를 통해 보조급수의 작동에 적절한 지연시간이 

가정되었는지 확인한다.

 6. 원자로 노심의 해석모델에 사용된 변수 값들이 발전소 설계 및 명시된 운전조건과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핵연료 피복재 손상 제한치에 대한 허용기준을 확인하고, 안

전심사지침 4.2, 4.3, 4.4절에 따라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석에 기술된 노물리, 핵연

료 설계, 노심 열수력 자료를 검토한다.  



제15.2.6절                                                      개정 4 - 2014. 12- 3 -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한다.

1.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AOO)시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

지 않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17조).

2. 적절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상되는 범위에 걸쳐서 변수 및 계통들을 감시하기 

위한 계측장치와 이러한 변수 및 계통들을 규정된 운전범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제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3.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관련 보조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압력경계가 파

손(breach)되지 않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4. 예상운전과도시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도록 반응도 변화를 제어할 수 있

는 계통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반응도 제어는 제어봉 고착과 같은 고장에 대

해 적절한 여유도를 갖도록 함으로써 성취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의 본 절에서 상기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은 다

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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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보통 빈도 사건에 대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0조, 제22

조, 제28조의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압력은 설계압력의 110%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최소 핵비등이탈률(DNBR)이 적절한 상관식에 근거하여 95/95 DNBR 제한치 이상이 

되게 하여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3. 보통 빈도 사건은 독립적인 다른 고장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는 한, 보다 심각한 발

전소 조건을 유발시켜서는 안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및 제22조의 요건들에 대해 

Regulatory Guide(이하 “RG") 1.105의 규제입장이 본 절에서 언급된 유형의 예상운

전과도에 대한 발전소 응답에 대하여 적용된다.

5. 가장 제한적인 발전소 계통 단일 고장이 해석시 가정되어야 하며 RG 1.53의 규제입

장을 만족해야 한다.

   비비상 교류전원상실사건에 대한 신청자의 분석은 허용가능하며 승인된 해석모델

에 근거해야 한다. 만약 신청자가 승인되지 않은 해석방법을 제안한다면 허용가능한 

것으로 승인할 것인지 평가한다. 

해석모델에 쓰인 변수 값은 적절히 보수적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변수 값들은 허용

가능하다.

  1. 초기 출력준위는 더 낮은 출력준위에 대해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초기조건

으로 가정한 운전 중인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 수에 대응되는 노심 열출력의 허

가출력에 2%의 출력 측정 불확실도를 더하여야 한다. 

  2. 최대 반응도 제어봉이 노심에서 인출된 상태에서 최대 시간 지연을 가정하는 등 

보수적인 비상정지 특성을 가정한다.

  3. 감속재온도 계수, 기포 계수, 도플러 계수, 축방향 출력 분포, 반경방향 출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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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합이 가장 제한적이 되도록 노심 연소도를 선정한다.

  4. 사고완화 계통은 RG 1.105에 따라 계기의 불확실도에 따른 여유도를 고려한 설정

치에서 작동한다고 해석시에 가정한다. 

III. 검토절차

   건설허가 검토시나 운영허가 검토시 모두 아래의 검토절차를 따른다. 건설허가 검

토시에는 분석에 사용된 계통변수나 설정치 값들이 예비설계 값으로서 변경될 수 있

다. 운영허가 검토시에는 최종 설계값이 사고해석에 사용되어야 하며, 검토자는 이 값

들을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한 안전계통 제한설정치와 비교한다.

1. 사건 개요에 대해 초기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검토한다. 또한 사건발생 후 안정

상태에 이를 때까지의 사건 진행과정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 계측제어의 기능 수행을 가정한 정도

  나. 발전소 및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 수행을 요구하는 정도

  다.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계통의 기능 수행에 대한 보장 여부

  라. 필요로 하는 공학적 안전계통의 작동

  마. 운전원 조치를 요구하는 정도

  바. 필요로 하는 비상디젤발전기의 운전 

  사. 제어봉 고착과 같은 고장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는 여유도

2. 발전소보조계통용 비비상교류전원상실 과도상태가 다른 유사한 과도상태보다 제한

적이 아니라고 기술되어 있다면, 그 정당성을 평가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교류전

원상실 과도상태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제시되어 있다면 과도상태의 결과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는데 필요한 보호계통, 공학적안전설비, 비상디젤발전기 및 

기타 계통의 작동 시점을 검토한다. 계통 변수의 예상 변화치를 다양한 종류의 원

자로정지 및 계통 작동 설정치와 비교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7장에 대한 검토에서 

계측제어계통의 설계가 이러한 사건에 대한 안전계통의 작동요건과 일치하는지 확

인한다. 필요한 정도까지, 과도현상의 전개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통이나 기기

의 단일 능동고장의 영향을 평가한다. 이러한 측면의 검토를 위해서는 안전성분석

보고서 4, 5, 6, 7, 8, 9장에 대한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된 검토절차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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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심 성능을 평가하고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압력을 예측하기 위해 사

용된 수학적 모델을 검토하여, 이 모델이 이전에 검토되어 승인된 것인지 확인한다. 

사용된 모델이 검토 혹은 승인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가 제안한 모델에 대한 일

반적인 검토에 착수한다. 

4. 모델에 입력으로 사용된 계통변수값,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들을 검토한다. 그 중 

분석시 사용된 반응도 계수와 제어봉 반응도 값, 노심 연소도에 따른 반응도의 기

포계수, 도플러계수, 감속재 온도계수의 변화는 특히 중요하다. 검토자는 선정된 노

심 연소도에서 최소 여유도를 가질 것이라는 타당성 입증자료를 검토한다. 분석시 

사용된 반응도 변수값도 검토한다.

5.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최대 압력을 II절에 제시된 

허용기준과 비교한다. 이를 위해 과도상태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의 시간에 따른 변

화를 검토한다.  

   가. 원자로 출력

   나. 열속(평균치와 최대치)

   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라. 최소 핵비등이탈률 

   마. 냉각재 상태(입구온도, 노심 평균온도, 평균채널 및 고온채널의 출구온도, 증기분률)

   바. 증기관 압력 

   사. 격납건물 압력

   아. 압력방출밸브 유량

   자.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격납건물 계통으로의 유량 (만약 적용된다면)

   교류전원 상실사건에 있어 중요한 변수들의 값이 예상된 범위내에 있는지 파악하

기 위해서 다른 유사한 발전소의 값들과 비교한다.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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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검토결과 (필요시 

검증계산 포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또한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한 근거를 기술한다.

검토자는 보통 빈도로 발생이 예상되는 발전소 보조계통용 비비상교류전원 상실 과도

상태에 대하여 발전소 설계가 허용가능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8조 및 적용가능한 TMI 후속조치 요건들을 만족한다고 결

론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의 확인에 근거한다.

1. 신청자는 이 사건에 대해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음으로써 핵연료 건전성

이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및 제

28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2. 신청자는 신뢰한 모든 계측장치가 이용가능하고 보호계통이 자동이든 수동이든 계

기의 규정된 운전범위 이내인 감시 변수 값에서 작동됨을 입증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3. 신청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고 최종 

누설이 허용기준 이내임을 입증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22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이러한 요건은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주증기계통 내 최

대 압력이 설계압력의 110%를 초과하지 않음으로써 충족되었다.

4. 신청자는 이 사건 동안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음으로써 제어봉 고착에 대

한 여유도를 고려하여 반응도를 적절히 제어하기 위한 반응도 제어계통의 능력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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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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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5. 전력산업기술기준 MN

 6. NUREG-75/103, Safety Evaluation Report, "RESAR-41, Standard Reference 

System," Westinghouse Electric Corporation, December 1975.

 7. NUREG-0104, Safety Evaluation Report, "RESAR-35, Standard Reference System," 

Westinghouse Electic Corporation, December 1976.

 8. NUREG-0491, Safety Evaluation Report, "RESAR-414, Standard Reference System," 

Westinghouse Electic Corporation, November 1978.

 9. NUREG-75/112, Safety Evaluation Report, "CESSAR System 80, Standard 

Reference System," Combustion Engineering Incorporated., December 1975.

10. ANSI N18.2, "Nuclear  Safety Criteria for  the Design of  Stationary Pressurized 

Water  Reactor  Plants,"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1974).

11. NUREG-0433, Safety Evaluation Report, "B-SAR-205, Nuclear Steam Supply System," 

Babcock & Wilcox Company, May 1978.

12. AP1000 Final Safety Evaluation Report, Chapter 15, Transient and Accident 

Analyses.

13. Regulatory Guide 1.53, "Application of the Single Failure Criterion to Nuclear Power 

Plant Systems Protection."

14. Regulatory Guide 1.105, "Instrument Setpoints for Safety-Related Systems", 1986.

15. NUREG-0718, "Licensing Requirements for Pending Applications for Construction 

Permits and Manufacturing Licenses."

16. NUREG-0737, "Class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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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2.7절 정상급수유량 상실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정상급수유량의 상실은 급수펌프의 고장, 밸브 오동작 또는 소외전원상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급수유량상실이 일어나면 원자로냉각재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며 결과

적으로 핵연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로 비상정지가 발생한다.  

   노심붕괴열은 정상급수유량 상실 후 증기방출계통, 복수기 증기우회계통, 보조급수

계통 등을 사용하여 제거될 수 있다. 세부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사고경위  

  2. 해석모델 

  3. 해석모델에 사용되는 변수 값

  4. 사고의 예상되는 결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사고경위는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안

전해석분야 담당부서에서 검토한다. 중점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보호계통의 필요성  

  2. 공학적안전설비 

  3. 원자로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전원 조치

  4. 보조급수의 역할 및 성능, 관련된 운전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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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적 방법을 검토하여 수학적 모델 및 전산 코드가 이전에 검토․승인된 적이 있는지

를 확인한다. 만약 해석적 방법이 검토된 적이 없다면 새로운 해석 모델에 대한 일반

적 평가를 수행한다.

 관련된 계통변수의 예측치가 해당 원자로 노형에 대해 예상되는 범위 이내이며, 과도

상태의 예측된 결과가 II절에 기술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석결과

를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본 절과 연계된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과도상태 및 사고해석에 대한 일반 정보는 안전심사지침 15.0절에 제시되어 있다.

  2. 설계기준사고와 관련된 방사선학적 영향은 안전심사지침 15.6.5.1절에 따라 검토

된다. 

  3. 원자로 노심의 해석모델에 사용된 변수 값들이 발전소 설계 및 명시된 운전조건

과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핵연료 피복재 손상 제한치에 대한 허용기준을 확인하

고, 안전심사지침 4.2, 4.3, 4.4절에 따라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석에 기술된 노물

리, 핵연료 설계, 노심 열수력 자료를 검토한다.

  4. 운영기술지침서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절에 따라 수행된다.

  5. 보조급수 계통의 신뢰도가 10 CFR 50.34(f)(1)(ii) 및 10 CFR 50.34(f)(2)(xii)의 요건 

및 NUREG-0737, II.K.2.19의 지침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심사지침 

10.4.9에 따라 검토한다. 

  6. 보조급수계통과 관련된 계측제어의 작동상태에 대한 가정이 적절한지를 안전심사

지침 7.2절, 7.3절, 7.4절 및 7.5절에 따라 검토한다.

  7. 원자로와 발전소의 보호 및 안전 계측제어계통이 자동 동작, 원격감지, 지시, 제

어, 보조 및 공유계통과의 연동 등과 관련하여 안전성 분석에서 가정한대로 기능

을 발휘하고, Regulatory Guide(이하 “RG") 1.105의 지침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

기 위한 사건경위의 계측제어 측면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2절, 7.3절, 7.4

절 및 7.5절에 따라 수행된다. 또한 10 CFR 50.34(f)(2)(xii)의 요건 및 지침이 충족

되고, 적절한 보조급수 작동 지연시간이 가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조급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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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설계를 평가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한다.

 1.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AOO)시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

하지 않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2. 적절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상되는 범위에 걸쳐서 변수 및 계통들을 감시하

기 위한 계측장치와 이러한 변수 및 계통들을 규정된 운전범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제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3.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관련 보조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압력경계가 파

손(breach)되지 않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4. 예상운전과도 및 정상운전 중에 안전성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제 기능

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내 및 소외 전력계통이 설치되어야 한다. 

각 전력계통(다른 계통이 가용하지 않다는 가정 하에서)의 안전기능은 연료허용손

상한계와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설계기준이 예상운전과도시 초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용량 및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다(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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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

기 위해 신뢰성 있게 반응도를 제어할 수 있는 계통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것은 

제어봉 고착과 같은 고장에 대해 적절한 여유도를 갖도록 함으로써 성취된다(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6. 정상급수 상실사건에 대한 보조급수계통 성능요건과 관련하여 NUREG-0737, 

II.K.2.19, 10 CFR 50.34 (f)(1)(ii) 및 10 CFR 50.34 (f)(2)(xii)의 TMI 후속조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의 본 절에서 상기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은 다

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정상급수 상실사건을 검토하는 기본 목적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가. 정상급수 상실사건에 대한 발전소 응답이 핵연료 손상과 계통압력에 대한 허용

기준을 만족한다.

   나. 발전소가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장기 붕괴열 제거 용량이 충분하다.

   다. 사건 분석시 가정된 발전소 보호계통 설정치들은 RG 1.105에 기술된 바대로 측

정 불확실도에 대해 적절한 허용 오차를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라. 사건 평가시 RG 1.206에 기술된 규제지침에 따라 단일 고장, 운전원 실수, 비안

전관련 계통의 동작 등을 고려하였다.

2. 보통 빈도 사건에 대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0조, 제

22조, 제24조, 제28조의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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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압력은 설계압력의 110%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나.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적절한 상관식에 근거하여 95/95 핵비등이탈률 제한치 이상

으로 유지됨을 보장함으로써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 보통 빈도 사건은 독립적인 다른 고장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는 한, 보다 심각한 

발전소 조건을 유발시켜서는 안된다.

 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및 제22조의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본 절에서 언급된 유형의 과도 상태에 대한 발전소의 응답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RG 1.105의 규제입장이 적용된다.

 마. 가장 제한적인 발전소 단일고장이 분석 시 선정되고 가정되어야 하며, RG 1.53의 규제

입장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요건들을 만족시켜야 한

다.

 바. 과도상태 및 사고시 비안전관련 계통의 동작과 능동 및 수동 계통(특히 수동 계

통의 역지밸브의 동작)의 단일 고장이 SECY 77-439, SECY 94-084 및 RG 1.206의 

지침에 따라 평가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3. 정상급수 상실사건에 대한 신청자의 분석은 허용가능한 해석모델을 사용하여야 한

다. 만약 신청자가 승인되지 않은 해석방법을 제안한다면 허용가능한 것으로 승인

할 것인지 평가한다.

해석모델에 쓰인 변수 값은 적절히 보수적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변수 값들은 허용

가능하다.

  1. 초기 출력준위는 더 낮은 출력준위에 대해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초기조건

으로 가정한 운전 중인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 수에 대응되는 노심 열출력의 허

가출력에 2%의 출력 측정 불확실도를 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석시 가정한 원

자로냉각재계통 유로 수는 해당 사고의 결과를 최대화시키는 운전조건에 해당되

는 유로 수이어야 한다.

  2. 최대 반응도 제어봉이 노심에서 인출된 상태에서 최대 시간 지연을 가정하는 등 

보수적인 비상정지 특성을 가정한다. 이는 다른 보수적인 인자가 불확실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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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및 평가를 통해 정당화되거나, 불확실도가 다른 방법으로 고려되지 않는 한 

적용된다(안전심사지침 4.4절 참조).

  3. 감속재온도 계수, 기포 계수, 도플러 계수, 축방향 출력 분포, 반경방향 출력 분포

의 조합이 가장 제한적이 되도록 노심 연소도를 선정한다.

  4. 사고완화 계통은 RG 1.105에 따라 계기의 불확실도에 따른 여유도를 고려한 설정

치에서 작동한다고 해석시에 가정한다.

III. 검토절차

   건설허가 검토시나 운영허가 검토시 모두 아래의 검토절차를 따른다. 건설허가 검

토시에는 분석에 사용된 계통변수나 설정치 값들이 예비설계 값으로서 변경될 수 있

다. 운영허가 검토시에는 최종 설계값이 사고해석에 사용되어야 하며, 검토자는 이 값

들을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된 안전계통 제한설정치와 비교한다.

1. 사건 개요에 대해 초기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검토한다. 또한 사건발생 후 안정

상태에 이를 때까지의 사건 진행과정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 계측제어의 기능 수행을 가정한 정도

  나. 발전소 및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 수행을 요구하는 정도

  다.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계통의 기능 수행에 대한 보장여부

  라. 필요로 하는 공학적안전설비의 작동

  마. 운전원 조치를 요구하는 정도

  바. 제어봉 고착과 같은 고장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는 여유도

  사. 필요로 하는 보조계통의 작동

  아. 계통 및 운전변수의 계측 불확실도에 대한 적절한 고려 

2. 정상급수 상실 과도상태가 다른 유사한 과도상태보다 제한적이 아니라고 기술되어 

있다면 그 정당성을 평가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정상급수 상실 과도상태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제시되어 있다면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과도상태

의 결과를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는데 필요한 보호계통, 공학적 안전설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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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계통의 작동 시점을 검토한다. 계통변수의 예상 변화치를 다양한 종류의 원자로

정지 및 계통 작동 설정치와 비교한다.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 

7장에 대한 검토에서 계측제어계통의 설계가 이러한 사건에 대한 안전계통의 작동

요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필요한 정도까지, 과도현상의 전개과정을 변경시킬 수 있는 계통이나 기기의 단일 

능동고장의 영향을 평가한다. 소외전원상실은 단일고장으로 고려될 수 없다. 급수상

실은 단일 능동고장과 함께 소외전원 상실 및 소외전원 가용상태에 대해 해석되어

야 한다. 이러한 측면의 검토를 위해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 4, 5, 6, 7, 8, 9장에 대

한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된 검토절차를 이용한다. 

4. 노심 성능을 평가하고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압력을 예측하기 위해 사

용된 수학적 모델을 검토하여, 이 모델이 이전에 검토되어 승인된 것인지 확인한다. 

사용된 모델이 검토 혹은 승인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가 제안한 모델에 대한 일

반적인 검토에 착수한다. 

5. 모델에 입력으로 사용된 계통변수값,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들을 검토한다. 그 중  

분석시 사용된 반응도 계수와 제어봉 반응도 값, 노심 연소도에 따른 반응도의 기

포계수, 도플러계수, 감속재 온도계수의 변화는 특히 중요하다. 검토자는 선정된 노

심 연소도에서 최소 여유도를 가질 것이라는 타당성 입증자료를 검토한다. 

6. 소외전원 상실 영향 및 사건이 더 심각한 사건으로 진전될 가능성(격리불능의 경우 

소형 냉각재상실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압기 압력방출밸브의 고착 개방 등)을 포

함하여, 정상급수 상실사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검토하고,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

기계통의 최대 압력을 II절에 제시된 허용기준과 비교한다. 이를 위해 과도상태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검토한다.  

   가. 중성자 출력

   나. 열속(평균치와 최대치)

   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및 온도

   라. 최소 핵비등이탈률 

   마. 냉각재 상태(입구온도, 노심 평균온도, 평균채널 및 고온채널의 출구온도, 증기분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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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증기관 압력 

   사. 격납건물 압력 및 온도

   아. 압력방출밸브 유량 및 건도

   자. 가압기 수위

   차.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격납건물 계통으로의 유량 (만약 적용된다면)

   정상급수 상실사건에 있어 중요한 변수들의 값이 예상된 범위 내에 있는지 파악하

기 위해서 다른 유사한 발전소의 값들과 비교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검토결과(필요시 

검증계산 포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

성한다. 검토자는 또한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한 근거를 기술한다.

검토자는 정상급수 상실사건 해석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과도상태 해석은 발전소 운전

을 적절히 고려하고 허용가능한 해석모델들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고 결론 내린다. 또

한 원자로 보호계통 및 안전계통에 의해 정상급수 상실사건시 연료허용손상한계 및 원

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압력 제한치들이 초과되지 않을 것이 입증되었다고 결론 내린다.  

  

검토자는 보통 빈도로 발생이 예상되는 정상급수 상실 과도상태에 대하여 발전소 설

계가 허용가능하며, 예측된 발전소 응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8조의 요건들을 만족한다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의 확인에 근거한다.

1. 신청자는 이 사건에 대해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여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및 제28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또한 

원자로냉각재 압력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2. 신청자는 신뢰한 모든 계측장치가 이용가능하고 보호계통이 자동이든 수동이든 계

기의 규정된 운전범위 이내인 감시 변수 값에서 작동됨을 입증함으로써 원자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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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3. 해석모델에 입력으로 사용된 변수는 검토결과 적절히 보수적이며 RG 1.105의 권고

에 따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과도상태의 해석결과에 의해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미만으로 감소하지 않음을 보장함으로써 피복재 건전성이 유지되고 원자로냉

각재계통 및 주증기계통 내의 최대 압력이 설계압력의 110%를 초과하지 않음이 확

인되었다. 

4. 따라서, 신청자는 이 사건에 대해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

증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및 제28조의 요건을 만

족하였다.

5. 신청자는 단일고장 기준에 관한 RG 1.53, SECY 77-439, SECY 94-084 및 RG 1.206

의 규제 입장과,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의 계기 작동에 관한 RG 1.105의 규제 

입장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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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2.8절 격납건물 내․외부의 주급수계통 배관파단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가상 주급수관 파단에 의한 증기 및 급수의 방출은 원자로계통의 냉각(파단부를 통

한 과도한 에너지 방출로 인해) 또는 가열(원자로계통의 열침원 상실로 인해)을 야기할 

수 있는 이차 냉각재의 상실을 초래한다. 대형 주급수관 파단은 증기발생기 이차측 냉

각재 재고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급수를 증기발생기에 공급할 수 없을 만큼 

큰 주급수관 파단으로 정의된다. 만약 파단이 격리밸브와 증기발생기 사이에서 발생한

다고 가정할 경우 증기발생기 내부의 이차 냉각재 또한 파단부를 통해 방출된다(급수 

격리밸브 상류에서의 파단은 원자로계통에 단지 급수상실에 따른 영향을 줄 뿐이다. 

이러한 경우는 안전심사지침 15.2.7절, 정상급수유량 상실에서 다룬다). 

   만약 급수관 파열로 인해 증기발생기 내부의 물이 파단부를 통해 방출된다면 원자

로 정지가 일어난 후에 붕괴열을 제거할 물이 없을 것이다. 파단 위치와 크기에 따라 

손상된 증기발생기에 공급되는 급수가 중단될 수도 있다. 따라서 원자로계통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노심 붕괴열 제거를 위해 보조급수계통이 급수를 공급한다. 세부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주급수관 파단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자가 가정한 노심 및 원자로의 초기조건에 대

해 평가한다. 

     II절에 언급된 계통변수 값이 예상된 범위 이내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석결과를 

검토한다. 이 사고에 있어 중요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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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나. 증기발생기 압력 

   다. 유체 온도 

   라. 핵연료 및 피복재온도 

   마. 파단부 방출유량

   바. 증기관 및 급수 유량 

   사. 안전밸브 및 감압밸브의 유량 

   아. 가압기 및 증기발생기의 수위 

   자. 격납건물 내부의 질량 및 에너지 전달(격납건물 내부 파단의 경우) 

   차. 원자로 출력 

   카. 노심 전체 반응도

   타. 고온 및 평균 채널 열속

   파. 최소 핵비등이탈률

  2. 열수력학적 해석방법, 원자로 정지시간과 원자로보호계통의 작동 개시 전후의 시

간 지연을 결정하기 위한 해석을 포함한 가상사고의 사건경위를 검토한다. 

 해석방법을 검토하여 수학적 모델 및 전산 코드가 이전에 검토․승인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이전에 검토된 적이 없다면 검토자는 새로운 해석모델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수행한다. 분석모델에 사용된 변수 값, 노심의 초기조건 및 모든 핵설계 변수

들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가. 출력준위

 나. 출력분포 

 다. 도플러 계수 

 라. 감속재 온도계수 

 마. 기포계수 

 바. 원자로 동특성  

 사. 핵비등이탈 상관식 

 아. 제어봉 반응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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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보조계통의 응답, 원자로보호계통의 기능 및 운전특성이 사건

경위에 미치는 영향, 원자로를 보호하고 안전정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

전원 조치들을 검토한다.

  원자로보호계통의 성능, 공학적 안전설비, 원자로를 보호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

기 위한 모든 운전원 조치들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사건경위

를 검토한다.  

4. 주급수관 파단사고후의 과도상태 제어를 위해 공급되는 유량이 허용가능한지 확인

하기 위해 보조급수계통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본 절과 연계된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과도상태 및 사고해석에 대한 일반 정보는 안전심사지침 15.0절에 제시되어 있다.

2. 설계기준사고와 관련된 방사선학적 영향은 안전심사지침 15.6.5.1절에 따라 검토된다. 

3. 분사 추력을 포함한 취출부하의 영향, 배관 및 기기 지지대, 안전밸브 및 압력방출

밸브에 대한 설계기준 등은 안전심사지침 3.6.2절, 3.9.1절, 3.9.2절 및 3.9.3절에 따

라 검토된다.

4. 원자로 노심의 해석모델에 사용된 변수 값들이 발전소 설계 및 명시된 운전조건과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핵연료 피복재 손상 제한치에 대한 허용기준을 확인하고, 안

전심사지침 4.2, 4.3, 4.4절에 따라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석에 기술된 노물리, 핵연

료 설계, 노심 열수력 자료를 검토한다. 

5.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및 원자로 용기의 파괴인성 물성치는 안전심사지침 5.2.3절 

및 5.3.1절에 따라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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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압력 및 온도가 격납건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평가와 관련된 주급수관 파단에 대

한 격납건물의 응답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2.1절에 따라 수행된다. 가상 파

단부로 방출되는 질량 및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한 해석방법은 안전심사지침 6.2.1.3

절에 따라 검토된다.

7. 원자로와 발전소의 보호 및 안전 계측제어계통이 자동 동작, 원격감지, 지시, 제어, 

보조 및 공유계통과의 연동 등과 관련하여 안전성 분석에서 가정한대로 기능을 발

휘할 것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사건경위의 계측제어 측면에 대해 검토한다. 여기에

는 보조급수계통의 자동 및 수동 개시, 제어실에서의 유량 지시 등을 보장하기 위

해 필요한 계측제어 장치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며, 안전심사지침 7장에 따라 검토

된다. 잠재적인 우회 모드 및 운전원에 의한 수동 제어 가능성에 대해서도 안전심

사지침 7장에 따라 검토된다. 

8. 소내전원 또는 소외전원이 이용가능한 상태에서 단일 능동고장을 가정한 주급수배

관 파단사고시 보조급수계통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0.4.9절

에 따라 수행된다.  

9. 소외 방출을 결정하기 위한 핵분열 생성물 방출 가정에 대해 평가하고 주급수 배관 

파단에 의한 방사능 결말분석 결과가 허용기준 이내임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는 안

전심사지침 15.6.5.1절에 따라 수행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주급수계통 배관 파단사고를 검토하는 기본 목적은 최대 급수관의 양단 파단에 상

응하는 면적까지의 파단 크기에 대해 원자로냉각재계통이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

을 확인하는 데 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자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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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를 근거로 한다.

1. 적절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상되는 범위에 걸쳐서 변수 및 계통들을 감시하기 

위한 계측장치와 이러한 변수 및 계통들을 규정된 운전범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제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2. 안전성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소외 및 소내 전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각 전력계통(다른 계통이 가용하지 않다는 가정 하에서)은 가상사

고시 노심이 냉각되고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설계기준이 초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성능 및 용량을 제공하는 것이다(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24조).

 3.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고 노심의 냉각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28조). 

 4.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압력경계가 취성이 없어야 되고 파괴가 전파되는 확률이 최소

화되도록 충분한 여유도를 가지고 설계되어야 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5.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보조계통은 충분한 비상노심냉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6. 부지경계에서 계산된 선량이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및 10 CFR 100).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의 본 절에서 상기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은 다

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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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보조급수계통에 의한 적절한 붕괴열 제거를 유지하기 위한 TMI 후속조치 요건은 

10 CFR 50.34(f)(1)(ii) 및 10 CFR 50.34(f)(2)(xii)에 명시되어 있다. 원자로냉각재펌프

운전에 대한 TMI 후속조치 요건은 10 CFR 50.34(f)(1)(iii)에 명시되어 있다.

 2.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주증기계통내 압력은 낮은 확률의 사고인 경우 설계압력의 

110%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양단 파단과 같이 매우 낮은 확률의 사고인 경우 

설계압력의 120%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3. 노심손상 가능성은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허용가능한 상관식에 근거한 95/95 핵비

등이탈률 제한치 이상으로 유지된다면 허용가능하다는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된다. 

만약 핵비등이탈률이 제한치보다 작다면, 해당 핵연료봉은 모두 손상되었다고 가

정한다. 다만 수력학적 불안정성의 잠재적인 악영향이 고려된 허용가능한 핵연료 

손상 모델에 기초하여 보다 적은 손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면, 이 모

델에 근거하여 핵연료 손상을 평가할 수 있다. 계산된 핵연료 손상은 노심냉각능

력 상실없이 노심의 위치 및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충분히 제한되어야 한다. 

 4. 어떠한 방사능 방출도 부지경계에서 계산된 선량이 10 CFR 100에서 제시된 값의 

10% 이내에 있어야 한다.

 5. 교류전원 완전상실 및 격납건물 격리로 인해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한다.

 6. 보조급수계통은 안전등급이어야 하고 요구시 자동적으로 동작해야 한다.

 7. 중요한 변수들의 분석에 있어 발전소 초기조건 및 계통 고장에 관해 가정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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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고 시작시에 가정된 출력준위와 운전 중인 루프 수는 사고결과를 최대화하

는 운전조건이어야 한다. 가정된 초기조건들은 고유한 핵증기공급계통에 따

라 바뀔 것이며 출력준위와 발전소 운전모드의 가장 보수적인 조합을 결정하

기 위해 민감도 분석이 요구된다.

     나. 소외전원의 상실 및 상실시점에 대한 보수성을 검토한다. 즉, 사고발생과 동

시의 소외전원상실, 사고 진행중의 소외전원상실 또는 소외전원이 가용한 경

우에 대한 해석 결과의 보수성을 검토한다. 해당 발전소에 대해 적합한 가장 

보수적인 가정을 결정하여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소외전원상실에 의한 원

자로냉각재펌프 정지, 주급수펌프 정지, 보조급수 기동 등과 그 결과가 과정

에 미치는 영향이 해석에 고려되어야 한다. 

     다. 다른 계통에 대한 가상 주급수관 파단의 효과(배관 휩, 분사 충돌, 반동력, 온

도, 습도 등)는 부록 3.6.1-1 및 부록 3.6.2-1에 준한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한

다.

     라. 사고를 제어하는 계통에서 가장 심각한 단일능동기기의 고장이 발생하는 것

으로 가정되어야 한다. 소외전원상실은 단일고장으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주급수배관 파단은 단일능동고장과 조합하여 소외전원이 상실된 경우와 소외

전원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마.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라, 최대 제어봉가를 갖

는 제어봉이 인출, 고착되었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적절한 제어봉 반응도값 

대 제어봉 위치 곡선이 가정되어야한다.

     바. 노심 연소도는 감속재온도계수, 기포계수, 도플러계수, 축방향 출력분포 및 

반경방향 출력분포의 가장 제한적인 조합이 산출되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사. 주급수배관 파단사고의 해석에 가정된 노심 초기유량은 보수적으로 선정되어

야 한다.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된 최소 노심유량이 가정된다면, 최소 핵비등

이탈율 여유도가 격납건물내 주급수관 파단의 경우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있

다. 하지만 이 경우가 가장 보수적인 가정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최

대 초기 노심유량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 및 감압을 증가시키고 정지 여

유도를 감소시키며, 노심이 임계에 도달하고 출력이 재상승할 가능성을 증가

시킨다. 어떤 노심 초기유량이 가장 보수적이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

에, 신청자의 가정은 적절한 민감도 분석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아. 사고의 초기 10분 동안에 운전원의 조치(예: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를 고려



제15.2.8절                                                     개정 4 - 2014. 12- 8 -

했다면 운전원의 조치 지연 또는 실수를 고려하였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건설허가 검토시나 운영허가 검토시 모두 아래의 검토절차를 따른다. 건설허가 검

토시에는 분석에 사용된 계통변수나 설정치 값들이 예비설계 값으로서 변경될 수 있

다. 운영허가 검토시에는 최종 설계값이 사고해석에 사용되어야 하며, 검토자는 이 값

들을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된 안전계통 제한설정치와 비교한다.

1. 해석모델에 입력으로 사용된 계통의 변수값,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을 검토하고 

II절의 허용기준과 비교한다. 신청자의 분석에 사용된 반응도계수와 제어봉 반응도

값, 노심수명과 연계한 반응도의 기포계수, 도플러계수, 감속재온도계수의 변화가 

특히 중요하다. 최소 여유도가 산출되는 노심 연소도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

기 위해 신청자에 의해 제시된 정당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사

용된 반응도 변수값에 대해 검토한다.

2. 해석모델은 원자로냉각재(일차), 증기발생기(이차) 및 보조계통을 모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제시된 관계식, 민감도분석, 모델 및 해석방법이 적절한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보수적이라는 정당성을 검토한다.

3. 계측제어계통이 사고해석에서 가정한 바대로 응답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자

로 정지신호 또는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에 대한 가정사항을 검토한다.

4. 발전소를 질서정연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능력과 계통의 가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고시 보조급수계통이 건전한 증기발생기로 급수를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 검

토한다. 보조급수계통의 설계는 다양성을 가져야 하고 자동 및 수동으로 기동이 요

구되기 때문에 필요한 운전원 조치를 확인하고 최대 기동 완료시간을 결정하기 위

한 가동전시험이 제시되어야 한다.

   필요한 범위까지, 사고의 진행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통과 기기의 단일능동고

장의 영향을 평가한다. 소외전원상실은 단일능동고장으로 고려되어서는 안되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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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능동고장에 추가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단계에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의 5, 6, 7, 8, 10장에 해당되는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된 계통의 검토절차를 사용한

다. Regulatory Guide 1.70 표준양식의 15.X.X.3(C) 및 15.X.X.4(C)절에 제시된 변수

들의 사고시 시간에 따른 변화를 검토한다. 주급수관 파단사고에 대한 주요 변수가 

예상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사 발전소에 대해 예측된 값과 비교

한다.

5. 해석방법과 가정을 평가하거나, 유사하게 설계된 다른 발전소의 허용가능한 분석과 

비교하거나, 검증계산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계통에서 방출된 이차 냉각재의 양이 

보수적으로 계산되었음을 확인한다.

  밸브 방출률 및 응답시간(예: 주급수 및 보조급수 격리밸브, 터빈 및 주증기 격리밸

브, 증기발생기 및 가압기의 압력방출밸브와 안전밸브의 개폐시간)이 사고해석에 보

수적으로 모델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동전시험을 수행하기로 안전성분석보고

서에 약정하였는지 확인한다. 또한 가동전 시험은 원자로정지 지연시간, 보조급수계

통 기동 지연시간, 안전주입신호 지연시간 및 발전소를 안전정지 상태로 만들기 위

해 필요한 고농도 붕소주입 지연시간 등에 대한 검증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설계기준 주급수관 파단사고의 방사선 결과를 평가한다. 이 평가는 설계기준 증기

관 파단사고 결과와의 정성적인 비교 또는 안전심사지침 15.6.5.1절에 제시된 방법

을 이용한 상세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뤄진다. 

7. 주급수관 파단사고시 요구되는 보조급수계통의 성능에 관한 10 CFR 50.34(f)(1)(ii) 

및 10 CFR 50.34(f)(2)(xii) 요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조급수계통의 신뢰도 

및 운전성에 대해 검토한다. 교류전원 완전상실 및 밀봉냉각수의 상실(격납건물 격

리로 인한) 동안에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의 신뢰도 및 건전성에 대해 검토하여 10 

CFR 50.34(f)(1)(iii)의 요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검토결과(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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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계산 포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

성한다. 검토자는 또한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한 근거를 기술한다.

검토자는 가상의 주급수관 파단사고의 결과가 제어봉의 삽입성, 노심 냉각에 관한 요

건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0

조의 요건들을 만족한다고 결론 내린다. 또한 부지경계에서의 피폭 방사선량 등에 관

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및 10 CFR 

100, 그리고 관련 TMI 후속조치들을 준수한다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의 확인에 근거한다.

1. 신청자는 신뢰한 모든 계측장치가 이용가능하고 보호계통이 자동이든 수동이든 계

기의 규정된 운전범위 이내인 감시 변수 값에서 작동됨을 입증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2. 신청자는 핵연료 손상이 제한됨을 입증하고 제어봉 삽입성과 노심 냉각능력이 유지

됨으로써 요건을 만족하였다. 핵연료봉의 최소 핵비등이탈율은        이었고 손상

을 입는 핵연료봉 수는         % 이다.

3. 신청자는 가상사고에 견딜 수 있는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건전성을 입증하는 것

과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4. 신청자는 충분한 노심냉각 및 반응도 조절(붕소주입을 통한)을 제공하는 비상노심냉

각계통의 적합성을 입증하는데 관련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

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5. 소외전원의 가용여부와 함께 여러 가지 운전 모드에서 격납건물 내부 및 외부에서 

발생하는 주급수관 파단사고의 영향에 대한 해석이 이미 검토, 승인된 수학적 모델

에 의해 평가되었다.

6. 해석모델에 입력으로 쓰인 변수들이 검토되었고 충분히 보수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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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고시 보수적인 발전소 응답에 대해 방사능 방출을 평가하였다. 물과 증기 사이의 

제염계수      와 대기확산계수 χ/Q 값      이 결말분석 평가에 사용되었다. 계

산된 선량이 표(  )에  주어졌다. 1,2차 냉각재 방사능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의 제

한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및 

10 CFR 100 피폭 제한치의 10%로 잠재 선량을 제한할 것이다. 만약 사고가 옥소 

스파이크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잠재 선량은 10 CFR 100 피폭 제한치 이

내이다.

8. 신청자는 주급수관 파단시 붕괴열을 제거하기 위한 보조급수계통의 설계 적합성을 

입증함으로써 TMI 후속조치 항목 10 CFR 50.34(f)(1)(ii) 및 10 CFR 50.34(f)(2)(xii) 요

건을 만족하였다.

9. 신청자는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이 가상사고에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

함으로써 TMI 후속조치 항목 10 CFR 50.34(f)(1)(iii)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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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3.1절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정상가동중인 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감소는 노심내 열전달 특성을 저하

시키며, 이로 인한 핵연료봉 온도의 상승은 핵연료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량감소와 원자로 정지에 따른 터빈정지는 2차계통 압력 

및 온도상승을 유발하여 증기발생기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에 의한 원자

로냉각재계통의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관련 사고유형으로는 운전중인 일부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기계적, 전기적 고장에 

의한 원자로냉각재유량의 부분상실사고 및 모든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동시전원상실에 

기인한 원자로냉각재유량의 완전상실사고를 들 수 있다.

   사고유형에 따른 제한사고를 규명하며, 선택된 제한사고에 대하여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 열수력적 거동 분석방법, 원자로보호계통 작동시의 지연시간을 포함하는 사

고전개과정, 원자로냉각재계통 기기의 반응,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 및 운전상의 특

성,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운전원의 조치 등의 보수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해석결과에 대하여 노심 냉각재 유량 및 유량분포, 

평균 및 최대 채널 열속, 핵비등이탈율(DNBR), 계통 수위, 열출력, 계통압력, 핵연료봉

의 거동이 예상한 범위 이내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핵연료

손상 해석결과는 안전심사지침 4.2절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검토한다.

   사고전개과정은 원자로 보호계통, 공학적 안전계통, 원자로를 안전운전조건으로 유

지 및 보호하기 위한 운전원조치의 필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한다.

   사고해석에 사용한 수학 모델 및 전산코드가 사전에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승

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 모델의 타당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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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을 포함하여 새로운 해석 모델의 모든 매개변수 값에 대해서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이 절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사고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15.0절을 참조한다.

 2. 안전심사지침 7.2 ～ 7.5절에서는 원자로 및 발전소 보호계통과 안전설비 계측제어

계통이 안전해석에서 가정된 기능을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

에 기술된 사고전개 과정을 계측제어 관점에서 검토한다.

 3. 안전심사지침 4.4절에 따라 사고해석에 사용된 열수력 전산코드의 포괄적인 검토

를 수행한다.

 4. 안전심사지침 14.2절에서 유량 감소 계산을 확인하기 위한 가동전 시험에 대한 절

차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기술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 원자로냉각재계통

이 예상운전과도상태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에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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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증하기 위하여 적절한 여유를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 원자로냉각재

계통과 관련된 보조설비들이 예상운전과도상태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에 압력경계

가 손상되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여유를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 안전에 중요한 구

조물, 계통 및 기기 등이 예상운전과도상태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에 작동가능하도

록 소내 및 소외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각 전력계통들은 그 중에 하나가 기능상

실을 가정한 상태에서도 예상운전과도 시에 연료허용손상한계 및 원자로냉각재압

력경계의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과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 제어계통) : 반응도 제어계

통이 예상운전과도상태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에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

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반응도 변화를 적절히 제어 가능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원자로냉각재 유량상실사고 검토의 기본 목적은 제한사고를 규명하며, 제한사고시 

핵연료봉 손상 및 계통압력 등이 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으며  

보통빈도사고에 대한 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세부 허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안전심

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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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

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압력은 설계압력의 110%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최소핵비등이탈율이 승인된 상관식에 의하여 95%의 확률과 95%의 신뢰도를 갖고 

규정된 핵비등이탈율 제한치 이상을 유지함으로써 핵연료피복재의 건전성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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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3. 원자로냉각재 유량상실사고는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다른 고장에 의하지 않는다면 

보다 심각한 사고로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4. 사고의 분석시 단일능동부품의 고장 또는 운전원실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고해석에는 승인된 해석모델이 사용되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해석방법이 사용

된 경우에는 규제기관에 의하여 그 타당성여부가 평가되어야 한다. 해석적 모델에 쓰

인 변수값은 적절히 보수적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수값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1. 초기 출력준위는 해석시 가정한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 수에 대응되는 정격출력에 

2%의 출력 측정 불확실도를 더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

다 : (1)측정 불확실도 방법론과 평가를 통한 더 작은 값의 불확실도에 대한 타당

성 입증. (2)다른 방법으로 출력 측정 불확실도를 설명. 이 경우 해석시 가정한 원

자로냉각재계통 유로 수는 사고의 결과를 최대화시키는 운전조건에 해당되는 유로 

수이어야 한다.

 2. 최대 반응도 제어봉의 고착 상태에서 최대 시간 지연을 가정하는 등 보수적인 비

상정지의 특성을 가정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1)불확실도 

방법론과 평가를 통한 다른 보수적 요인의 타당성 입증. (2)다른 방법으로 불확실

도를 설명.

 3. 감속재온도 계수, 기포 계수, 도플러 계수, 축방향 출력 분포, 반경방향 출력 분포

의 여러 조합이 가장 제한적이 되도록 노심 연소도를 선정한다.

III. 검토절차

   아래의 내용은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에 적용되며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분석에 도

입되는 계통의 안전변수 및 그 설정치들이 예비적인 값이고 변경될 수 있으나 운영허



제15.3.1절                                                     개정 4 - 2014. 12- 5 -

가 단계에서는 최종 확정된 값이 분석에 사용되어야 하며 제출된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된 안전계통 제한설정치(Limiting Safety System Settings)와 분석에 사용된 값이 비

교되어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사건발생 후 안정상태에 이를 때까지의 사건 진행과정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확

인한다.

 1.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 계측제어의 기능 수행을 가정한 정도

 2. 발전소 및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 수행을 요구하는 정도

 3.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계통의 기능 수행에 대한 보장 정도

 4. 공학적 안전설비의 동작을 요구하는 정도

 5. 운전원 조치 및 시기를 요구하는 정도

 6. 기기 고장(제어봉 고착 등)에 대한 적절한 여유도의 고려 여부

 7. 계통 및 운전 변수의 측정 불확실도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여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어떤 원자로냉각재유량의 상실사고가 다른 유사한 사고보다 

덜 제한적이라고 기술되어 있을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이에 대한 정당성을 입

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한 전체 또는 일부 펌프의 기

능상실에 의한 유량상실이 모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신청자는 가장 제한적인 

유량상실사고에 대한 정량적인 해석결과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하며, 검토

자는 당 사고의 결과를 적절하게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공학적 안전설비 및 다른 원

자로 보호계통의 작동시점을 검토하고 계통변수들의 예상된 거동과 트립 및 계통작동 

설정치들을 비교한다. 또한 사고전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통 및 능동부품들의 단일

고장에 따른 효과를 평가한다. 소외전원상실(LOOP)은 단일능동고장으로 간주하지 않

아야 하며 사고해석은 단일능동고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소외전원상실의 유무를 고려

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노심거동을 평가하고 1·2차계통 압력을 예측하는 해석적 방법을 검토하여 수학적 

모델 및 전산 코드가 이전에 검토․승인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해석적 방법

의 기 승인이 없었다면 검토자는 새로운 해석모델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수행한다.

   해석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계통변수 및 노심과 계통의 초기조건에 대한 타당

성 여부를 검토한다. 특히 제어봉의 제어능, 반응도에 관한 감속재 온도계수, 기포계

수, 도플러계수의 보수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중점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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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부터 최소여유도를 갖는 노심연소도가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타당성과 사고해석에 사용된 반응도 변수들에 대해 평가한다.

   사고해석 결과를 검토하여 핵연료봉 거동과 원자로냉각재 및 주증기계통의 최대압

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하며 다음 변수들의 시간에 따른 거동이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한다.

 1. 원자로 출력

 2. 최대 및 평균 열속

 3. 노심 유량 및 노심내 유량 분포

 4. 냉각재 상태(노심 입구 및 평균 온도, 평균 및 최대 열속 채널 출구온도)

 5.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증기관 압력

 6. 최소 핵비등이탈률

 7. 가압기 및 주증기관 압력방출밸브 유량

 8.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격납계통으로의 유량(적용가능한 경우)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심사

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상기 검토방법에 따라 분석 및 평가된 냉각재유량 상실사고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

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심사지침 4.4절에 기술된 열적 여유도에 대한 제한치를 만족하여, 연료허용손

상한계를 넘지 않는지 여부

 2.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주증기계통의 사고해석 최대 압력이 설계압력의 110% 를 초

과하지 않는지 여부

 3. 반응도 제어계통의 용량이 충분하여 최대 반응도 제어봉이 고착된 경우에도 연료

허용손상한계 이내에서 적절한 반응도 제어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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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고전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통 및 능동부품들의 단일고장에 따른 영향 평가 

여부

V. 참고 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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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Nuclear Power Plants."

 6. 전력산업기술기준 MN

 7. ANSI N18.2, "Nuclear Safety Criteria for the Design of Stationary Pressurized 

Water Reactor Plants."

 8. C. R. Lehmann, "CE Methods for Loss of Flow Analysis," CENPD-183-A, June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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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3.3-15.3.4절 원자로냉각재펌프 회전자 고착 및 펌프축 파손사고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가압경수형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순간적인 회전자고착 및 축파

손사고는 손상된 루프의 냉각재유량을 급속히 감소시키며 원자로와 터빈의 정지를 유

발한다. 정상 출력운전중 노심냉각재 유량의 급속한 감소는 노심열전달을 저하시켜 핵

연료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초기 노심유량 감소율은 회전자 고착사고시 더 크지

만 축파손사고는 사고후반에 파손루프를 통해 역류를 발생시킴으로써 노심유량이 더 

작아진다.

   검토는 방사능누출, 노심 및 원자로의 초기 및 장기적 조건, 열수력 해석방법, 보호

계통 작동전·후의 지연시간을 포함한 사고전개과정, 원자로냉각재계통 기기의 반응, 

사고전개과정에 영향을 주는 원자로보호계통의 기능 및 운전상의 특성, 운전원 조치 

등의 보수성 및 타당성에 대해 수행된다. 또한 해석결과에 대하여 노심내 유량 및 유

량분포, 평균 및 최대 채널열속, 핵비등이탈율 (DNBR), 핵연료 중심선 온도, 계통수위, 

열출력, 계통압력, 핵연료봉의 거동이 예상한 범위 이내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

에 대하여 검토하고 핵연료손상 해석결과는 안전심사지침 4.2절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검토한다.

   사고전개과정에 대한 검토는 원자로보호계통, 공학적 안전계통, 원자로를 안전운전

조건으로 유지 및 보호하기 위한 운전원조치의 필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수행한다.

   사고해석에 사용한 수학 모델 및 전산코드가 사전에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승

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 모델의 타당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을 포함하여 새로운 해석 모델의 모든 매개변수의 값에 대해

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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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이 절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사고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15.0절을 참조한다.

 2. 안전심사지침 7.2 ～ 7.5절에서는 원자로 및 발전소 보호계통과 안전설비 계측제어

계통이 안전해석에서 가정된 기능을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

에 기술된 사고전개 과정을 계측제어 관점에서 검토한다.

 3. 안전심사지침 5.2.3 및 5.3.1절에서는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파괴인성(Fracture 

toughness property)에 대해 검토한다.

 4.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의 건전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2.2절에서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기술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교육과학기술부고시를 근거로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 원자로냉

각재계통은 압력경계가 취성을 가지지 않고 파괴전달 가능성이 최소가 되도록 충

분한 여유를 가지고 설계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 안전에 중요한 구

조물, 계통 및 기기 등이 예상운전과도상태를 포함한 정상운전중에 작동가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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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소내 및 소외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각 전력계통들은 그 중에 하나가 기능상

실을 가정한 상태에서도 예상운전과도시에 연료허용손상한계 및 원자로냉각재압력

경계의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 제어계통) : 반응도 제어계

통이 예상운전과도상태를 포함한 정상운전중에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음

을 확신할 수 있도록 반응도 변화를 적절히 제어 가능하여야 한다.

 4.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호(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 제한구역경계 및 저인구지대 외곽경계에서의 선량계산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회전자고착 또는 축파손 사고 검토의 기본 목적은 제한사고

를 규명하고, 제한사고시 핵연료봉 손상, 방사능 영향, 계통압력 등이 허용기준을 만족

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으며 세부 허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

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

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주증기계통의 압력은 연성파괴(ductile failure) 및 잠재적인 

취성(potential brittle)을 고려하여 허용 설계제한치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2. 핵연료봉의 건전성은 최소 핵비등이탈율이 승인된 상관식에 의하여 95%의 확률과 

95%의 신뢰도를 갖고 규정된 핵비등이탈율 제한치 이상으로 유지되면 허용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수력학적 불안전성을 고려한 허용가능한 핵연료 손상 모델에 의

하여 핵연료 손상이 더 적게 일어남을 입증할 수 없다면 핵비등이탈율 값이 제한

치 이하인 모든 핵연료봉은 파손되는 것으로 가정되어야 한다. 또한 핵연료봉 내

압이 계통압력을 초과한다면 핵연료봉은 핵비등이탈이 발생한 즉시 팽창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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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핵연료봉의 부풀림에 의한 영향은 유동차단과 핵비등이탈 전파의 관점

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핵연료봉의 손상은 노심의 구조적 건전성과 노심 냉각능력

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한되어야 한다.

 3. 방사능 누출은 발전소경계에서 방사선 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호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별표 2항에 의한 기준치의 10%이

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4. 교류전원 상실과 원자로건물 격리에 의해 펌프밀봉재가 손상되지 않게 함으로써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5. 보조급수계통은 안전등급이어야 하며 필요시 자동으로 기동되어야 한다.

 6. 원자로냉각재펌프 회전자 고착/축 파손 사고 자체만으로 더 악화된 사고상태로 진행

되어서는 안 되며 원자로냉각재계통이나 원자로건물의 기능이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

 7. 안전등급계통만이 사고의 전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작동되어야 하며, 안전기능은 

안전계통 능동기기 중 사고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단일고장을 고려하여 수행

되어야 한다. 소외전원상실(LOOP)을 단일능동고장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하며 원자

로냉각재펌프 회전자 고착/축 파손 사고해석은 단일능동고장과 소외전원상실을 함

께 가정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8. 장기 노심냉각능력이 입증되어야 한다.

 9. 본 사고는 터빈정지, 소외전원상실 및 손상되지 않은 펌프의 유량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해석적 모델에 사용된 변수값은 적절히 보수적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수 값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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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기출력 준위는 해석시 가정한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 수에 대응되는 정격출력에 

2%의 출력 측정 불확실도를 더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석시 가정한 원자로냉각재계

통 유로 수는 해당 사고의 결과를 최대화시키는 운전조건에 해당되는 유로수이다.

 2. 노심 열수력 모델에 사용되는 국부유동조건은 손상된 한 대의 펌프와 보수적인 유

량 감소 과정에 대응하는 노심입구 유량분포에 근거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노심입

구 유량분포는 소외전원상실에 따라 더 많은 수의 원자로냉각재펌프에서 유량 감

소가 일어남에 따라 변화함을 유념하여야 한다.

 3. 최대 반응도 제어봉의 고착 상태에서 최대 시간 지연을 가정하는 등 보수적인 비

상정지의 특성을 가정한다.

 4. 감속재온도 계수, 기포 계수, 도플러 계수, 축방향 출력 분포, 반경방향 출력 분포

의 여러 조합이 가장 제한적이 되도록 노심 연소도를 선정한다.

III. 검토절차

   아래의 내용은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에 적용되며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분석에 도

입되는 계통의 안전변수 및 그 설정치들이 예비적인 값이고 변경될 수 있으나 운영허

가 단계에서는 최종 확정된 값이 분석에 사용되어야 하며 제출된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된 안전계통 제한설정치(Limiting Safety System Settings)와 분석에 사용된 값이 비

교되어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사건발생 후 안전상태에 이를 때까지의 사건 진행과정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 계측제어의 기능 수행을 가정한 정도

 2. 발전소 및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 수행을 요구하는 정도

 3.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계통의 기능 수행에 대한 보장 정도

 4. 공학적 안전설비의 동작을 요구하는 정도

 5. 운전원 조치 및 시기를 요구하는 정도

 6. 기기 고장(제어봉 고착 등)에 대한 적절한 여유도의 고려 여부

 7. 계통 및 운전 변수의 측정 불확실도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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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어떤 사고가 다른 유사한 사고보다 덜 제한적이라고 기술되어 

있을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이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

아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신청자는 제한사고에 대한 정량적인 해석결과를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하며, 검토자는 제한사고에 대해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된 펌프 

운전 대수에 따른 각각의 운전모드에서 이 사고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또한 당 

사고의 결과를 적절하게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공학적 안전설비 및 다른 원자로 보호

계통의 작동시점을 검토하고 계통변수들의 예상된 거동과 원자로 비상정지 및 계통작

동 설정치들을 비교한다.

   검토자는 사고전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안전계통 및 기기들의 단일능동고장에 따

른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소외전원상실(LOOP)은 단일능동고장으로 간주하지 않아

야 하며 사고해석은 단일능동고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소외전원상실을 고려하여 수행

되어야 한다.

  노심거동을 평가하고 1·2차계통 압력을 예측하는 해석적 방법을 검토하여 수학적 

모델 및 전산 코드가 이전에 검토․승인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해석적 방법

의 기 승인이 없었다면 검토자는 새로운 해석모델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수행한다.

   해석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계통변수 및 노심과 계통의 초기조건에 대한 타당

성 여부를 검토한다. 특히 제어봉의 제어능, 반응도에 관한 감속재 온도계수, 기포계

수, 도플러계수의 보수성여부에 대한 검토가 중점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부터 최소여유도를 갖는 노심연소도가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타당성과 사고해석에 사용된 반응도 변수들에 대해 평가한다.

   사고해석 결과를 검토하여 핵연료봉 거동과 원자로냉각재 및 주증기계통의 최대압

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하며 다음 변수들의 시간에 따른 거동이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한다.

 1. 원자로 출력

 2. 최대 및 평균 열속

 3. 노심 유량 및 노심내 유량 분포

 4. 냉각재 상태(노심 입구 및 평균 온도, 평균 및 최대 열속 채널 출구온도)

 5.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증기관 압력

 6. 최소 핵비등이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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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자로건물 압력

 8. 가압기 및 주증기관 압력방출밸브 유량

 9.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격납계통으로의 유량(적용가능한 경우)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심사

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펌프회전자 고착사고 및 펌프축 파손사고시 제어봉거동과 노심냉각능력

에 대해서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 24, 28조의 요건을, 부지경

계에서 방사선 선량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호(원자로.04) 원자로

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별표 2항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아래에 기술된 내용을 

근거로 확인한다.

 1. 제어봉의 제어능력이 유지되고 노심냉각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핵연료봉의 손상

이 제한되고 있는지 여부. 최소 핵비등이탈율 및 손상된 핵연료봉 비율.

 2.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경계의 건전성에 관한 허용기준 만족 여부.

 3. 펌프회전자 고착사고와 펌프축 파손사고의 분석 및 영향 검토시 소외전원의 상실 

및 단일고장의 고려 여부.

 4. 사전에 승인된 수학적 모델의 사용 여부.

 5. 해석 모델에 입력으로 사용된 변수의 보수성 여부.

 6. 운영기술지침서에 의한 1·2차 냉각재 초기 비방사능, 물과 수증기사이의 요오드 

제염계수, 대기확산인자 등 방사선 영향 평가에 사용된 가정의 보수성 및 소외선

량에 관한 허용기준 만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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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4.1절 우발적 제어군 인출(미임계 또는 저출력에서)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기동 단계를 포함한 저출력 상태 또는 미임계 상태에서 하나의 제어군이 비

정상적으로 인출되는 경우에 대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0조, 제24조, 제26조 등이 만족되는 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과도의 원인, 초기조

건, 주요변수, 분석방법, 전산코드, 과도의 추이와 결과,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내용 

등을 평가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 부서의 검토자는 다음의 검토연계분야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핵연료 중심선 온도는 안전심사지침 4.2절에서 검토된다.

2. 반응도 계수와 제어봉가는 안전심사지침 4.3절에서 검토된다.

3. 열적여유도 한계치는 안전심사지침 4.4절에서 검토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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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 예상운전과도에서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에서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대해 과도완화 조치에 필요한 변수 및 기기

의 상태를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예상운전과도에서 소

내·외 전력계통중 하나의 계통이 상실되더라도 나머지 계통으로 연료허용손상한계 

및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이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 원자로를 안전하

게 운전할 수 없게 될 우려가 발생한 때에 이를 검출하여 반응도 제어계통,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 관련 계통을 자동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또한 우발적인 제

어봉 인출 등과 같이 반응도 제어계통이 오동작된 경우에도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

과되지 않아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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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

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으려면 다음의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1. 열적여유도(핵비등이탈율)가 한계치 이상이다.

2. 핵연료 중심선 온도(선출력 밀도)가 용융점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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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위의 허용기준에 만족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검토한다.

1. 원자로의 초기 출력을 낮추면 과도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초기 출력은 해석에 

적용된 제어봉 배치(control rod configuration)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의 값이 

사용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의 유량, 압력, 입구온도 등의 초기조건은 핵비등이

탈율을 최소화시키도록, 제어봉 위치/초기 출력의 조합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극

한 값이 가정되어야 한다. 

2. 반응도 삽입율이 커서 즉발 임계에 가까울수록 과도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가장 

큰 반응도 삽입률을 나타내는 제어봉 배열이 해석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3. 과도를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3차원의 중성자 동특성 및 열수력 연계계산이 필요하

다. 그러나 보수적 입력값이 사용된다면, 점 동특성 계산과 연계 또는 분리된 고온 

핵연료봉의 열 해석도 허용될 수 있다. 제출된 해석 방법이 타당한지를 아래와 같

은 방식으로 검토한다. 필요에 따라 하나 또는 다수의 방식을 선택한다.

     가. 과거의 안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그 방법 또는 모델이 이미 승인되었는지

를 확인한다. 

     나. 처음부터 기술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다. 독립적 규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용한 방법을 사용해서 검증 

계산을 수행한다.

     라. 해석 방법 중 충분히 검토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사업자

에게 계산을 요구한다. 포괄적 계산(bounding calculation)을 요구할 수도 있다.

4. 중성자 동특성 모델에 쓰인 입력값이 원자로 상태의 관점에서 또한 해석방법의 관

점에서 적절히 보수적인지를 검토한다. 중성자 동특성 해석과 첨두 연료봉 열해석

(hot pin thermal analysis)에 사용된 출력분포 또는 첨두계수는 보수적인 제어봉 배

열 조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도플러계수는 안전심사지침 4.3절의 검토에서 확인된 

값을 토대로 보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에 핵연료의 온도와 연소도가 고려

되어야 한다. 계수값에 가중인자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보수적이나, 충분히 검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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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정당성이 확인된다면 과도 중 특별한 중성자속 분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감속재온도계수도 안전심사지침 4.3절의 검토에서 확인된 값을 토대로 보수적

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최대의 양 또는 최소의 음(most positive or least negative)의 

계수값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는 주기초에 해당된다. 만약 계수가 음의 값이면 보

수적으로 영(zero)을 적용할 수 있다.

5. 원자로정지 발생시점과 이때의 출력준위를 해석으로 구할 때, 과도중 중성자속의 

공간적 분포와 핵계측기 응답간의 관계가 적절히 고려되었는지, 원자로정지 신호 

지연시간과 반응도 함수가 보수적인 지를 확인한다.

6. 해석의 주요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여기에 원자로 및 첨두 연료봉의 최대 출력, 

원자로의 온도와 압력, 최대열속, 핵연료의 거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예상운전과도의 결과를 평가할 때, 제한적인 단일능동고장과 함께 소외전원상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기술적 정보가 충분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

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도로 검토와 검증계산(가용한 경우)이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

고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각 사안에 대한 판단과 결론의 근거도 기술한다.

1. 저출력 기동조건하에서 발생한 원자로제어계통의 단일고장에 따른 제어봉집합체군

의 우발적 인출에서 초래될 수 있는 결과가 검토되었다. 초기조건, 제어봉가, 과도

의 과정, 계기의 반응(출력분포 이상 또는 과도에 대한) 등이 조사․검토되었다. 또한 

첨두 연료봉의 거동을 해석하는 방법과 전산코드 입력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는데, 

여기에 출력분포, 감속재와 핵연료의 온도궤환 등이 포함된다(만일 검증계산이 수

행되었다면 그 결과를 요약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0조, 제24조, 제26조 등에 만족

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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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으므로, 과도과정에서 변수의 변화가 계측기들의 

측정과 표시범위 이내라서 안전 관련 계통의 자동작동이 가능하므로, 예상운전과

도에서 소내·외 전력계통중 하나가 상실되더라도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으므로, 반응도 제어계통이 자동으로 동작되므로, 각각 제17조, 제20조,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만족된다. 이는 과도상태에서 연료의 거동을 허용기준과 비교함

으로써 확인되었다. 또한 가장 나쁜 조건에 대하여 과도가 해석되었으며, 해석방

법과 입력에 적절한 보수성이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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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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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4.2절 우발적 제어군 인출(출력운전중)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출력운전 상태에서 하나의 제어군이 비정상적으로 인출되는 경우에 대하여,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0조, 제24조, 제26조 등이 만족되는 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과도의 원인, 초기조건, 주요변수, 해석방법, 전산코드, 과도의 추

이와 결과,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내용 등을 평가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 부서의 검토자는 다음의 검토연계분야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

한다. 

1. 핵연료 중심선 온도는 안전심사지침 4.2절에서 검토된다.

2. 반응도 계수와 제어봉가는 안전심사지침 4.3절에서 검토된다.

3. 열적여유도 한계치는 안전심사지침 4.4절에서 검토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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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 예상운전과도에서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에서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대해 과도완화 조치에 필요한 변수 및 기기

의 상태를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예상운전과도에서 소

내·외 전력계통중 하나의 계통이 상실되더라도 나머지 계통으로 연료허용손상한계 

및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이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 원자로를 안전하

게 운전할 수 없게 될 우려가 발생한 때에 이를 검출하여 반응도 제어계통,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 관련 계통을 자동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또한 우발적인 제

어봉 인출 등과 같이 반응도 제어계통이 오동작된 경우에도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

과되지 않아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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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

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으려면 다음의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1. 열적여유도(핵비등이탈율)가 한계치 이상이다.

2. 핵연료 중심선 온도(선출력 밀도)가 용융점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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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위의 허용기준에 만족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검토한다.

1. 저출력에서 전출력까지 모든 범위에 대하여, 또한 다양한 제어봉 배치, 출력분포, 

관련 반응도 궤환 등을 고려하여, 운전 주기중 나타날 수 있는 원자로의 극한 상태

까지 안전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하나의 제어군이 계속적으로 인출되는 경우가 초

기사건으로 가정된다. 제어봉가와 반응도 삽입율은 가능한 범위 전체에 대하여 평

가된다. 정확히 과도를 해석하려면 3차원 중성자 동특성 및 열수력적 연계 계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사적 계산이더라도 적절하게 적용되었다면 허용될 수 있다.

2. 본 과도는 출력 변화가 비교적 크므로 과도추이에 대한 계산이 필수적이다. 과도 

진행중의 출력분포는 통상 설계한계 첨두계수를 이용해서 보수적으로 예측되므로 

핵적 과도 해석에 점동특성이 적용될 수 있다. 핵적 과도는 핵연료 및 감속재의 열

적궤환과 계측기 응답을 통하여, 노심 및 계통의 열수력적 응답에 연계된다. 검토자

는 가능한 과도의 전체범위가 조사되었는지, 계산모델이 적절한지, 중성자속, 온도, 

압력 계측에 있어서 비상정지 응답이 올바로 계산되었는지 등을 확인한다. 고려해

야 할 변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초기출력 준위: 저출력에서 전출력까지 

    나. 반응도 삽입율: 가능한 최저치에서 최대치까지(불확실도를 고려) 

    다. 핵연료 및 감속재 계수: 주기중 예상되는 범위에 대하여(불확실도를 고려) 

    라. 첨두 출력계수: 설계 제한치를 초기 조건에 적용

3. 사업자의 해석방법, 초기조건, 계통 거동, 핵연료 거동 등의 모델이 타당한지를 결

정한다. 이를 위하여 아래의 방식 중에서 적절한 것을 따를 수 있다.

    가. 과거의 안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그 방법 또는 모델이 이미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처음부터 기술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다. 독립적 규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용한 방법을 사용해서 검증 계

산을 수행한다.

    라. 해석 방법 중 충분히 검토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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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계산을 요구한다. 포괄적 계산(bounding calculation)을 요구할 수도 있다.

4. 예상운전과도의 결과를 평가할 때, 제한적인 단일능동고장과 함께 소외전원상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5. 사업자가 제시하는 결과물에는 원자로 및 첨두봉의 최대 출력, 원자로정지, 원자로

의 온도 및 압력, 최대열속, 핵연료의 거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기술적 정보가 충분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음처럼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도로 검토와 검증계산(가용한 경우)이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안

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각 사안에 대한 판단과 결론의 근거도 기술한다.

1. 출력운전 중 발생한 원자로제어계통의 단일고장에 따른 제어군의 우발적 인출에서 

초래될 수 있는 결과가 검토되었다. 초기조건, 제어봉가, 과도의 과정, 계기의 반응

(출력분포 이상 또는 과도에 대한) 등이 조사․검토되었다. 또한 첨두 연료봉의 거동

을 해석하는 방법과 전산코드 입력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는데, 여기에 출력분포, 감

속재와 핵연료의 온도궤환 등이 포함된다(만일 검증계산이 수행되었다면 그 결과를 

요약한다). 

2. 검토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0조, 제24조, 제26조 

등에 만족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에 근거해야 한다.

     극단적 운전조건을 상정하여 해석된 핵연료의 거동을 검토하여 임계열속과 연료 

온도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어군 인출시 최악의 과

도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해석방법과 입력자료에 적절한 보수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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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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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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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4.3절 제어봉 오작동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계통의 고장 또는 운전원의 오조작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비정상적 제어봉 거

동에 대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0조, 제24조, 제26조 

등이 만족되는지를 확인한다. 비정상적 제어봉 거동은 제어군을 삽입하거나 인출할 때 

일부 제어봉이 고장으로 잔류하거나 낙하하는 경우, 또는 단일 제어봉 인출의 경우 등

과 같이, 한 개 또는 다수의 제어봉이 허용된 위치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검

토자는 과도의 원인, 초기조건, 주요변수, 해석방법, 전산코드, 과도의 추이와 결과, 안

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내용 등을 평가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 부서의 검토자는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핵연료 중심선 온도는 안전심사지침 4.2절에서 검토된다.

2. 반응도 계수와 제어봉가는 안전심사지침 4.3절에서 검토된다.

3. 열적여유도 한계치는 안전심사지침 4.4절에서 검토된다.

4. 제어봉 제어계통의 단일고장 가능성은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가 안전심사지침 7.2

절과 7.7절에 따라 검토한다. 이 검토에 단일제어봉의 인출 가능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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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 예상운전과도에서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에서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대해 과도완화 조치에 필요한 변수 및 기기

의 상태를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 예상운전과도에서 

소내·외 전력계통중 하나의 계통이 상실되더라도 나머지 계통으로 연료허용손상한

계 및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이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 원자로를 안전하

게 운전할 수 없게 될 우려가 발생한 때에 이를 검출하여 반응도 제어계통,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 관련 계통을 자동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또한 우발적인 제

어봉 인출 등과 같이 반응도 제어계통이 오동작된 경우에도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

과되지 않아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

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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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의 허

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

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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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으려면 다음의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1. 열적여유도(핵비등이탈율)가 한계치 이상이다.

2. 핵연료 중심선 온도(선출력 밀도)가 용융점 미만이다.

   

III. 검토절차

위의 허용기준에 만족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검토한다.

1. 검토자는 평가해야 할 예상운전과도의 초기사건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오류 목록

에는 (1) 부주의로 한 개 또는 다수의 제어봉 인출, (2) 제어군 인출시 한 개 또는 

다수의 제어봉 잔류, (3) 노심의 다른 부위에 출력 보상을 하면서 한 개 이상의 제

어봉 삽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비나 운전실수에 의한 단일고장을 

가정함으로써 다른 단일 제어봉 고장이 유발되지 않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해석되는 각 고장사건에 대해서, 핵연료봉의 한계 상태를 유발하는 경우가 제시되

어야 한다. 이 경우에 대한 초기조건 및 변수 선택 값은 민감도 분석이나 논의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 주기 중 어느 시점이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초기 출력

준위 및 출력분포, 초기 제어봉 배치, 반응도 삽입율, 감속재온도, 핵연료 온도, 반

응도 계수 등이다, 각 변수값에 불확실도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3. 사업자의 해석방법과 초기조건, 계통 거동, 핵연료 거동 등의 모델이 타당한지를 결

정한다. 이를 위하여 아래 방식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가. 과거의 안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그 방법 또는 모델이 이미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처음부터 기술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다. 독립적 규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용한 방법을 사용해서 검증 계

산을 수행한다.

    라. 해석 방법 중 충분히 검토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사업자

에게 계산을 요구한다. 포괄적 계산(bounding calculation)을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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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상운전과도의 결과를 평가할 때, 제한적인 단일능동고장과 함께 소외전원상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5. 사업자가 제시하는 결과물에, 원자로 및 첨두봉의 최대 출력, 원자로정지, 원자로의 

온도 및 압력, 최대열속, 핵연료의 거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기술적 정보가 충분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음처럼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도로 검토와 검증계산(가용한 경우)이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안

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각 사안에 대한 판단과 결론의 근거도 기술한다.

1. 관련 계통의 고장 또는 운전원의 오조작에 따른 하나 또는 다수 제어봉의 오동작에

서 초래될 수 있는 결과가 검토되었다. 초기조건, 제어봉가, 과도의 과정, 계기의 반

응(출력분포 이상 또는 과도에 대한) 등이 조사․검토되었다. 또한 첨두 연료봉의 거

동을 해석하는 방법과 전산코드 입력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는데, 여기에 출력분포, 

감속재와 핵연료의 온도궤환 등이 포함된다(만일 검증계산이 수행되었다면 그 결과

를 요약한다). 

2. 검토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0조, 제24조, 제26조 

등에 만족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에 근거해야 한다.

     극단적 운전조건을 상정하여 해석된 핵연료의 거동을 검토하여 임계열속과 연료 

온도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제어봉이 오동작된 

경우 중에서 최악의 과도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석

방법과 입력자료에 적절한 보수성이 있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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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4.4절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우발적 기동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정지 중이던 원자로냉각재펌프가 우발적으로 기동된다면, 노심의 유량이 증가되고, 

저온 또는 저농도 붕산의 냉각수가 노심으로 유입된다. 감속재 온도 또는 붕산농도의 감

소에 따라 노심 반응도가 증가된다. 이러한 과도에 대한 안전성이 이 절에서 검토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 부서의 검토자는 다음의 검토연계분야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

한다. 

1. 반응도 계수와 제어봉가는 안전심사지침 4.3절에서 검토된다.

2. 열적여유도 한계치는 안전심사지침 4.4절에서 검토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 예상운전과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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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에서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대해 과도완화 조치에 필요한 변수 및 기기

의 상태를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 원자로냉각계

통 및 이와 관련된 보조계통·제어계통·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에서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여유도를 가져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 원자로를 안전하

게 운전할 수 없게 될 우려가 발생한 때에 이를 검출하여 반응도 제어계통,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 관련 계통을 자동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또한 우발적인 제

어봉 인출 등과 같이 반응도 제어계통이 오동작된 경우에도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

과되지 않아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 제어계통) : 예상운전과도에

서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도록 반응도 변화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제

어봉 고착과 같은 고장에 대하여 설계여유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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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

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연료허용손상한계와 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을 초과되지 않으려면 다음의 조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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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되어야 한다.

1.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최대압력이 설계 압력의 110% 이내라야 한다.

2.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적절한 상관식에 근거하여 95/95 핵비등이탈율 제한치 이상으

로 유지되어야 한다.

3. 독립적으로 다른 고장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통 발생빈도 사건이 더 심각

한 사건으로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4. 가장 제한적인 발전소 단일고장이 Regulatory Guide(이하 "RG") 1.53을 근거로 선정

되어야 한다.

5. RG 1.105가 과도에 대한 발전소의 응답에 대하여 적용된다.

III. 검토절차

위의 허용기준에 만족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검토한다.

1. 사업자는 승인된 방법을 사용해 예상운전과도를 해석하여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해석 방법, 모델, 또는 전산코드 등이 제시되었다면 검토자는 적합성을 평가한다. 

2. 해석에 쓰인 변수값에 보수성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

수 값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가. 초기출력 준위는 처음부터 가동하도록 되어 있는 루프 수에 대응되는 정격출

력에 2%의 측정 불확실도를 감안하여야 한다. 유량 증가가 가져오는 효과를 

결정하기 위한 해석은 각 운전형태(허용된 1, 2 혹은 3개 루프의 운전)에 대

해 수행하거나 제한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그 영향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수행

한다.

     나. 전산해석에 사용된 노심과 계통의 초기변수값을 검토한다. 여기에 반응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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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제어봉가, 원자로정지신호 지연시간 가정 등이 포함된다.

     다. 감속재온도계수, 도플러계수, 축방향 출력분포, 반경방향 출력분포 등을 조합

할 때 가장 제한적인 과도결과가 나타나도록 노심 연소도를 선정한다. 이 연

소도에서 여유도가 가장 작음을 보여주는 사업자의 자료를 확인한다.

     라. 관련된 원자로보호계통, 공학적안전설비, 기타 계통의 설정치, 동작지연 시간

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한 설정치 값의 적용에 계기의 불확실성이 고려되

어야 한다.

3. 각 계통변수의 추이와 동작설정치를 비교․검토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제7장을 검토

하는 부서와 협력하여, 안전해석에서 나타난 변수의 거동이 계측제어계통의 설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사건발생에서 안정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검토하여 다

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발전소 계측제어 계통의 기능 수행을 가정한 정도

     나. 발전소 및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 수행을 요구하는 정도

     다.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계통의 기능 수행에 대한 보장 여부

     라. 필요로 하는 공학적안전설비의 작동

     마. 운전원 조치를 요구하는 정도

     바. 제어봉고착과 같은 고장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는 여유도

     

4. 아래의 변수들의 변화가 서로 일관되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유사 발전소의 값들과 

비교하여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한다.

     가. 원자로 출력

     나. 평균 및 최대 열속

     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라. 최소 핵비등이탈율(DNBR)

     마. 냉각재(입구온도, 노심평균온도, 평균유로 및 고온 유로의 출구온도)

     바. 증기관 압력

     사. 압력방출밸브의 유량

5. 안전계통이나 기기의 단일능동고장이 과도의 전개에 주는 영향을 평가한다. 단일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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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고장과 관련해 안전심사지침 5, 6, 7, 8장을 참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기술적 정보가 충분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음처럼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도로 검토와 검증계산(가용한 경우)이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안

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각 사안에 대한 판단과 결론의 근거도 기술한다.

1. 정지 중이던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우발적 기동에 따른 영향이 검토되었다. 사업자의 

해석방법, 초기조건, 반응도계수, 제어봉가, 과도의 전개, 계기의 반응 등이 조사․검
토되었다. 첨두 연료봉의 거동을 해석하는 방법과 전산코드 입력도 타당하였다(만일 

검증계산이 수행되었다면 그 결과를 요약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등

에 만족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에 근거해야 한다.

   

     극단적 운전조건에서 해석된 핵연료의 거동(임계열속)을 평가하여 허용기준에 초

과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압력도 허용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해석방법과 입력자료에 적절한 보수성이 있었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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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 제어계통)

7. 전력산업기술기준 MN 

8. Regulatory Guide 1.53, "Application of the Single-Failure Criterion to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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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Plant Protection Systems"

9. Regulatory Guide 1.105, "Instrument Setpoints for Safety-Related System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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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4.6절 우발적 원자로냉각재 붕소희석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CVCS)이 저붕소 농도(deborated)의 냉각수를 원자로냉각재

계통으로 공급하면, 원자로냉각재의 붕소가 희석되어 노심의 반응도가 증가하므로 정

지여유도 감소를 초래된다. 이는 운전원 실수나 CVCS 오동작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하면 운전원은 정지여유도가 상실되기 전에 비정상적 희석을 종료시켜야 

한다. 이 사건의 전개는 희석시의 발전소 상태에 영향을 받으며, 우발적 희석은 출력

운전(자동 및 수동 모드), 기동, 고온대기, 고온정지, 저온정지, 핵연료 재장전 등 발전

소의 모든 운전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 부서의 검토자는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반응도 계수와 제어봉가는 안전심사지침 4.3절에서 검토된다.

2. 열적여유도 한계치는 안전심사지침 4.4절에서 검토된다.

3. 붕소 냉각수(borated cooling water)의 비상주입에 관련된 계통(비상노심냉각계통)은 

안전심사지침 6.3절에서 검토된다.

4. 원자로보호계통, 발전소보호계통, 공학적 안전설비, 연동장치, 그 외 안전성 관련 계

측제어계통이 안전해석에서 가정된 대로 기능하는 지는 안전심사지침 7.2절 내지 

7.7절에 따라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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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VCS의 기능, 작동특성, 가능한 고장 모드 등은 안전심사지침 9.3.4절에 따라 검토

된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이 절의 검토자는 붕소희석 사건의 초기원인 및 예상전

개 과정을 평가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 예상운전과도에서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에서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대해 과도완화 조치에 필요한 변수 및 기기

의 상태를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 원자로를 안전하

게 운전할 수 없게 될 우려가 발생한 때에 이를 검출하여 반응도 제어계통,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 관련 계통을 자동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또한 우발적인 제

어봉 인출 등과 같이 반응도 제어계통이 오동작된 경우에도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

과되지 않아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 제어계통) : 예상운전과도에

서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도록 반응도 변화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제

어봉 고착과 같은 고장에 대하여 설계여유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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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

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위의 규제요건을 만족시키는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최대압력이 설계 압력의 110% 이내라야 

한다.

     나.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적절한 상관식에 근거하여 95/95 핵비등이탈률 제한치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 독립적으로 다른 고장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통 발생빈도 사건이 

더 심각한 사건으로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2. 검토자는 이 사건의 결과가 동일한 발생빈도를 갖는 다른 반응도 증가 사건의 것보

다 덜 심각하거나, 핵연료 및 계통압력에 관한 허용기준이 만족되고 정지여유도가 

상실되기 전에 희석이 종료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과도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운전원 조치가 요구된다면 붕소희석 경보의 발생시점에

서부터 정지여유도의 상실시점까지 최소한 다음과 같이 여유가 있어야 한다. 

     가. 핵연료 재장전 중 : 30분

     나. 저온정지, 고온정지, 고온대기, 기동, 출력운전 중 : 15분

4. 타당한 해석 모델이 사용되어야 한다. 해석 모델이 기승인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 

타당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핵연료 재장전, 저온정지, 고온정지, 고온대기, 기동, 출

력운전 등의 모든 초기 조건에 대하여 적용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변수의 값과 가

정에 적절한 보수성이 있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은 허용될 수 있다.

     가. 출력운전 분석에 있어서, 초기 출력준위는 정격 노심 열출력에 2%의 출력 측

정 불확실도를 합한다.  

     나. 붕소 희석은 가능한 최대의 희석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 감속재온도 계수, 도플러 계수, 축방향 출력분포, 반경방향 출력분포의 조합

이 가장 제한적이 되도록, 노심 연소도와 이에 해당하는 붕소농도가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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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모든 핵연료집합체는 노심내에 장전되어 있다.

     마. 원자로 냉각재의 체적은 보수적으로 작은 값으로 가정된다.

     바. 핵연료 재장전 조건의 해석에서, 모든 제어봉이 노심 밖으로 인출되어 있다

고 가정된다.

     사. 출력운전 조건의 해석에서, 운영기술지침서가 허용하는 최소정지여유도(보통 

1%)가 붕소희석 사건의 초기조건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아. 붕소가 희석됨에 따라 증가되는 붕소 반응도의 효과를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높은 반응도 삽입율이 가정된다.

     자. 최대 반응도 제어봉이 노심 밖에 고착된 상태에서 최대 시간 지연을 적용하

는 등의 보수적인 원자로 정지 특성이 가정된다.

    

III. 검토절차

1. 초기사건의 발생과 안정상태에 이르는 진행과정을 검토하여 다음을 확인한다. 

     가. 계측제어의 기능 수행을 가정한 정도(특히 붕소희석 경보의 작동은 중요한 

검토대상이다)

     나. 발전소 및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 수행을 요구하는 정도

     다.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계통의 기능 수행에 대한 신뢰성

     라. 관련 공학적안전계통의 작동

     마. 운전원 조치를 요구하는 정도

     바. 제어봉 고착과 같은 고장을 고려한 여유도

2. 핵연료 재장전, 저온정지, 고온정지, 고온대기, 기동, 출력운전(자동 및 수동 제어 모

드) 등 초기 발전소 상태 중에 발생되는 붕소희석 사건에 대해 해석이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재장전 조건에 대하여는 원자로용기 뚜껑이 제거되고 냉각재 수위가 고

온관 위치까지 배수된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검토된 각 사건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사고원인이 고려되어 있어야 하며, 각 해석에 선정된 원인이 운전원의 사고조

치에 대한 최소 시간에 상응되는 것임을 정당화하여야 한다.

3. 계측제어분야의 검토 지원으로 각 붕소희석사건의 결과를 허용수준으로 제한시키는

데 필요한 보호계통, 공학적안전설비 및 기타 계통의 작동 시점이 검토된다.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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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설정치와 계통 작동 설정치를 예측된 계통변수와 비교한다. 자동 작동, 작동 

지연, 우회 모드, 연동장치, 그리고 운전원의 조치가 개입된다고 안전성분석보고서

에 기술된 경우 수동운전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4. 과도 과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계통이나 기기의 단일능동고장에 대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정도까지 평가한다. 이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5, 6, 7, 8, 9장에 따른다. 

특히 붕소희석 사건에 대한 경보가 다중성을 확인한다.

5. 사업자가 노심 성능과 반응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한 수학적 모델이 이전

에 검토․승인된 적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렇지 않다면 제출된 모델에 대한 일반적 

검토를 수행한다.

6. 노심과 계통의 초기상태 그리고 해당 변수 값을 검토한다. 특히 반응도계수와 제어

봉가가 중요하다. 선정된 노심 연소도, 붕소 농도, 제어봉가 등에서 최소의 여유도

가 나타난다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변수들의 변화추이를 다른 발전소에 

대한 해석결과와 비교해 간접적으로 타당성을 확인한다.

7. 가정된 희석유량은 이를 제한하는 기기의 설계를 고려하여 그 보수성을 검토한다. 

희석 유량에 대한 가정의 보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량을 제한하는 기기의 특성

을 조사한다. 만약 유량이 충전펌프의 용량에 의하여 제한된다면, 해석에서 가정된 

유량은 모든 충전펌프가 전용량으로 가동될 때의 값을 반영하여야 한다. 만약 모든 

펌프가 전부 가동되지 않거나 밸브에 의하여 유량이 제한된다고 가정하였다면, 이

에 대한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해석에 적용된 연동장치의 타당성도 검토

한다.

8. 해석 결과는 허용기준과 비교․검토된다. 과도에서 중요 변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다른 유사 발전소에 대한 것과 비교하여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한다. 특별히 중

요한 변수들은 노심 반응도, 붕소 농도, 희석 유량, 출력 준위, 노심 압력, 최소 핵

비등이탈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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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기술적 정보가 충분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음처럼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도로 검토와 검증계산(가용한 경우)이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안

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각 사안에 대한 판단과 결론의 근거도 기술한다.

1. 우발적 붕소희석을 유발할 수 있는 운전원의 실수와 계통의 고장이 검토되었다. 운전

원이 고장 조치를 하는데 가장 짧은 시간이 허용되는 고장들을 해석하였으며, 핵연료 

재장전, 저온정지, 고온정지, 고온대기, 기동, 출력운전(자동 및 수동 제어 모드)  등

이 초기 조건으로 검토되었다. 사건의 평가에 기 승인되었고 적절하게 보수적인 수학

적 모델이 적용되었다. 해석결과에 따르면 우발적 붕소희석 발생 후 운전원에게 허용

되는 조치시간은 재장전시에 ____분, 출력중에 ____분(기동 중에 ____분), 고온대기중

에, ____분, …이 확보된다. 출력중의 경우, 최악의 과도에서 핵비등이탈율은 ____ 이

상,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주증기계통의 압력은 설계 압력의 110% 이내로 유지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0조, 제24조, 제26조 등에 만족

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으므로,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와 주증기계통의 최대

압력이 설계압력의 11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과도과정에서 변수의 변화가 계측기

들의 측정과 표시범위 이내이므로, 관련 규정에 만족된다. 가장 나쁜 조건에 대하여 

과도가 해석되었으며, 해석방법과 입력에 적절한 보수성이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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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제어계통)

5. 전력산업기술기준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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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4.7절 핵연료집합체 오장전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하나 또는 다수의 핵연료집합체가 설계된 바와 다른 위치에 잘못 장전되어, 정상 출

력운전 중 출력분포가 설계 범위를 초과하여 핵연료가 손상될 우려에 대하여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위치제한) :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

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에서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대해 과도완화 조치에 필요한 변수 및 기기

의 상태를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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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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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위 “1.”에서 언급한 “허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원자로시

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별표에 규정된 값의 10%로 한다.

2. 핵연료 오장전에 대비한 주된 방호수단은 사건의 발생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

는 절차와 설계특성이며, 부가적 방호수단에 오장전을 탐지할 노내 계측계통이 포

함된다. 만일 오장전이 탐지되지 않는 경우,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될 수도 있다. 

핵연료 오장전을 찾아내기 위한 계측설비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오장전이 탐지되지 

않아 정상운전중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된다면, 주민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III. 검토절차

   핵연료집합체가 설계된 바와 다른 위치에 잘못 장전되면 정상운전 도중에 출력분

포가 설계 범위를 초과하여 핵연료가 손상될 수 있다. 잘못 장전된 노심의 유형을 충

분히 조사하고, 노내 계측기로 탐지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까지 도출되었음이 입증되어

야 한다. 다수의 핵연료 집합체가 잘못 장전되는 경우도 포함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면 장전의 방향이 잘못되는 경우도 대상이 된다. 가연성 독물질 또는 핵연료

봉이 핵연료집합체에서 탈착될 수 있다면, 이에 관한 오류도 고려되어야 한다.

1. 핵연료집합체 오장전이 여러 경우에 대하여 분석되었으며 최악의 경우가 도출되었는

지를 검토한다. 각 경우에 대해 원자로 출력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2. 핵연료 장전후 정상운전이 개시되기 전에 오장전을 검출하기 위하여 노내 계측기를 

운용토록 정하는 발전소 운전절차서가 적절히 구비되는지를 확인한다. 보통 저출력 

중성자속 분포측정이 수행되는데, 오장전은 이에 의하여 검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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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된 여러 실수가 원자로 계측장치에 미치는 영향이 검토되어야 한다. 오장전이 노내 

계측기로 탐지되지 못하는 경우라면, 오장전된 상태에서 출력운전이 되는 조건에서 핵설

계 변수에 미치는 영향, 출력분포의 변화, 국부출력 밀도의 증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4.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된다면 적합한 방법으로 핵연료 거동이 계산되었는지가 안

전심사지침 4.4절에 따라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소외 방사선영향 평가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기술적 정보가 충분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음처럼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도로 검토가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다. 각 사안에 대한 판단과 결론의 근거도 기술한다.

1. 검토자는 핵연료 오장전에 대한 여러 가능성과 그 결과를 평가했다. 고려된 각 경

우에서 노내 계측기에 의해 오장전이 탐지될 수 있으며, 만일 탐지되지 못하고 핵

연료가 손상되더라도 방사능 누출에 따른 소외피폭선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0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별표에 정해진 값의 10%를 초과

하지 않음이 사업자의 해석에서 나타났다. 사업자는 핵연료 오장전을 탐지하기 위

하여 매 주기가 시작되기 전에 노내 계측기를 사용한다.

2. 사업자는 핵연료 오장전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오장

전이 감지되지 못한 채 운전됨에 따라 핵연료가 손상되더라도 그 결과가 허용기준

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와 제20

조의 규정이 만족되었다고 판단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위치제한)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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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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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4.8절 제어봉이탈 사고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제어봉이탈 사고를 검토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미치는 손상 여부를 결정하

고 사고결과로부터 나타나는 핵연료 손상이 냉각수 유동을 방해하는지 여부를 결정한

다. 본 검토에서는 예상 초기조건, 제어봉 배열과 반응도가, 시간에 따른 정지제어봉

가, 여러 반응도계수의 적절성, 계산방법의 적절성, 기타 원자로 첨두 압력이나 핵연료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노심 변수가 검토의 대상이 된다.

   제어봉이탈로 야기되는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검토한다. 이 방출은 방사선학적 영향

분석의 선원항으로 사용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 부서의 검토자는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반응도 계수 곡선, 제어봉가 등 노물리 변수는 안전심사지침 4.3절에 따라 열수력학

적 분석은 안전심사지침 4.4절에 따라 각각 검토된다.

2. 방사선학적 영향은 본 절의 부록 15.4.8-1에 따라 검토된다. 

3. 원자로정지 지연시간(감지된 변수가 보호동작을 요하는 수준에 도달한 시점부터 부

반응도 삽입이 개시되는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은 안전심사지침 7.2절과 7.3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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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원자로의 고유보호) : 원자로의 급격

한 반응도 증가는 자연적으로 억제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에서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대해 과도완화 조치에 필요한 변수 및 기기

의 상태를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원자로의 노심등) : 노심과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설계기준사고시 안전정지와 노심냉각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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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

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위의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Regulatory Guide(이하 “RG”) 1.77에 제시된 

입장과 지침을 따른다. 여기에 제어봉이탈 사고의 평가에 적용되는 해석 방법, 가정 

등이 제시되어 있다. 관련된 상세 허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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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응도 폭주에 따른, 반경방향 소결체 평균 엔탈피는 핵연료봉 축방향의 어느 위치

에서도 230 cal/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출력이 폭주하여도, 전력산업기술기준 MN의 C급 운전한계를 초과하는 응력이 원자

로냉각재압력경계에 가해지지 않아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는 설계기준사고의 해석에 관하여, 제한구역 경계

와 저인구지역 외측경계(outer boundary)에서 개인에 대한 피폭선량(이하 "소외피폭선

량"이라고 한다)을 제한한다. 핵비등이탈을 겪는 핵연료봉에서 누출된 방사성물질은 

본 절의 부록 15.4.8-1에서 검토되는 소외피폭선량의 평가와 연관된다. 

  

III. 검토절차

안전심사지침 15.0절에 제시된 일반적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1. 반경방향 소결체 평균엔탈피에 대한 검토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영출력, 중간출력, 전출력, 주기초, 주기말을 포함하는 여러 초기조건을 고려하

여 연료 손상에 관한 최악의 조건이 도출되어야 한다. 열평형측정법에 따른 

출력측정 불확실도가 열출력 초기조건에 반영되어야 한다.

    나. 위의 초기조건과 운영기술지침서로 제한되는 제어봉 배치로부터 가장 제한적인 이

탈 제어봉가를 도출한다. 제어봉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면 검증 계산을 수행한다.

    다. 제한적인 반응도 계수값이 초기조건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반응도 계수 곡선은 

안전심사지침 4.3절에 따라 검토된 곡선과 대조하여 점검된다. 도플러계수와 

감속재온도계수가 가장 중요하다. 

    라. 원자로정지 변수, 원자로정지 지연시간, 제어봉 낙하속도 곡선, 미분 제어봉가 

등을 포함하여 제어봉 삽입에 관한 가정을 조사한다. 원자로정지 변수와 지연

시간은 안전심사지침 7.2절에 따라 검토되며, 제어봉가는 안전심사지침 4.3절

에서 검토된 것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마. 사업자의 해석 방법을 검토한다. 해석 방법이 기 승인되었다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기본적 사항부터 충분히 검토․확인되어야 한다.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검증계산을 할 수도 있다. 검토 주안점은 해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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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소들이 실제의 3차원 문제를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 가이다. 반응도 

궤환 인자, 지발 중성자 군, 핵연료봉 분포의 2차원적 표현, 냉각재 유량, 원자

로정지 입력자료 등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한다.

2.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최대압력에 대한 검토는 위의 “가” 내지 “마”항에 따른

다. 단, 가장 제한적인 압력을 해석한다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3. 소외피폭선량 평가를 위하여, 손상을 입는 핵연료봉의 수를 검토한다.

    가. 반응도 폭주 중의 핵비등이탈 조건을 계산할 때 적합한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를 확인한다. 여기에 동일 핵증기공급계통 공급자가 이전에 행한 경우를 참조

할 수도 있다. 만약 기 승인된 방법이 아니라면, 즉 새로운 것이거나 전면적으

로 개정된 모델을 사용하는 최초의 경우라면, 검토자는 상세 검토를 따로 수

행해야 한다.

    나. 핵비등이탈을 겪는다고 계산된 핵연료봉의 수가 소외피폭선량 평가에 사용되

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핵비등이탈 계산의 방법과 조건은 안전심사지침 4.4

절에 따라 승인된 것과 일치되어야 한다. 

    다.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경로는 두 가지인데, 격납건물과 주증기계통의 증기방

출밸브이다. 두 경로를 종합한 누출량과 하나의 경로만 가정한 누출량의 타당

성이 각각 검토되어 제한적인 경우가 확인되어야 한다.

    라. 손상된 연료봉의 개수와 방사성물질 누출량은 이 사고의 소외피폭선량을 평가

하는 부록 15.4.8-1의 검토에서 사용된다.

4. 냉각형상 유지, 원자로냉각재계통 최대압력, 핵비등이탈 등의 각 관점별로 제한적 

사고 시나리오는 다를 것이다. 각 경우에서 제한적인 조건이 도출되었는지를 검토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기술적 정보가 충분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음처럼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도로 검토와 검증계산(가용한 경우)이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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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각 사안에 대한 판단과 결론의 근거도 기술한다.

1. 제어봉이탈 사고를 가상한 사고해석에서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손상은 국부적인 

범위 이내로 제한되며, 노심냉각 능력에 심각한 손상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평가되

었다. 이는 RG 1.77에 제시된 해석방법과 판단기준을 따라 확인되었다. 

2. 사업자의 사고해석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해석결과에 의하면 핵연료의 최대 엔탈

피가 230 cal/g 미만이므로, UO2 용융물이 냉각재로 분출되어 순간적인 압력파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도중의 최대압력은 통상적인 핵연료봉

-냉각재 열전달 현상에 대하여 계산되었으며, 전력산업기술기준 MN의 C급 운전한

계 미만이라고 나타났다. 해석의 가정, 해석 모델, 초기조건, 변수 값 등에 충분한 

보수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3. 제어봉이탈에 따른 급격한 반응도 증가가 반응도계수의 자연적 작용으로 억제되었

으며, 사고조건에서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대해 과도완화 조치에 필요한 변수 및 

기기의 상태를 계측할 수 있으므로, 노심과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안전정지와 노심

냉각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0

조, 제35조 등이 각각 만족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위치제한)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원자로의 고유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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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원자로의 노심 등)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6. Regulatory Guide 1.77, "Assumptions Used for Evaluating a Control Rod Ejection 

Accident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1974

7. 전력산업기술기준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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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5.1-15.5.2절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부주의한 작동과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오작동

 검토주관 : 안전평가실

I. 검토분야

   예상운전과도(AOO) 중 일부의 사건은 원자로냉각재 재고량의 우발적인 증가를 일

으킬 수 있다. 증가된 냉각재의 온도, 붕소농도, 자동제어계통에 따라 원자로출력은 증

가할 수 있으며 적절한 제어가 없으면 핵연료봉의 손상이나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과압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자로출력이 감소하거나 감압상태가 나타나

기도 한다. 원자로는 고수위, 고중성자속, 고압, 저압 또는 안전주입신호에 의해 자동

정지된다.

   비상노심냉각계통(ECCS)의 부주의한 작동에 따라 원자로냉각재 재고량이 우발적으

로 증가되는 예상운전과도라면, 원자로는 ECCS 작동신호에 의해 자동으로 정지된다. 

ECCS는 일단 작동되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며, 비상운전절차를 준수하여 수동으로 

정지될 수가 한다. 이 안전심사지침에서는 원자로냉각재의 재고량을 증가시키지만 노

심의 붕소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상운전과도를 대상으로 한다. 노심의 붕소농

도를 감소시키는 예상운전과도는 안전심사지침 15.4.6절에서 평가된다.

   가압경수형 발전소의 경우, ECCS의 부주의한 작동이나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CVCS)의 오작동이 원자로냉각재 재고량을 증가시키는 예상운전과도에 속한다. 충전펌

프가 안전주입펌프를 겸하는 발전소의 경우 ECCS의 부주의한 작동은 중요한 고려대상

이다. 충전펌프를 겸하지 않는 고압안전주입펌프는 정상운전압력에서는 원자로냉각재

계통으로 냉각수를 주입시킬 수 있는 수두를 발생시키지 못한다.

   원자로냉각재의 재고량을 증가시키는 사건의 안전성검토는 사고의 전개과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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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해석모델에 사용된 변수들의 수치, 과도상태 예상결과에 대해 수행된다.

   검토자는 원자로보호계통, 공학적안전계통, 특히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보호·유

지하는 운전원 조치의 필요성에 검토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해석모델의 검토에서는 

수학적 모델 및 전산코드가 사전에 승인된 것인가를 확인하고 미승인된 것일 경우 그 

해석모델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을 

포함한 미승인 해석모델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분석된 사고들의 예측결과가 이 안전심사지침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

인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계통변수들의 수치가 검토 중인 원자로 유형에 대해서 예상

되는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이 절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사고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15.0절을 참조한다.

 2. 안전심사지침 4.2～4.4절에서는 발전소 설계 및 특정 운전조건과 부합되는 노심관

련 해석모델에 사용된 변수들의 타당성, 핵연료봉 피복재 손상의 허용기준, 노물

리, 핵연료봉 설계, 노심 열수력자료에 대해 검토한다.

 3. 안전심사지침 7.2～7.5절에서는 원자로 및 발전소 보호계통과 안전설비 계측제어계

통이 안전해석에서 가정된 기능을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사고전개 과정을 계측제어 관점에서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기술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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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 원자로냉각재계통

이 예상운전과도상태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에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음

을 입증하기 위하여 적절한 여유를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 원자로냉각재

계통과 관련된 보조설비들이 예상운전과도상태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에 압력경계

가 손상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여유를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 안전에 중요한 구

조물, 계통 및 기기 등이 예상운전과도상태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에 작동가능하도

록 소내 및 소외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각 전력계통들은 그 중에 하나가 기능상

실을 가정한 상태에서도 예상운전과도 시에 연료허용손상한계 및 원자로냉각재압

력경계의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과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 제어계통) : 반응도 제어계

통이 예상운전과도상태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에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

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반응도 변화를 적절히 제어 가능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증가 사건을 검토하는 기본 목적은 제한적 경우를 규명하며 

제한적 경우에서 핵연료봉 손상, 계통압력, 사고확대 제한 등에 대한 허용기준을 만족

하는지 확인하는데 있으며 세부 허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

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

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

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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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해야 한다.

 1.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압력은 설계값의 110%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승인된 상관식에 의하여 최소핵비등이탈율이 95%의 확률과 95%의 신뢰도를 가지

고 핵비등이탈율 제한치 이상을 유지함으로써 핵연료피복재의 건전성이 보장되어

야 한다.

 3.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증가 사건은 독립적인 다른 고장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는 

한, 보다 심각한 사고로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사고해석에는 승인된 해석모델이 사용되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해석방법이 사용

된 경우에는 규제기관에 의하여 그 타당성여부가 평가되어야 한다. 해석적 모델에 사

용된 변수값은 적절히 보수적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수 값이 적합하다

고 볼 수 있다.

 1. 초기출력 준위는 더 작은 출력 불확실도를 입증할 수 없는 한 해석시 가정한 원자

로냉각재계통 유로 수에 대응되는 정격출력에 2%의 출력 측정 불확실도를 더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해석시 가정한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 수는 해당 과도의 결과를 

최대화시키는 운전조건에 해당되는 유로 수이어야 한다.

 2. 최대 반응도 제어봉의 고착 상태에서 최대 시간 지연을 가정하는 등 보수적인 원

자로 자동정지의 특성을 가정한다.

 3. 감속재온도계수, 감속재기포계수, 도플러계수, 축방향 출력분포, 반경방향 출력분포

의 여러 조합이 가장 제한적이 되도록 노심 연소도를 선정한다.

III. 검토절차

   아래의 내용은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에 적용되며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분석에 도

입되는 계통의 안전변수 및 그 설정치들이 예비적인 값이고 변경될 수 있으나 운영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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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계에서는 최종 확정된 값이 분석에 사용되어야 하며 제출된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된 안전계통 제한설정치(Limiting Safety System Settings)와 해석에 사용된 값이 비

교되어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사건발생 후 안정상태에 이를 때까지의 사건 진행과정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

한다.

 1.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 계측제어의 기능을 고려한 정도

 2. 발전소 및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 수행을 요구하는 정도

 3.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계통의 기능 수행에 대한 보장 여부

 4. 공학적안전설비의 동작을 요구하는 정도

 5. 운전원 조치를 요구하는 정도(이 사건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운전원이 

수동으로 충전펌프를 정지시켜야 함)

 6. 기기 고장(제어봉 고착 등)에 대한 적절한 여유도의 고려 여부

   신청자는 가장 제한적인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증가 사건에 대한 정량적인 해석결

과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하며, 해석결과는 이 사건이 더 심각한 경우로 

진행되지 않음을 보여야 한다. 검토자는 이 사건의 결과를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제한

하는데 필요한 보호계통, 공학적안전설비, 운전원 조치 등의 개시 시점을 검토하고 계

통변수들의 예상된 거동을 원자로 자동정지 및 계통작동 설정치들과 비교한다. 검토자

는 사건전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안전계통 및 기기들의 단일능동고장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소외전원상실(LOOP)은 단일능동고장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하며 사

고해석은 단일능동고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소외전원상실의 유무를 고려하여 수행되어

야 한다.

   노심거동을 평가하고 1·2차계통 압력을 예측하는 해석적 방법을 검토하여 수학적 

모델 및 전산 코드가 이전에 검토․승인된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기존에 승인되지 

않은 해석적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검토자는 이 방법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수행한다.

   해석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계통변수와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에 대한 타당

성 여부를 검토한다. 특히 제어봉 제어능, 감속재온도계수, 감속재기포계수, 도플러계

수의 보수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중점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신청자가 사고해석에서 

최소여유도를 갖는 노심연소도를 선택하였는지에 대한 타당성과 사고해석에 사용된 

반응도변수들에 대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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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해석 결과를 검토하여 핵연료봉 거동과 원자로냉각재 및 주증기계통의 최대압

력이 허용기준에 만족되는지 평가하며 다음 변수들의 거동을 검토한다.

 1. 원자로 출력

 2. 최대 및 평균 열속

 3. 노심 유량 및 노심내 유량 분포

 4. 냉각재 상태(노심 입구 및 평균 온도, 평균 및 최대 열속 채널 출구온도)

 5.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증기관 압력

 6. 최소핵비등이탈률

 7. 가압기 및 주증기관 압력방출밸브 유량

 8. 격납건물 압력

 9.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격납계통으로의 유량(적용가능한 경우)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또한 심사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

한다.

   검토자는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증가 사건에 대한 해석결과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 22, 24, 28조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아래의 사항에 비추어 

확인한다.

 1. 사고해석에 승인된 해석모델이 사용되었고, 입력변수 값들은 충분히 보수적임을 

보이고 있으며, 단일능동고장에 대한 Regulatory Guide(이하 "RG") 1.53과 계측기

기에 대한 RG 1.105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핵연료봉 손상이 허용기준을 만

족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주증기계통의 사고해석 최대압력이 설계값의 110%를 초과하

지 않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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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반응도제어계통의 용량이 충분하여 최대 반응도 제어봉이 고착된 경우에도 연료허

용손상한계 이내에서 적절한 반응도 제어가 가능한지의 여부

 5. 독립적인 다른 고장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경우로 진행되지 않는

지의 여부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5. 전력산업기술기준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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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Nuclear Power Plants"

 7. ANSI N18.2, "Nuclear Safety Criteria for the Design of Stationary Pressurized 

Water Reactor Plants"

 8. Regulatory Guide 1.53, "Application of the Single-Failure Criterion to Nuclear 

Power Plant Protection System"

 9. Regulatory Guide 1.105, "Instrument Spans and Set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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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6.1절 가압기 압력방출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가압기 압력방출밸브의 부주의한 개방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우발적인 감압을 초

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전기적 오신호나 운전원의 실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가압기 압력방출밸브의 부주의한 개방은 원자로냉각재 재고량의 감소와 원자로냉

각재계통 압력의 감소를 초래한다. ANSI B95.1-1972에 정의된 대로 압력방출밸브는 정

상조건에 도달하게 되면 재폐쇄되어 더 이상의 유체방출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장치이

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감소하면 양의 감속재밀도 궤환효과에 의해 중성자속

이 줄어들게 된다.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에서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저압력이나 열적여

유도 감소에 의해 원자로 비상정지가 발생한다.

   이러한 과도 현상에 대한 검토자는 사고 전개과정, 해석 모델, 해석모델에 사용된 

변수들의 값, 그리고 예측된 과도현상의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사고전개과정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원자로를 보호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원자로 보호계통, 공학적 안전설비, 운전원조치의 필

요성 등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검토한다.

   해석적 방법을 검토하여 수학적 모델 및 전산 코드가 이전에 검토․승인된 적이 있

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해석적 방법의 기 승인이 없었다면 검토자는 새로운 해석 모델

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수행한다. 노심과 계통의 초기조건을 포함하여 새로운 해석모

델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을 검토한다. 과도현상의 예측결과를 검토하여 허용기준을 만

족하는가를 확인한다. 해석결과를 검토하여 계통 변수들이 신청된 원자로의 유형에 대

해 예상되는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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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이 절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사고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15.0절을 참조한다.

 2. 안전심사지침 7.2 ～ 7.5절에서는 원자로 및 발전소의 보호계통과 안전제어 및 계

측계통이 안전해석에서 가정된 대로 작동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된 사고 전

개의 내용 중 계측 및 제어 부분을 검토한다. 자동 작동, 원격감지, 지시, 제어, 보

조계통 혹은 공유되는 계통과의 연동, 잠재적인 바이패스 모드 그리고 운전원의 

수동 제어의 가능성에 관해 신청자가 기술한 사고해석과정을 확인한다. 

 3. 안전심사지침 8장에서는 사고완화를 위해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제어계통 전력원

이 신청자가 기술한 바에 따라 가용한지를 확인한다.

 4. 사고를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기가 사고 상태 및 사고 후 상태의 환경에서도 

성능이 입증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사고 발생의 결과로서 고장난 기기가 사고 

전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지를 검토한다.

 5. 안전심사지침 13.5.2절에 따라 발전소 운전절차서를 검토하여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의 부주의한 개방 후에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비상정지와 관련된 조치 내용이 

Generic Letter(이하 "GL") 85-12 (웨스팅하우스 형 원전) 및 GL 86-06 (컴버스쳔 

엔지니어링 형 원전)에 기술된 바를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기술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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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 원자로냉각재

계통이 예상운전과도상태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에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적절한 여유를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 원자로냉

각재계통과 관련된 보조설비들이 예상운전과도상태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에 압력

경계가 손상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여유를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등이 예상운전과도상태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에 작동가능하

도록 소내 및 소외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각 전력계통들은 그 중에 하나가 기능

상실을 가정한 상태에서도 예상운전과도 시에 연료허용손상한계 및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과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 반응도 제

어계통이 예상운전과도상태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에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반응도 변화를 적절히 제어 가능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가압기 압력방출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사고에 대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

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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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

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

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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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압력은 설계 압력의 110%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최소핵비등이탈율이 승인된 상관식에 의하여 95%의 확률과 95%의 신뢰도를 갖고 

규정된 핵비등이탈율 제한치 이상을 유지함으로써 핵연료피복재의 건전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3. 가압기 압력방출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사고는 독립적인 다른 고장이 추가로 발생

되지 않는 한, 보다 심각한 사고로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4. 발전소 계통 중 가장 제한적인 단일 고장이 선정되어야 하며 이는 분석에서 가정

되어야 한다.

   사고해석에는 승인된 해석모델이 사용되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해석방법이 사용

된 경우에는 규제기관에 의하여 그 타당성여부가 평가되어야 한다. 해석적 모델에 사

용된 변수값은 적절히 보수적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수 값이 적합하다

고 볼 수 있다.

 1. 초기출력 준위는 더 작은 출력 불확실도를 입증할 수 없는 한 해석시 가정한 원자

로냉각재계통 유로의 수에 대응되는 정격출력에 2%의 출력 측정 불확실도를 더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석시 가정한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의 수는 해당 사고의 결

과를 최대화시키는 운전조건에 해당되는 유로의 수이어야 한다.

 2. 최대 반응도 제어봉의 고착 상태에서 최대 시간 지연을 가정하는 등 보수적인 비

상정지의 특성을 가정한다.

 3. 감속재온도 계수, 기포 계수, 도플러 계수, 축방향 출력 분포, 반경방향 출력 분포

의 여러 조합이 가장 제한적이 되도록 노심 연소도를 선정한다.

 4. 사고완화 계통은 계기 정밀도의 오차를 고려한 설정치에서 작동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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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아래의 내용은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에 적용되며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분석에 도

입되는 계통의 안전변수 및 그 설정치들이 예비적인 값이고 변경될 수 있으나 운영허

가 단계에서는 최종 확정된 값이 분석에 사용되어야 하며 제출된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된 안전계통 제한설정치(Limiting Safety System Settings)와 해석에 사용된 값이 비

교되어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사건발생 후 안전상태에 이를 때까지의 사건 진

행과정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 계측제어의 기능 수행을 가정한 정도

 2. 발전소 및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 수행을 요구하는 정도

 3.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계통의 기능 수행에 대한 보장 여부

 4. 공학적 안전설비의 동작을 요구하는 정도

 5. 운전원 조치를 요구하는 정도

 6. 다음의 TMI 후속조치 사항들에 대하여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가. II.K.3.1 : II.K.3.2에서 요구한 대로 수행된 평가 결과가 있거나 혹은 신청자의 

설계에 자동 압력방출밸브 격리계통을 갖추고 있다면, 검토자는 이 사항이 해

석 시에 적절히 고려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II.K.3.5 : 검토자는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에 대한 가정을 검토하여 이 가정들

이 후속조치 II.K.3.5 항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최종 펌프 정지기준의 관점에서 

적절하고 보수적으로 모델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다. II.K.3.25 (10CFR50.34(f)(1)(iii)) 및 II.K.3.40 : 사고의 결과로서, 또는 교류전원 상

실의 결과로서, 격납건물 격리가 발생된다면, 원자로냉각재펌프 기기냉각수가 

상실될 수 있다. 검토자는 원자로냉각재펌프 시설의 건전성이 상실되지 않았는

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신청자의 제출서류를 평가한다. 만일 밀봉의 건전성이 

보장될 수 없다면, 검토자는 이 사고의 평가가 밀봉고장을 정확하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압력방출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사고가 다른 유사한 사고

보다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고 언급되어 있다면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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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결과가 타당한지를 검토한다. 만일 사고의 정량적인 분석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

시되어 있다면 사고의 결과를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계통, 

공학적 안전설비 및 기타 계통의 작동 시점을 검토하고 계통변수들의 예상된 거동과 

원자로 비상정지 및 계통작동 설정치들을 비교한다.

   검토자는 사고전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안전계통 및 기기들의 단일능동고장에 따

른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원자로냉각재 재고량을 보충하거나 유지시키는 계통에서 

가능성 있는 단일고장을 고려한다.

   노심거동을 평가하고 1·2차계통 압력을 예측하는 해석적 방법을 검토하여 수학적 

모델 및 전산 코드가 이전에 검토․승인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해석적 방법

의 기 승인이 없었다면 검토자는 새로운 해석모델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수행한다.

   해석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계통변수 및 노심과 계통의 초기조건에 대한 타당

성 여부를 검토한다. 특히 제어봉의 제어능, 반응도에 관한 감속재 온도계수, 기포계

수, 도플러계수의 보수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중점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부터 최소여유도를 갖는 노심연소도가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타당성과 사고해석에 사용된 반응도변수들에 대해 평가한다.

   사고해석 결과를 검토하여 핵연료봉 거동과 원자로냉각재 및 주증기계통의 최대압

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하며 다음 변수들의 시간에 따른 거동을 검토한다.

 1. 원자로 출력

 2. 최대 및 평균 열속

 3. 가압기 냉각재 체적

 4. 냉각재 상태(노심 입구 및 평균 온도, 평균 및 최대 열속 채널 출구온도)

 5.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증기관 압력

 6. 최소 핵비등이탈률

 7. 가압기 및 주증기관 압력방출밸브 유량

 8. 격납건물 압력

 9.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격납계통으로의 유량(적용가능한 경우)

   가압기 압력방출밸브의 부주의한 개방에 의해 야기된 과도상태 동안 중요한 변수

값들이 예상되는 범위 안에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유사한 발전소에 대

한 예측치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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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심사의 결

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가압기 압력방출밸브의 부주의한 개방사고에 대한 해석결과가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 22, 24, 28조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아래에 기술

된 내용을 근거로 확인한다.

 1.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핵연료봉 손상이 허용기준을 만

족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주증기계통의 사고해석 최대압력이 설계압력의 110%를 초과

하지 않는지의 여부

 3. 반응도제어계통의 용량이 충분하여 최대 반응도 제어봉이 고착된 경우에도 연료허

용손상한계 이내에서 적절한 반응도 제어가 가능한지의 여부

 4. 사고해석은 승인된 해석모델을 사용하고 입력변수 값들은 충분히 보수적임을 보이

고 있으며 단일능동고장에 대한 Regulatory Guide(이하 "RG") 1.53과 계측기기에 

대한 RG 1.105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5. 독립적인 다른 고장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보다 심각한 사고로 진행되지 

않는지의 여부

 6. TMI 후속조치사항의 만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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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6.2절 격납건물 외부로 일차계통 냉각재를 수송하는 

소형배관의 파단에 대한 방사능 영향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이 절에서는 계측용 배관 및 시료채취관과 같이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연결된 

소형 배관이 격납건물 외부에서 파단되는 사고에 대한 방사능 영향을 평가한다.  검토

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격납건물 내/외부 배관의 격리 성능을 요구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 적용되는 배관계통을 포함하여 고장을 가정한 소형 배관계통을 선

정하고 이들 배관계통에 대한 격리 성능을 확인한다. 다만, 격리특성에 관한 허용

기준이 다른 계측용 배관과 같은 특수한 배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Regulatory 

Guide(이하 "RG") 1.11에는 계측용 배관의 격납건물 외부에서의 격리특성 및 기타 

요건이 기술되어 있다. 

 2. 신청자가 제출한 사고전개과정이 가장 심각한 방사능 누출을 고려하였음을 확인한다.

 3. 상기 사고에 대한 갑상선 및 전신 피폭선량을 계산하기 위해 신청자가 사용한 모

델과 가정을 검토한다.

 4. 사고와 동시에 일어나는 요오드 스파이크의 영향을 포함한 원자로냉각재의 요오드 

방사능과 이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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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능한 경우 격리시간과 격리밸브의 최대 누설률 평가를 포함하여 갑상선 및 전신 

피폭선량에 대하여 독립 계산을 수행한다.

 6. 신청자에 의해 계산된 선량을 허용기준에 기술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별표 2항에 의한 선량 기준치

와 비교한다.

검토연계분야

   이 절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사고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15.0절을 참조한다.

 2. 안전심사지침 6.2.4절에서는 격납건물 외부의 계측용 또는 기타 소형배관의 격리성

능을 검토하고 9.4.3절에서는 보조건물의 공기정화계통의 기능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기술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를 근거로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 일차 계

통에 연결된 배관계통의 격리요건에 관련된 기준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 원자

로 냉각재를 격납건물 외부로 수송하는 소형 배관의 파단사고에 대한 방사능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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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원자로 냉각재를 수송하는 소형 배관의 격납건물 외부에서의 파단사고의 방사능 

영향에 대해 만일 제한구역 및 저인구 지역의 외곽 경계에서 전신 및 갑상선 선량의 

계산치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및 RG 1.11의 C.1.b의 근거에 명시된 대로 10 CFR 100.11의 선량 기준치의 소량 

(small fraction)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발전소 부지 및 선량 완화를 위한 공학적 안전설

비는 허용가능하다. 10 CFR 100.11의 소량은 이 선량기준치의 10%를 의미하는데, 이것

은 전신 및 갑상선 피폭선량에 대해 각각 2.5 rem 과 30 rem이다.

   발전소의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일차냉각재계통에서의 요오드 방사능에 대하여 기술

되어 있어야 한다. 운영기술지침서에 근거하여 사고 시에 계산된 피폭선량이 선량 기

준치 이내이면 이 운영기술지침서는 허용될 수 있다.

III. 검토절차

   중점 검토분야는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된 자료가 최근에 검토된 다른 

발전소의 자료와 유사한가, 그리고 안전성과 관련하여 특별히 안전에 중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검토는 다음 절차로 수행된다.

 1. 신청자가 사고해석에 사용한 가정들의 적합성 및 보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형 

배관파단 사고의 기술 내용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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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연결되어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배관들을 확인한다. 격리설비

들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격납건물 내/외부의 격리 

성능” 또는 계측용 배관에 대하여는 RG 1.11 “격납건물 외부에서의 격리 성능”

의 적용 가능성의 관점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3. 검토자는 사고해석 시에 가장 심각한 소외 방사능 영향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소형 배관들을 선택한다. 이러한 선택은 주로 최근에 검토된 발전소에 대해 수행

된 해석에 기초를 두며, 화학 및 체적제어 계통의 유출관과 가장 큰 계측 및 시료

채취관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보수적인 가정들이 사용된다.

가.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유출관과 같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23조를 만족시키는 소형 배관들에 대해서는 두 개의 격납건물 격리밸브 

중 하나의 단일능동기기 고장에 따라 격납건물 외부 격리밸브의 하류측에서 

파단이 발생했다고 가정한다. 격납건물 외부로 누출되는 일차 냉각재의 양은 

이러한 파단을 찾아내고 파단부를 격리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법과 성능 및 시

간 (작동가능한 격리밸브를 폐쇄시키는 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 RG 1.11의 격리 요건을 만족시키는 계측용 배관(즉, 격납건물 외부의 격납건물 

격리밸브)에 대해서는 단일고장(예를 들면, 밸브가 폐쇄되지 않음)과 동시에 밸

브 하류측에서 파단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경우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는 여

타의 격리 혹은 유량축소설비(예를 들면, 관로에 설치되는 오리피스)들이 제공

되지 않는 한, 배관의 파단은 차단될 수 없으며 일차 냉각재 누출은 일차 계통

이 감압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가정한다.

다. 누출되는 일차 냉각재의 양은 정상 원자로 운전조건에 해당하는 원자로 냉각

재 유체의 엔탈피를 갖는 소형배관 파단 위치에서의 임계유량이라고 가정함으

로써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검토자는 최근에 검토된 발전소에 대한 유사한 정

보를 고려하면서 신청자가 제공한 원자로냉각재 누출율을 평가한다. 검토자는 

누출율과 전체 냉각재 누출량을 확인한다.

라. 일차 냉각재내의 초기 핵분열생성물 농도는 핵증기공급계통 공급자의 표준기

술지침서 또는 신청자가 제공한 운영기술지침서에서 허용된 최대 평형 농도 

수치라고 가정한다. 부가적으로 원자로 정지 또는 일차계통의 감압의 결과로서 

요오드 스파이크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이 요오드 스파이크는 핵연료로부터

의 핵분열 생성물질의 평형 방사능 누출율을 500배 증가시켜 모델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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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배관파열의 결과로서 발생될 수 있는 핵연료 손상의 가능성과 정도

에 관하여 평가한다. 핵연료 손상이 있다면 해석 시에 일차 냉각재 방사능에 

손상된 핵연료로부터 방출된 핵분열 생성물질의 방사능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공기 중에 섞이어,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요오드의 분율은 감압과정 중에 증기

로 순간 기화하는 냉각재의 분율과 같다. 기화 분율(flash fraction)은 냉각재 

누출과정이 등엔탈피 과정이라고 가정함으로써 구해진다.

마. 이중 격납건물계통을 갖는 발전소에 대해서 만일 배관들이 2차 격납건물을 관

통하거나 우회한다면 소형 배관의 파단은 2차 격납건물 외부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만일 배관이 2차 격납건물 내부에서 끝났다면 누출은 2차 격납건물 

내부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2차 격납건물내에서의 가상 소형 배관 파단사

고에 따른 압력과도상태동안의 2차 격납건물의 건전성과 누설 밀봉성을 확인

한다. 혼합 체적은 가정된 파단 위치 및 작동하는 것으로 가정된 2차 격납건물 

환기계통까지의 거리에 따라 구해진다. 2차 격납건물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

는 공기중 방사능 물질은 안전심사지침 15.6.5.1절에 기술된 가정에 따라 평가

한다.

바. 공기 중에 혼합된 방사성 요오드의 제거를 위한 공학적 안전설비 등급의 여과 

계통의 작동 및 효율성은 각 경우마다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모든 가능한 

소형 배관의 파단 위치들이 계통의 환기 영역 내에 존재 하는지를 확인한다.

해석시 신뢰할 수 있는 공기처리계통의 종류에 따라서 지표면 방출 혹은 고공 

방출을 가정한다. 대기확산인자 (χ/Q)는 안전심사지침 2.3.4절에서 검토한다.

 4. 검토자와 신청자에 의해 계산된 전신 및 갑상선 피폭선량을 허용 기준과 비교한

다. 만일 검토자가 계산한 선량이 선량 기준치 내에 들지 않는다면 피폭선량을 허

용기준치 내로 줄이기 위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5. 검토자는 사고전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안전계통 및 기기들의 단일능동고장에 따

른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소외전원상실(LOOP)은 단일능동고장으로 간주하지 않

아야 하며 사고해석은 단일능동고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소외전원상실의 유무를 고

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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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심사

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원자로 냉각재를 격납건물 외부로 수송하는 소형 배관의 파단사고에 대

한 해석결과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09-37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별표 2항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를 아래에 기술된 내용을 근거로 확인한다.

 1.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와 계측관을 포함한 소형 배관의 분류 

및 확인.

 2. 신청자가 제출한 사고전개과정의 방사능 누출 측면에서의 보수성.

 3. 사고와 동시에 일어나는 요오드 스파이크의 영향을 포함한 원자로냉각재의 비방사

능과 이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

 4. 사고의 분석 및 영향 검토시 소외전원의 상실 및 단일고장의 고려 여부.

 5. 요오드 기화분율, 대기확산인자 등 방사선 영향 평가에 사용된 가정의 보수성 및 

소외선량에 관한 허용기준 만족 여부.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3. Regulatory Guide 1.11 "Instrument Lines Penetrating Primary Containment." 

 4. 10 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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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6.3절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에 의한 방사능 영향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이 절에서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 시 방사능 영향을 검토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가장 심각한 경우의 방사능 누출이 고려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외전원이 유

효하거나 또는 상실되었을 때, 신청자가 기술하고 있는 사고를 회복하기 위한 발

전소의 절차 및 사고전개에 대한 검토

 2. 가상 사고에 대한 갑상선 및 전신 피폭선량계산 시 신청자에 의해 사용된 모델 및 

가정의 검토

 3. 가능한 경우 검토자에 의한 갑상선 및 전신 피폭선량의 독립적 계산

 4. 허용기준에 기술된 적절한 선량 기준치와 검토자 및 신청자에 의해 계산된 선량의 

비교

 5. 일차 및 이차 냉각재의 요오드 방사능 농도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의 검토

 6. 소외전원상실 및 가장 제한적인 단일고장을 수반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의 

방사능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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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에는 (1) 사고전 요오드 스파이크와 (2) 사고와 동시에 일어나는 요오드 스파이

크에 해당하는 두 경우의 원자로냉각재 요오드 농도가 포함된다. 가상사고로 부터 초

래되는 잠재적 핵연료 손상을 평가하며 방사능 영향 평가에 고려되는 원자로냉각재 

내의 요오드 방사능의 부가적인 선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검토연계분야

   이 절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사고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15.0절을 참조한다.

 2. 안전심사지침 2.3.4절에서는 방사능 영향 분석에 사용된 대기확산인자를 검토한다.

 3.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 전개는 일차 및 이차측으로의 누설이 종료되는 시간

의 관점에서, 안전심사지침 6.2.1, 6.2.1.1, 6.2.1.3, 6.2.4절에 대한 검토의 일부로서 

증기발생기 범람(overfill)의 잠재성 및 가장 제한적인 단일고장을 평가한다.

 4.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전개에 대한 비상운전절차서는 안전심사지침 13.5.2.1

절에서 평가한다. 이 정보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의 방사능 영향평가를 위한 

입력자료로서 제공된다.

 5. 안전심사지침 19장에 대한 검토책임의 일부로서 증기발생기 전열관파단 사고가 발

전소 위해도에 대한 기여도를 검토한다. 이 검토는 격납건물 우회누설량을 감소시

키기 위한 설계개선의 신청자 평가 및 잠재적인 설계 취약성을 확인하기 위해 증

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로 인한 발전소 반응의 최적평가가 포함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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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교육과학기술부고시를 근거로 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2012-0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 제한

구역경계 및 저인구지대 외곽경계에서의 선량계산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9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허용기준은 사고시에 방사능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

시 제2012-0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와 10 CFR 100의 관련 요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한구역과 저인구지역에서 계산된 전신선량 및 갑상선 선량이 다

음의 선량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의 방사능 영향에 

대하여 발전소 부지와 선량감소를 위한 공학적 안전설비는 만족된다.

 1. 사고전 요오드 스파이크를 가정하는 경우와 최고 제어능을 가진 제어봉이 노심밖

에 고착된 경우의 사고에 대하여 계산된 선량이 10 CFR 100. 11의 제한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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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고와 동시에 일어나는 요오드 스파이크와 연속적인 전출력 운전시의 평형 냉각

재 요오드농도 유지상태에서의 사고에 대하여, 계산된 선량이 제한치의 적은 분량, 

즉, 상기 지침값의 10% 또는 전신선량으로는 25mSv(2.5rem) 갑상선 선량으로는 

300mSv(30 re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방사선 영향 계산에 사용된 방법론과 가정은 안전심사지침 2.3.4절에 의해 검토되

는 대기확산인자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4의 규제입

장을 반영한다.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는 일차와 이차 냉각재계통에서의 요오드 방사

능에 관해 기술하여야 한다. 이 운영기술지침서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에서 계

산된 잠재적 방사능 영향이 상기 두 경우에 대하여 선량 기준치 내에 있다면 허용된

다.

III. 검토절차

   중점 검토분야는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된 자료가 최근에 검토된 다른 

발전소의 자료와 유사한가, 그리고 안전성과 관련하여 특별히 안전에 중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검토는 다음 절차로 수행된다.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냉각재 방사능 농도를 적절히 제한하여 방사능 영향을 허용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저해할 기타 특징이 없다는 것을 판정하기 위한 발전소 설계의 

해당 부분에 대한 간단한 조사와 신청자의 사고평가에 국한한다.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의 방사능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계통 변수 및 사고해석이 완전히 완

료된 운영허가 시에 수행한다.

  핵증기공급계통 공급자의 기술지침서에는 일차 및 이차 냉각재 방사능에 대한 제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신청자가 이 표준제한사항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신청자의 

발전소가 표준 냉각재 방사능과 누설 한계에 의해 전열관 파열사고가 전반적으로 평

가되어진 표준 NSSS/BOP 발전소에 해당되는 것이며 검토 대상의 부지에 대한  대기확

산인자(χ/Q 값)가 표준 발전소 전열관 파단사고의 검토에 쓰인 제한적인 χ/Q 값을 

초과하지 않으면 검토자는 이 사고로 인해 소외에 미칠 방사능 선량을 재평가할 필요

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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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허가 단계에서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에 대한 검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소외 전력이 유효한 경우와 아닌 경우의 전열관 파단사고에 대한 신청자의 기술내

용. 여기에서는 사건의 진행과정, 그 발생 근거, 적절한 수준의 보수성이 검토된다.

 2. 사고발생과 복구기간 동안의 계통 상태를 운전원에게 지시하는 가용한 신호들.    

시간에 따른 자동운전과 운전원에 의한 수동 운전이 검토된다. 검토자는 운전절차

서분야 담당부서와 함께 핵분열생성물 방출 및 계산된 선량에 대하여 가장 제한적

인 단일 고장이 고려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원 조치를 포함한 신청자의 사

고 개요에 대한 허용성을 검토한다. 이 부분의 검토는 증기발생기 범람 예방과 관

련한 운전원 조치와 관련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발전소 고유의 사고후 열수력학적 특성 및 방사능 영향. 검토자는 사고후 열수력

학적 거동을 결정하고 그것을 신청자가 제시한 것과 비교해 본다. 이러한 비교의 

목적은 신청자가 계산한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는데 있는 것이며, 계산을 정확히 

맞추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4. 검토자의 독립적인 선량 계산시 대기확산인자(χ/Q 값)는 안전심사지침 2.3.4절에 

의해 결정된다.

  

 5. 초기 일차 및 이차계통 냉각재 방사능 농도 결정. 검토자는 운영기술지침서에 허

용된 일차 및 이차 냉각재 방사능 농도를 사고전의 평형 방사능상태로 가정한다.

 6. 요오드 스파이크 영향 결정. 선량계산에 대해 다음 두 가지 경우의 요오드 스파이

크가 분석된다.

가. 원자로의 과도상태가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 전에 발생하여 일차 냉각재의 

요오드 농도를 기술지침서에서 허용된 최대값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정한다

(PIS, Preaccident Iodine Spike). 이 경우의 일차 냉각재 요오드 농도는 NSSS 공급

자의 표준기술지침서나 신청자가 제시한 발전소 고유의 운영기술지침서로 부터 

구한다.

나. 사고에 의한 원자로정지나 일차계통의 감압은 일차 계통에서 요오드 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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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으킬 수 있다(CIS, Concurrent Iodine Spike 또는 GIS, Generated Iodine 

Spike). 증가하는 일차 냉각재의 요오드 농도는 핵연료봉에서 일차 냉각재로의 

요오드 방출률(Becquerels/time 또는 Curie/time)이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된 평

형값에서의 요오드 농도와 상응하는 방출률 보다 335∼500배 큰 값까지 증가

한다고 가정하는 요오드 스파이크 모델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7. 핵연료 손상의 영향 평가.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의 결과로서 핵연료 손상이 

발생하고 원자로냉각재로 핵분열생성물이 방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의 방사능

을 대기로 방출한다. 반응도 값이 가장 큰 제어봉이 완전히 인출 고착된 것으로 가

정한 상태에서 노심 열적여유도 및 핵연료 손상량에 대해 검토한다. 만약 이 사고

가 핵연료 손상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고와 동시에 일어나는 요오드 스파이

크가 아닌, 사고에 의한 냉각재내 요오드 방사능 농도를 가지고 선량 계산을 수행

한다.

 8. 손상되지 않은 증기 발생기의 일차계통에서 이차계통으로의 누설 결정. 손상되지 않

은 증기발생기에도 정상운전 시 일차 계통에서 이차계통으로의 누설은 표준기술지침

서 또는 발전소 고유 운영기술지침서에서 허용된 최대 비율로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9. 파단된 전열관를 통한 냉각재 유량 결정. 파단된 전열관의 양단을 통한 누설률은 

적합한 유량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적절하다면 임계유량을 사용할 수 있다.

10. 가장 제한적인 단일고장 결정. 다음과 같은 가정과 함께 발생하는 증기발생기 전

열관 파단사고를 평가한다.

가. 소외전원상실을 수반하지 않은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

나. 소외전원상실을 수반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

다. 소외전원상실 및 가장 제한적인 단일고장을 수반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

11. 대기로의 요오드 수송량 결정. 

    사용될 요오드 수송 모형이 NUREG-0409에 설명되어 있다. 일차 냉각재에서 이차 

계통으로 빠져나가는 요오드의 분율(fraction)은 기화(flashing)와 분무화

(atomization) 때문에 곧바로 공기로 실려나간다고 가정된다. 증기 발생기 수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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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인 방출지점에 대하여 증기상에 부유되어 있는 분무화된 일차 냉각재 물방울 

내에 있는 요오드와 증기상에 포함되어 있는 요오드의 세정(scrubbing)에 대해 고

려 할 수도 있다. 곧 바로 공기 중으로 나가지 않을 것으로 가정되는 일차 냉각재 

내의 요오드 분율은 이차계통수 내로 들어가게 되며 증기화율과 요오드 제염계수

에 의해 결정되는 비율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다고 가정된다. 신청자가 합당한 

다른 값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증기발생기의 물과 증기상 사이의 요오드 제염계

수값은 보수적으로 100으로 가정한다.

12. 제한구역과 저인구 지역의 선량 계산. 검토자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에 의

한 선량을 6번 항목에 기술된 두 가지 요오드 스파이크에 대해 필요시 독립적인 

계산을 수행한다. 호흡률 3.47 x 10E-4 ㎥/sec이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 후 처음 

8시간 동안의 갑상선 선량을 계산하는데 이용되며 선량환산인자는 RG 1.4의 값을 

사용한다.

 

13. 선량계산 결과 검토. 신청자와 검토자에 의해 계산된 전신선량과 갑상선 선량이 

허용기준과 비교되어야 한다. 검토자에 의해 계산된 선량이 선량기준치 내에 들지 

않을 경우 피폭선량을 허용기준 값 이내로 줄이기 위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심사

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에 대한 해석결과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별표 2항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를 아래에 기술된 내용을 근거로 확인한다.

 1.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는 다음 사항을 가정하여 평가되었다.

가. 소외전원상실을 수반하지 않은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

나. 소외전원상실을 수반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

다. 소외전원상실 및 가장 제한적인 단일고장을 수반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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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어봉의 제어능력이 유지되고 노심냉각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핵연료봉의 손상

이 제한되고 있다.

 3. 발전소 부지에 대한 제한구역경계 및 저인구지역 외부 경계에서, 선량 완화를 위

한 공학적 안전설비의 운전과 연계하여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의 계산된 방

사선 영향이 다음을 만족한다.

가. 반응도 값이 가장 큰 제어봉이 완전히 인출 고착된 상태에서 사고전 요오드 

스파이크와 함께 발생한다고 가정된 사고에 대해 피폭선량이 10 CFR 100.11의 

기준 내에 있음.

나. 평형 방사능 농도 상태에서 사고와 동시에 일어나는 요오드 스파이크가 발생

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상기 지침의 10% 이내임.

 4.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는 일차 및 이차 냉각재계통의 요오드 농도와 증기발생기 

내의 일차에서 이차측으로의 누설에 관해 기술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계산한 

방사능 영향이 상기 두 경우에 대하여 선량 기준치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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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6.5절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내에서의 가상된 배관파단의 

스펙트럼으로부터 정해지는 냉각재상실사고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냉각재상실사고는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내의 배관 파단으로 원자로냉각재가 정상 

원자로냉각재보충계통의 용량을 초과하여 상실되는 가상사고이다. 배관의 파단은 다양

한 위치에서 발생되며, 파단의 크기는 최대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내에서 가장 큰 배

관의 양단파단에 상당하는 배관파단 스펙트럼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원자로냉각재가 상

실되면 냉각재가 보충되지 않는 한,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이 제거되지 않는다. 원자로

냉각재 기화로 인해 축적된 붕산을 제어하지 않으면 붕소석출한계(precipitation limits)

에 도달하여 노심내 냉각재 유로를 차단함으로써 노심의 열제거를 저해할 수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에서는, 냉각재상실사고시 원자로 압

력용기를 재충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9호 “가압경수

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및 안전심사지침 6.3절에서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하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상노심

냉각계통 성능평가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배관 및 지지구조물의 설계, 증기발생기의 

설계, 격납건물 설계 그리고 펌프 과속방지장치의 필요성 여부에 영향을 준다.

   신청자가 제출한 가상 냉각재상실사고의 스펙트럼 분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

침 6.3절에 기술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검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검토주관부서

는 전체 파단 스펙트럼(파단부의 크기 및 위치)이 제시되어 있는지,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파단부의 위치, 파단부의 크기 및 초기 조건 등이 냉각재상실사

고의 전개를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방식으로 적절히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비상노심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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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통 부품의 가능한 고장 모드에 대해 타당하게 해석되었으며, 이 고장 모드가 비상

노심냉각계통 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제시되어 있는 지를 평가한다. 파단부 각각의 

크기와 위치에 대하여, 검토주관부서는 가정된 초기 노심 및 원자로냉각재계통 조건, 

비상전력공급 전후의 시간지연을 포함한 가상된 사고전개, 출력, 압력, 유량 및 온도의 

과도상태의 계산, 원자로 보호계통 및 비상노심냉각계통의 기능 및 운전상의 특성이 

사고전개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사고의 전개를 완화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운전원의 

조치 등을 검토한다.

   대형 및 소형 파단 냉각재상실사고시 최고 PCT, 최대 국부 피복재 산화도, 최대 전

노심 산화도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분석을 통해 가장 제한적인 파단을 확인한다. 소

형 파단 스펙트럼에 대한 제한적인 조건들을 찾기 위하여 충분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소형파단에 대한 분석에서, 파단부 직경이 1, 2, 3 인치와 같이 정수 파단면적은 

최고 PCT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조밀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제한적인 파단

을 결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분석으로서 충분하지 않다. 또한, 2상의 냉각재가 핵연료

의 유효길이 상부까지 충수되어 피복재 온도가 포화온도 정도로 감소할 때까지 분석

을 수행하여야 한다. 분석에서는 한 개 주입 배관이 상실된 상태에서 건전 루프로는 

저하된 성능의 비상노심냉각 주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냉각수 배출이 

안되는 흡입배관의 파단이 가장 제한적인 PCT 및 노심의 2상 냉각재 수위저하를 유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토출배관의 측면파단과 상부파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의 제한치를 만족하기 위해 운전원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노심을 성공적

으로 냉각하기 위한 기기 및 운전원의 조치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운전원 조치로 인해 붕소석출이 적절하게 제어되고 방지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냉각재상실사고 후 장기냉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붕소석출 시점을 확인하

기 위해 대형 및 소형 파단 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대형파단

의 경우, 허용가능한 분석방법론을 이용하여 동시주입에 대한 시점을 확인하여야 한

다. 소형 파단 스펙트럼의 경우에도, 장기냉각 중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높은 압력으로 

인해 동시주입을 통한 노심의 붕소세척(flushing)이 불가능할 때 붕소석출을 제어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분석시 모든 기기 및 운

전원 조치시간을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노심의 단기거동 및 장기냉각성능과 관련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계산체제를 평가모델이라고 부른다. 이 평가모델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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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산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수학적 모델, 가정 및 상관식들, 프로그램의 

입/출력 정보를 선정하고 다루는 과정,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해석부분에 대한  

자세한 기술, 변수들의 수치, 기타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포함

되어 있다. 신청자가 사용하는 평가모델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9호 “가압경

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에 제시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허용기

준을 만족해야 한다. 구조물의 거동을 살펴보기 위해 냉각재상실사고의 취출영역

(blowdown) 계산을 수정할 때는 (예를 들면, 노심 지지구조물 설계, 제어봉 안내 구조

물 설계, 증기발생기 설계, 원자로냉각재계통 배관 및 지지구조물 설계), 신청자는 수

정으로 초래되는 모든 차이점들을 규명하고 기술해야 한다. 검토주관부서는 해석기술, 

전산 프로그램, 입력변수들의 수치, 파단부의 크기, 유형 및 위치 그리고 모든 여타 적

절한 정보들을 포함하는 이들 수정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타부서에 이들의 허용성

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다. 검토주관부서는 필요하면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수

행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의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심사지침 6.3절에 기술된 사항들과 결부시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고장 모드 

해석을 검토하여, 비상노심냉각계통 기기의 가능한 손상 모드가 규명되었고, 고장 

모드가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타당하게 수행되었

음을 확인한다.

  2. 냉각재상실사고의 취출, 재충수, 재관수 영역에서 신청자가 사용한 해석기술과 전

산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3. 출력과도 계산(감속재 온도, 기포 및 핵연료 온도에 의한 반응도 궤환효과, 붕괴

열 등을 포함), 핵연료 피복재 온도, 피복재 파손 및 변형을 계산하는데 신청자가 

사용한 해석기술과 전산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4. 신청자의 결론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출, 재충수, 재관수 그리고 피복

재 온도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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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형파단 냉각재상실사고의 경우, 원자로냉각재펌프 루프씰을 통해 노심으로 비

붕산수가 주입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비붕산수 주입에 따른 반응도 과도사고로 

인한 노심 손상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6. 신청자가 사용한, 또는 독립적인 검증계산에서 검토자가 사용한 노물리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7. 대형 및 소형 파단 냉각재상실사고의 장기냉각해석 결과를 검토하고, 대형 냉각

재상실사고의 붕소석출 시점(그리고 동시주입으로의 전환하는 운전원의 조치시

점) 확인시 허용가능한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장기냉각을 위한 동시주입이 불가능

한 모든 소형파단 냉각재상실사고시 붕소석출 제어를 위한 적절한 절차를 개발하

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를 수행한다.

   또한 검토주관부서는 핵분열생성물질의 누출과 방사선학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

행한다. 이 작업은 안전심사지침 제15.6.5.1절에 기술되어 있으며 그 결과는 안전성평

가보고서 작성에 포함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냉각재상실사고와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

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 조정한다. 

  1. 과도 및 사고 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15.0절에 제시되어 있

다.

  2. 안전심사지침 4.2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핵연료 손상모드 및 피복관파열 상관식

을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안전심사지침 6.2.1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는 냉각재상실사고 스펙트럼에 대한 격

납건물의 성능평가를 수행한다. 격납건물 거동해석에 사용된 가정들이 냉각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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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고 해석 수행시 보수적인 방법으로 선택되었음을 확인하며, 재관수 단계에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해석을 위해 신청자 수행한 또는 독립적인 검증을 위해 

검토자가 수행한 격납건물 압력계산 결과를 검토한다. 

  4. 안전심사지침 7.2절과 7.3절의 검토주관부서인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자동기

동, 원격 감지 및 지시, 원격 제어 그리고 연동의 관점에서 원자로 보호계통과 관

련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제어 및 계측부분을 검토하며, 원자로 보호계통 및 비

상노심냉각계통의 계측제어가 신청자가 수행한 안전해석의 사고전개에 기술된 대

로 작동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또한 검토주관부서의 요청에 의해, 비상노심냉각계

통의 고장 모드 분석을 검토하여, 비상노심냉각계통 계측제어설비의 모든 가능한 

고장 모드와 이 고장 모드가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타

당한가를 확인한다.

  5. 안전심사지침 8.3.1절과 8.3.2절의 검토주관부서인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비상 

소내전원 성능(functional capabilities)을 검토하며, 검토주관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사고를 완화시키기 위해 제어계통 작동에 필요한 전력원이 신청자의 사고해석에

서 고려한 내용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또한 검토주관부서의 요청에 의해, 비

상노심냉각계통의 고장 모드 분석을 검토하여, 비상노심냉각계통 설비의 모든 가

능한 고장 모드와 이 고장 모드가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 타당한가를 확인한다.

  6. 안전심사지침 9장과 10장의 검토주관부서인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보조계통

(즉 보조급수, 용수계통, 기기냉각수계통, 최종열제거원, 응축수저장시설 등)을 검

토하여, 이러한 계통이 냉각재상실사고 시 비상노심냉각계통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9.2.2절

의 검토의 일부로,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부의 건전성을 검토한다.

  7. 안전심사지침 3.6.2절과 3.9.2～3.9.5절의 검토주관부서인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감압 및 지진의 복합하중이 노심지지 구조물과 제어봉 안내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하며, 냉각재상실사고 후 노심이 냉각 가능한 기하학적 형상을 유지하고 

제어봉삽입을 고려하는 냉각재상실사고시 제어봉이 삽입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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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

한 기준” 허용기준의 만족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심의 변형된 핵연료에 대한 분

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그 지지물의 설계에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냉각재상실사고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와 공학적 안전설비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8. 안전심사지침 13.5.2절의 검토주관부서인 운전절차서분야 담당부서는 발전소 운전

절차를 평가한다. 발전소 운전절차에 소형냉각재상실사고시 원자로냉각재펌프를 

정지시키는 운전원 조치가, 발전소 고유의 안전해석에 기초하여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이 사고의 허용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및 제30조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2-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및  제

2013-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이며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9

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 이들 요건은 어떠

한 냉각재상실사고시에도 핵연료 및 피복재 손상방지 등 관련 허용기준을 만족하

도록 안전유지에 필요한 노심 열제거 능력을 갖춘 비상노심냉각계통을 설치할 것

을 요구한다. 또한, 단일전력․단일고장 가정하에서도 적절한 노심냉각을 위해 비

상노심냉각계통의 다중성․누설탐지․격리 및 격납기능 등을 요구한다.

신청자에 의해서 수행된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평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3-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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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 배관파단의 전 스펙트럼에 대

해, 그리고 소형냉각재상실사고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운전에 대한 요건을 고려

해서, 평가결과는 다음에 주어진 비상노심냉각계통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가. 계산된 핵연료 피복재의 최고온도는 1,204℃(2,200℉)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 계산된 피복재의 최대 산화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산화되기 전의 전체 피복재 

두께의 17%를 초과하지 않는다.

   다. 피복재와 물 또는 증기와의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소의 총량의 계산치

는 핵연료를 둘러싸고 있는 원통형 피복재의 모든 금속이 반응한다고 가정할 

때 생성되는 가상적인 수소생성량의 1%를 초과하지 않는다.

   라. 계산된 노심형상의 변화는 노심이 냉각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마. 계산상으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초기 작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도 노

심 온도는 허용될 정도로 충분히 낮은 온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붕괴열은 노

심내에 잔존하는 장수명 방사성물질의 냉각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동안 제거

되어야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2-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 이 요건은 사고로 인한  방사선학적 영향을 완화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심각한 냉각재상실사고의 방사학적 영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2-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규정된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 이 요건은 정상․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에서 변수 및 계통들을 감시할 수 있는 계측설비와 변수 및 계통들을 설

정된 운전범위 내에서 유지시킬 수 있는 제어설비를 요구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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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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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위에서 규정된 규제요건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TMI 후속조치 요건을 만족하기 위

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평가시 허용 가능한 모델은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의 보수

적 평가방법 또는 최적 평가방법에 대한 기술지침서(KINS/GT-N007-1 또는 

KINS/GT-N007-2)에 제시되어 있다.

  2. TMI 후속조치의 II.E.2.3, II.K.3.5, II.K.3.25, II.K.3.30, II.K.3.31의 요건들을 만족하여

야 한다.

III. 검토절차

   다음에 기술된 절차는 건설허가, 운영허가의 검토에 사용된다. 건설허가의 검토단

계의 해석에 사용된 계통변수 설정치는 예비적인 성격의 값으로 변경될 수 있다. 운영

허가 검토단계에서는 해석에 최종 수치가 사용되어야 하며, 검토자는 이 값들을 제시

된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된 안전계통 제한설정치와 비교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해석에 대한 검토에 있어,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바에 따라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의 보수적 또는 최적 평가방법에 대한 기술지침서

(KINS/GT-N007-1 또는 KINS/GT-N007-2)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9

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를 만족하는 평가모델

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 신청자는 이런 내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평가모델을 적절히 인용해야 한다. 만일 새로운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이 수행된 

경우, 이 새로운 모델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평가모델은 대형 및 소

형냉각재상실사고 후 장기냉각평가 뿐만 아니라 사고 후 단기 거동과도 관련이 

있다. 장기냉각 평가에는 대형 및 소형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한 붕소석출 및 방지

대책을 적절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 고장모드 분석이 타당하게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가장 심각한 단일능동고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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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어야 한다. 고장모드 분석은 안전심사지침 6.3절에서 부분적으로 검토된다.  

만일 이전에 제출된 설계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원자로냉각재계통, 노심 및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변경사항들에 대해 가장 심각한 단일고장의 관점에서 검토하

여야 한다.

  3. 다양한 파단 위치와 파단부 크기에 대한 광범위한 스펙트럼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만일 평가의 일부분이 이전에 승인된 내용들을 인용하여 수행되었다면, 설

비들(비상노심냉각계통, 원자로냉각재계통, 원자로 노심 등)간의 설계차이를 검토

하여야 한다. 만일 설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신청자는 중요한 변수들에 대

한 민감도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민감도 분석이 안전성분석보고서

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검토자는 이 사항들을 요구한다.

  4. 계산에 사용된 변수들과 가정들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며 보수적으로 결정되어

야 한다.

     가. 초기 출력준위는 출력 측정 불확실도에 대한 별도의 정당성이 없는 한, 초기

에 가정된 운전중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로 수에 대응하는 인가된 노심열출

력에 2%의 출력 측정 불확실도가 추가된 값을 사용한다. 사건초기에 운전중

인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로 수는 사고의 결과를 가장 악화시키는 운전조건

에 해당되는 유로 수이어야 한다.

   나. 사용된 최대 선형열생성율은 제시된 인가노심열출력의 102%와 첨두계수 또

는 최대 선형열생성율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의 제한치에 근거한 값이어야 

한다.

   다. 안전심사지침 4.3절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능한 모든 축방향 출력분포가 해

석에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가모델은 파단부 크기의 함수로써 가장 

열악한 출력분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평가모델이 축방향 출력분포를 고

려하지 않았거나, 또는 주어진 상황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감도 분석

을 요구한다.

   라. 신청자는 초기 저장에너지를 보수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4.4

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용된 수치들은 신청자의 정상상태 온도, 검토자가 

수행한 유사 계산, 혹은 이전의 신청자가 유사한 발전소에 대해 수행한 계산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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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제어봉 삽입을 신뢰하기 위해 취해진 내용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해석이 제시

되어야 한다.

   바. 신청자는 해석에서 소형냉각재상실사고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정지 요건 등

을 포함하여,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운전을 보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 붕소석출에 대한 해석시 비상노심냉각수가 노심으로 주입됨에 따라 시간의 

함수로서 계산된 적절한 혼합체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혼합체적의 크기는 기

포를 포함하고 있는 강수관 및 내부 압력용기 영역 사이의 수력학적 수두의 

균형과 외부 유로의 저항에 의해 제어되기 때문에 해석모델에는 이와 같은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석출한계에 대해서도 평가모델에서 충분한 근거를 

보여야 한다. 고농도의 붕산탱크 및/또는 붕산수원 등이 설계되어 있다면 이 

계통은 배관파단 시점에 운전 중인 것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아.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평가시 격납건물 압력은 보수적으로 최소 압력을 고려

한다.

   자. 비상노심냉각계통에서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로의 전환 후 보수적인 재순환

유량이 발생하도록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로 이동한 이물질을 적절하게 고려

하여야 한다.

   차. 비상노심냉각수 수원이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로 전환시 흡입수두(NPSH)가  

적절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격납건물 해석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원자로 보호계통의 작동, 안전주입 작동과 주입은 안전성분석보고서(운영허가 검

토)에 기술된 설정치 및 관련 불확실도와, 지연시간들과 일치해야 한다. 비상노심

냉각계통의 유량들은 안전심사지침 6.3절에 제시된 비상노심냉각계통 펌프들의 

수두-유량 특성곡선에 근거하여 신청자의 자료와 해석에 사용된 전형적인 안전주

입탱크 출구유량 곡선을 검토하여야 한다.

     원자로 압력용기에 비상노심냉각수를 제공하는 데 능동계통보다 피동계통을 사

용하는 신규 원자로설계의 경우에는, 피동 비상노심냉각유량이 안전주입계통 성

능해석의 유량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력손실시험 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6. 신청자의 계산결과는 전형적인 발전소에 대한 검토자의 계산 결과 및 이전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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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가 유사한 발전소에 대해 수행한 계산결과와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다음의 

변수들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 중점 검토분야를 선정하여 세부 검토

를 수행한다. 여러 가지 파단에 대한 출력과도현상; 계통의 여러 위치에서의 압력

과도현상; 파단면 근처, 노심내, 강수관내에서의 유량과도현상; 노심입구, 노심출

구 및 노심내에서의 원자로냉각재의 온도 및 건도; 피복재온도 과도현상(노심 평

균, 고온 핵연료다발, 고온 핀); 취출, 재충수 및 재관수 동안의 열전달 계수; 배

관 및 원자로압력용기 벽면으로부터의 열유속 과도현상; 일차측-이차측간의 열전

달; 피복재 파열시간(만약 상당히 높은 최대 피복재 온도가 발생하는 비슷한 시기

에 천공(perforation)이 발생할 경우, 계산에는 수정된 가정이 사용되어야 한다.); 

파단부 크기의 함수로 표시된 최대 피복재온도 (만일 최대 수치가 발견되었는지

가 불확실하다면 부가적인 계산들을 요구한다.); 계산된 강수관 유량 및 전형적인 

발전소에 대한 검토자의 계산치와 각각 비교된 비상노심냉각수 우회 종료의 예측

시간; 펌프 속도의 과도현상; 격납건물 압력의 과도현상; 수송 분율(carryover 

fraction)(계산 입력자료가 아닌 경우)

     붕산농도는 가장 제한적인 대형 및 소형 파단에 대한 시간의 함수로서 표현되어

야 한다. 노심 붕소세척을 위한 동시주입이 불가능한 소형파단의 경우, 붕산농도

가 붕소석출 제한치에 도달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른 절차들을 준수하여

야 한다.

     신규 원전의 비상노심냉각계통 및 원자로냉각재계통은 노심노출(core uncovery)

이 방지되도록 설계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예측된 노심수위(level of core 

coverage)에 모순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자는 신청자의 해석결과를 검토

자의 독립적인 해석결과와 비교하여야 한다.

  7. 계산된 최고 피복재온도, 최대 국부산화 두께, 그리고 노심 평균 지르코늄-물 반

응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

에 관한 기준”에 주어진 비상노심냉각계통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붕산

농도가 붕소석출 제한치에 도달하지 않도록 제어되는지 확인하고, 비상운전절차

서에 기술된 모든 기기의 작동시간 및 운전원 조치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8. 신청자는 대형 및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해석을 발전소가 장기냉각 상태에 이르는 

모든 사고 경위를 고려하여, 붕괴열의 제거가 확실히 확립되는 것을 제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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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검토자는 가정된 냉각수원, 주입배관의 다중성, 밸브의 정렬상태, 붕소농도

의 제어 그리고 요구되는 모든 운전원의 조치 등을 검토한다.

  9. TMI 후속조치 항목 II.K.3.5 “냉각재상실사고 중 원자로냉각재펌프 자동정지”에

서는 모든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후 원자로냉각재펌프를 자동으로 정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안전한 기동을 위하여 비상운전절차서에 명

시된 지침에 따라 펌프를 기동하여야 한다. 이 조치는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후반

의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 저하 및 펌프 손상을 방지한다.

     소형파단 냉각재상실사고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기동 조건에 관련된 다음 내용

들이 비상운전절차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단상 자연순환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나. 만약 단상 자연순환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2상 자연순환의 적절성을 확인

한다.

   다.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재기동이 필요하고, 요구되는지를 결정한다.

   라. 모든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재기동 조건이 만족되는지 확인한다.

 10.  다음 TMI 후속조치 항목들을 검토하여 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가. II.E.2.3 항목의 검토에 있어 검토자는 신청자에 의해 수행된 불확실성 분석이 

II.E.2.3 항목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하여, 소형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한 모델링 

가정과 현상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

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과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의 보수적 또는 최

적 평가방법에 대한 기술지침서(KINS/GT-N007-1 또는 KINS/GT-N007-2)에 따

라 적절하게 고려되었음을 확인하여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이 허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나. II.K.3.5 항목의 검토에 있어 검토자는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정지에 관한 가정

들을 평가하여 TMI 후속조치 항목 II.K.3.5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최종 펌프 

정지 기준의 관점에서 이 가정들이 적절하고 보수적으로 고려되었음을 확인

한다.

  다. 만일, 냉각재상실사고의 결과로서, 혹은 교류전원 상실의 결과로서, 격납건물 

격리가 발생될 경우,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기기냉각수가 상실될 수 있다. 검토

자는 II.K.3.25 항목의 검토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부의 건전성이 상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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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평가한다. 만일 밀봉부의 

건전성이 보장됨을 확인할 수 없다면, 검토자는 이 사고에 대한 평가가 밀봉

부의 파열(seal failure)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라. II.K.3.30 및 II.K.3.31 항목의 검토에서 검토자는 신청자에 의해 수행된 소형 

냉각재상실사고 모델의 입증자료를 평가하고, 특정 발전소 해석에 요구되는 

수정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11. 냉각재상실사고 전 기간 중 노심노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경수로의 경우, 국부 dryout 조건에 의해 상당히 많은 수의 핵연료봉이 손상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검토를 수행한다. 이는 감압이 발생한 후 주어진 압력에서 

제한적인 핵연료봉의 열속이 임계열속(CHF)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함으

로써 확인될 수 있다. 만일 핵연료봉의 열속이 임계열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냉

각재상실사고 기간 중 냉각재로 채워진 노심에서 핵연료연소(burn-out)에 의한 손

상 핵연료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핵연료 손상 및 환경으

로의 방사능 누출 가능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를 만족하여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이와 같은 분석

결과가 기술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검토자는 이를 요구한다.

   검토자의 요구에 대해, 지원부서는 I절에 언급된 검토분야에 대한 입력자료를 제공

한다. 검토자는 검토절차를 종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입력자료를 얻고 이를 사용한다.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의 핵분열생성물질의 누출과 방사학적 영향은 안전심사지

침 15.6.5.1절의 검토주관부서에 의해 수행된다.

   표준설계인가에 대한 검토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요건 및 제한사항을 

포함하여 계통설계가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자는 상기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가능한 경우)이 이루어졌는지를 확

인한 후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각각의 결론에 대한 근거도 함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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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다.

   검토자는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내 가상배관파단의 스펙트럼으로부터 야기되는 냉

각재상실사고 해석결과가 허용가능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

조 및 제30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요건들을 만족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 사항에 기초한다. 

신청자는 고려된 모든 계측설비가 사용가능하고, 정상․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에서 

이 계측설비가 감시 중인 변수의 값에서 보호계통이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함을 입증

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를 만족한다. 신청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고시 제2013-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에 

따라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해석에서는 파단크기와 위치에 대

한 일련의 스펙트럼을 고려하였으며,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의 보수적 또는 최적 평가

방법에 대한 기술지침서(KINS/GT-N007-1 또는 KINS/GT-N007-2)를 만족하는 평가모델

을 사용하였다. 해석의 결과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이 다음의 기준을 만족함을 보여준다.

  1. 계산된 핵연료 피복재의 최고온도는 1,204oC(2,200oF)를 초과하지 않는다.

  2. 계산된 피복재의 최대 산화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산화되기 전의 전체 피복재 두

께의 17%를 초과하지 않는다.

  3. 피복재와 물 또는 증기와의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소의 총량의 계산치는 핵

연료를 둘러싸고 있는 원통형 피복재의 모든 금속이 반응한다고 가정할 때 생성

되는 가상적인 수소생성량의 1 %를 초과하지 않는다.

  4. 계산된 노심형상의 변화는 노심이 냉각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이다.

  5. 계산상으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초기 작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도 노심 

온도는 허용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낮은 온도로 유지되며, 노심내에 잔존하는 장

수명 방사성물질의 냉각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동안 붕괴열은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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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청자는 TMI 후속조치에 대한 요건을 만족시켰다.

  

  7. 파단부 크기 및 위치에 관계없이, 냉각재상실사고 후 장기냉각기간 중 붕소 석출

이 방지된다.

   방사학적 영향은 부지 승인 관점에서 평가된 냉각재상실사고의 가상 스펙트럼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요

건을 만족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의해서 핵분열생성물질의 방출이 배제되지

만, 본 해석에서는 이들의 상당 부분이 노심으로부터 방출된다고 가정하였다.

   검토자는 가상 냉각재상실사고시 분석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과, 그러한 사고

에 대해 보수적으로 계산된 방사학적 영향이 규제요건과 적용 규제지침, 규제기준을 

만족하며, 따라서 비상노심냉각계통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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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Generic Letter 85-012, “Implementation of TMI Action Item II.K.3.5, ”Automatic 

Trip of Reactor Coolant Pumps“ for Westinghouse Designed Nuclear Steam 

Suppl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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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6.5.1절 격납건물 누설분을 포함한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은 가상의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로 인한 선량계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와 전체 냉각재상실사고 선량 중에서 격납건물 누설에 의한 선량에 대한 구체적인 검

토방법 및 절차를 기술한다.

   검토주관부서는 다음 내용을 검토한다.

  1. 안전심사지침 2.3.4절의 검토주관부서인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로부터 부지특성에 

관한 자료를 입수한다.

  2. 격납건물로부터 대기로의 모든 가상 유출경로에 대한 선량 계산치는 모두 합하

고, 이 계산치를, 제한구역 경계 및 저인구지대 외곽경계의 적합성과 사고시 선량

완화를 위한 공학적 안전설비의 적절함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선량 기준치와 비

교한다.

  3. 냉각재상실사고로 인한 총 방사선학적 영향에 기여하는 사고후 격납건물 누설로 

인한 방사선학적 영향을 계산하는 신청자의 방법 및 결과를 검토하며, 선량계산

을 위한 가정 및 입력변수 관점에서 격납건물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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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검토자는 사고시 격납계통의 모델링을 포함하여, 동 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에 

대해 독자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이 분석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나타난 적절한 

자료에 근거하고, 선량 저감을 위한 공학적 안전설비에 대한 담당 검토자의 평가, 

예를 들면 안전심사지침 6.5.2절에서 평가되는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유효성 등을 

고려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냉각재상실사고로 인한 방사선학적 영향과 관련한 다음

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격납계통 기능설계는 안전심사지침 6.2.6, 6.2.3, 6.2.4절의 주관부서에서 검토한

다.

  2. 안전심사지침 6.2.6, 6.2.3 및 6.2.4절의 검토주관부서는, 1차 격납건물 누설율, 2

차 격납건물 우회 누설율 및 격납건물 방출/배기 계통 방출율(냉각재상실사고 후 

동 계통이 닫혀 있는 동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검토에 필요한 허용기준 및 

그 적용방법은 각각의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되어 있다.

  3. 안전심사지침 2.1.2절과 2.1.3절의 검토주관부서는 제한구역과 저인구지역의 경계

거리를 검토한다. 

  4. 안전심사지침 6.5.2, 6.5.4 및 6.5.5절의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계통 살수에 의한 핵

분열생성물의 제거를 검토하며, 제염계수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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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검토의 허용기준은 원자력법 제96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5조, 제6조, 제10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9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

한 조사․평가 기준”의 규제요건에 근거한다. 총 선량계산과 격납건물 누설분에 대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한구역경계 및 저인구지대 외곽경계까지의 거리는 가상 냉각재상실사고로 인

한 방사선학적 영향의 계산치 총량(즉, 갑상선 및 전신 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

회 고시 제2012-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명시된 적절한 

선량 기준치 내에 있으면 허용된다. 동 계산치 총량은 격납건물로부터 대기로의 

모든 유출 경로별 선량의 합이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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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위에서 규정된 규제요건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허가 심사단계에서 검토자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4, 안전심사지

침 2.3.4 및 6.5.5절에 따라 갑상선 및 전신에 대한 선량기준치 1.5 Sv(150 rem) 

및 0.2 Sv(20 rem)를 각각 적용한다. 이는 기상 및 그 밖의 부지 관련 자료의 불

확실성, 그리고 공학적 안전설비의 최종 설계나 동 설비의 선량 감소인자에 영향

을 미칠만한 계통의 설계변경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낮은 기준치가 건설허가 

단계에서 적용되는 이유는 운영허가 검토단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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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기준치가 합리적으로 만족

될 수 있도록 함이다.

  2. 냉각재상실사고후 누설에 의한 전신 및 갑상선 선량의 기여치를 계산하기 위한 

모델 및 그 계산은, 대기확산인자(χ/Q 값)를 제외하고는, RG 1.4에 명시된 보수

적인 설계 기준 가정들을 반영하고 있다면 허용된다. 적절한 χ/Q 값들은 안전심

사지침 2.3.4절의 검토자가 제공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특정 발전소에 적절하도록 본 안전심사지침의 특정한 부분을 선택하고 

해당부분에 주안점을 둔다. 중점 검토분야는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된 자

료가 최근에 검토된 다른 발전소의 자료와 유사한가, 그리고 안전성과 관련하여 특별

히 안전에 중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고려해 결정된다.

   아래의 검토 단계 중 1단계부터 8단계까지는 격납건물 누출분에 대해, 그리고 9단

계는 총 방사선학적 영향에 대해 각각 적용된다.

  1. 노심의 설계(또는 출력증강) 출력준위는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얻어진

다. 노심은 최대 평형 핵분열생성물 재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히 긴 기간

(약 3년)에 걸쳐 이 출력 준위에서 운전된 것으로 가정한다. 냉각재상실사고시 핵

분열 생성물중 평형 옥소의 25% 와 100%의 불활성 기체가 사고 후 매우 빠른 시

간 내에(순간적으로) 격납건물로부터 유출된다고 가정한다. 이 옥소는 옥소 원소 

91%, 유기 옥소 4% 및 입자 옥소 5%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2.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6.2.1 및 6.2.3절에 기술된 자료들에 의거, 어떠한 종

류의 격납계통이 사용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냉각재상실사고로 인한 선량계산을 

위해 1차 격납건물 누설율은 안전성분석보고서 6.2.6절의 검토주관부서로부터 얻

는다. 만일 해당 검토주관부서의 검토결과 동 누설율이 수정되면 해당 검토주관

부서는 이 수정사항을 본 절의 검토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차 격납건물 

누설율이 사고 24시간 후에 초기 누설율의 약 반 정도에서 일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 제15장에 기술된 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한 가정을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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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격납건물 종합누설율시험의 신뢰도로 인해, 0.1%/일 보다 작은 격납건물 누설

율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용된 누설율은 기술지침서의 값과 일치해야 한다.

  3. 이중 격납계통인 경우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6.2.3 및 6.5.3절에 의거하여, 동 계

통이 분리된 1, 2차 격납건물인지, 적절히 분리되었는지, 그리고 2차 격납건물의 

부압력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지의 요구사항 등이 만족되는지를 검토한다. 재순

환에 의해 희석이 되는 2차 격납건물의 경우, 이중 격납계통에 대한 상기 요구 

사항을 만족함과 더불어 2차 격납건물내에서 적절한 혼합이 이뤄지는지 확인하여

야 한다. 이중 격납계통의 경우 우회 누설율을 평가한다. 이 누설은 보통 1차 격

납건물 누출율의 몇 분의 일 또는 백분율 등으로 표현되고, 2차 격납건물을 우회

하여 1차 격납건물로부터 직접 환경으로 유출된다고 가정한다. 2차 격납건물 우

회누설율 및 2차 격납건물 내의 정압력 특성은 안전성분석보고서 6.2.3절의 검토

주관부서로부터 얻어진다. 우회 누설율이나 2차 격납건물 정압력 특성이 해당 검

토주관부서의 검토결과 수정된다면 해당 검토주관부서는 수정사항을 본 절의 검

토주관부서에 통보할 것이다.

  4. 안전심사지침 6.2.4절의 검토주관부서는 통상적인 격납건물 방출/배기계통의 운전

을 검토한다. 만약 제안된 계통 운전이 해당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요건을 만족하

지 못하면, 냉각재상실사고로 인한 선량평가시 추가 기여분으로서 이 유출 경로

의 방사선학적 영향을 본 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분석하도록 요구한다.

  5. 공기정화계통, 살수계통과 같은 공학적 안전설비는 안전성분석보고서 6.5절 검토 

시 고려된다. 이러한 공학적 안전설비는 냉각재상실사고동안 환경으로 유출되는 

옥소 생성물의 양을 줄여 사고의 영향을 완화시킨다. 불활성 기체의 환경 유출은 

필터나 살수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형적인 단일 격납건물은 격납건물 

내 대기로부터 옥소를 치환 제거하기 위해 살수계통에 화학 첨가제(수산화나트륨, 

붕산화 나트륨, 인산삼나트륨 등)를 사용한다. 화학 첨가제 살수계통의 옥소 제거

율을 결정한다. 안전심사지침 6.5.1절의 검토주관부서는, 공기정화계통에 대해 설

계 및 효율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이중 격납계통인 경우, 본 절의 검토주관부서는 

적합한 신뢰성이 주어질 수 있도록 사고전개순서와 관련하여 공학적안전설비의 

운전모드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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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한구역 경계 및 저인구지대 외곽경계까지의 거리는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 

2.1.2 및 2.1.3절로부터 결정되고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2.1.2의 검토주관부서와 

함께 이 거리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7. 냉각재상실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을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χ/Q 값은 안전심사

지침 2.3.4절의 검토자가 제공한다.

  8. 격납계통 및 공학적 안전설비에 대한 적절한 선량계산 모델이 선택되는데, 이 모

델은 격납건물로부터 환경으로의 방사능 유출을 보수적으로 나타낸다. 검토시 방

사능이 위치한 구역을 나타내는 즉,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방사능이 전달되

는 경로를 화살표로 표시한 계통도를 스케치하는 것이 편리하다. 누설율, 살수 제

거율, 공기정화계통 효율 및 유동율 등이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방사능이 

이동하는 율을 표시하는데 쓰인다. 실제 선량계산을 수행하는 데는 전산코드가 

사용된다. 검토자는 상기 계통 모델에 가장 잘 맞는 코드를 선택한다. 동 전산코

드들은 핵분열생성물의 생성율, 반감기, 에너지 및 선량 환산인자 등 선량 계산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라이브러리로 포함하고 있다.

  9. 격납건물 누설로 인한 선량은 그 밖의 (냉각재상실사고후) 유출 경로로부터의 선량

계산치와 합해지고, 냉각재상실사고로 인한 갑상선 및 전신 총 선량은 본 안전심사

지침 II절의 세부기준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선량 기준치와 비교한다. 선량의 총 계

산치가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이 선량을 허용 준위로 낮추기 위한 대체 방법을 신청

자와 함께 찾는다. 대체 방법으로는 제한구역 경계 및 저인구지대 외곽 경계까지의 

거리를 늘리거나, 다른 종류의 격납건물을 사용하거나, 보다 더 효율적인 공기정화 

또는 살수계통을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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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15.6.5.1절과 15.6.5.2절에 의거하여 검토자가 계산한 핵분열 

생성물이 대기로 유출되는 다양한 경로로부터 2시간 및 30일간의 갑상선 및 전신선량

을 기재한 표를 작성한다. 이 표에는 검토자가 계산한 선량의 총량도 기재된다. 전체 

선량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론이 안전성평가보고서의 “냉각재상실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 절에 포함될 것이다.

   신청자는 가상의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를 선정하여 분석했으며 동 사고로 인한 

총 방사선학적 영향 분석 결과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호 “원자로시설

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명시된 선량 기준치(제한구역 경계 및 저인구지대 외

곽경계까지 거리의 적절성과 관련하여)를 만족하였다. 이 분석에는 아래와 같은 선

원 및 격납건물로부터 대기로의 방사능 유출 경로가 포함되어 있다. 

     1. 격납건물 누설분

     2. 격납건물 방출/배기 밸브가 닫혀 있는 동안 이를 통한 기여분

     3. 냉각재상실사고후 격납건물 외부의 공학적 안전설비로부터 누설분

     4. 주증기관 차단밸브의 누설분

   검토자는 신청자의 분석결과를 검토하였으며 각 유출경로별 방사선학적 영향에 대

한 독자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검토자의 자세한 분석 내용은 본 보고서 15.x   절

부터 15.x  절까지에 나타나 있고 그 결과는 표 15.x 에 기재되어 있다. 가상 냉각재

상실사고로 인한 갑상선 및 전신선량의 계산치 총량 또한 상기 표에 기재되어 있다. 

   운영허가 신청에 대한 안전성평가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단락이 추가된다.

   검토자는 (발전소 이름) 발전소의 공학적 안전설비와 관련하여 (이름) 부지의 제한

구역 및 저인구지대 외곽경계까지의 거리에서 사고후 총 방사선학적 영향이 원자

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명시된 

선량 기준치 내에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신청자의 분석결과에 대한 검

토자의 검토 및 계산된 선량이 기준치 이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자의 

독립적인 분석에 근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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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허가 신청에 대한 안전성평가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단락이 추가된다.

   검토자는 (발전소 이름) 발전소의 공학적 안전설비와 관련하여 (이름) 부지의 제한

구역 및 저인구지대 외곽경계까지의 거리에서 사고후 총 방사선학적 영향이 원자

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명시된 

선량 기준치 내에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신청자의 분석결과에 대한 검

토자의 검토 및 검토자의 독자적인 분석에 근거를 두며, 검토자는 계산된 총 선량

이 RG 1.4에 정해진 선량 기준치를 만족하는지 확인하였다. 

   총 방사선학적 영향에 대해 결론을 내린 다음에 안전심사지침 15.6.5.1절과 15.6.5.2

절에 따라 격납건물로부터 대기로 유출되는 해당 발전소의 핵분열 생성물 유출 경로 

및 각 경로별 선량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는 별도의 절에 포함되며, 각 절은 

경로별 선량 기여분에 대한 검토자의 독자적인 분석결과 및 냉각재상실사고로 인한 

총 선량(검토자가 계산한)이 수록된 표에 대한 참고사항을 포함하게 된다.

   첫번째 절에는 안전심사지침 15.6.5.1절에 따라 격납건물 누설로 인한 선량 기여분

을 기술하며, 동 절에는 아래의 평가결과를 기술한다. 

   가상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 후 격납건물 누설로 인한 방사선학적 영향을 평가

하였다. 검토자는 신청자의 분석결과를 검토하였으며, 또한 독자적인 계산도 수행

하였다. 검토자의 계산은 RG 1.4에 있는 규제측면의 적당한 보수적인 가정들을 사

용하였다. 안전심사지침 2.3절에 언급된 대기확산인자(χ/Q 값들)를 동 계산에 사용

하였다. 검토자의 계산결과는 표 15.x 에 수록되어 있으며, 총 방사선학적 영향에 

대한 기여분은 15.x  절에 평가되어 있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치제한”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기상조건”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다수기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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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9호 “원자로시설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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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6.5.2절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 - 격납건

물 외부 공학적 안전설비 부품으로부터의 누설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냉각재상실사고 후 핵분열생성물 누설의 잠재적 원인은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공학적 안전설비에서의 누설이다. 이러한 누설은 노심 장기냉각 및 격납건물 살수를 

를 위한 재순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누설된 물에 포함되어 있는 핵분열생

성물이 격납건물 외부의 대기로 유출되어 가상 냉각재상실사고로 인한 총 선량에 기

여하여 소외 방사선학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상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 후 재순

환 유로로부터의 최대누설을 계산하기 위해 격납건물 살수계통, 저압 안전주입계통 및 

고압 안전주입계통이 누설원으로 고려된다. 

검토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공학적 안전설비 부품에서 가정된 누설형태는 특히, 공학적 안전설비 중 재순환

계통의 운전 중에 예상될 수 있는 밸브 스템과 펌프 밀봉으로부터의 누설과 펌프 

밀봉의 고장과 같이 공학적 안전설비 중 수동 기기의 전반적인 가상 고장으로부

터의 누설을 포함한다.

  2. 누설 수집계통, 공기정화계통 등 동 공학적 안전설비 부품의 유출 경로에 대한 

방사선학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설계 및 운전 특성과 공학적 안전설비 부품 누

설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 등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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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기 유출경로에 대해 신청자가 수행한 선량 계산의 가정, 모델 및 결과를 검토

한다. 

  4. 상기 유출경로가 가상 냉각재상실사고로 인한 총 방사선학적 영향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안전심사지침 15.6.5.1에 따른 총 방사선학적 영향 평가와 함께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6.5.1절의 검토협조부서는 검토를 지원하고, 검토주관부서는 냉각재 

상실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시 그 결과를 이용한다. 안전심사

지침 6.5.1절의 검토협조부서는 요오드제거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공학적 안전설비인 

공기정화계통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검토주관부서가 독자적인 평가 시 사용할 수 있

도록 제공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본 검토의 허용기준은 원자력법 제96조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제10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그리고 10 CFR 100.11의 규제요건에 근거한다. 총 선량계산과 격납건물 누

설분에 대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검토자가 계산한, 공학적 안전설비 부품의 누설로 인한 방사선학적 영향은 안전심

사지침 15.6.5.1절에서 그 밖의 핵분열생성물 누설 경로로부터의 방사선학적 영향

에 합해져야 하고, 이는 가상 냉각재상실사고시 총 방사선학적 영향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총 방사선학적 영향과 관련, 부지의 적합성은 선량 완화를 위한 공학적 

안전 설비의 가동하에 제한구역 및 저인구지대 외곽경계 거리가 적당한 지의 여

부로 결정한다. 운영허가 신청시, 총 선량은 10 CFR 100.11 절의 선량 기준치 내

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적합성 여부는 안전심사지침 15.6.5.1절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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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의 규제요건에 대한 기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0 CFR 100.11의 요건은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의 경계에서 선량계산을 수행할 것

을 요구한다. 이러한 계산에서는 노심으로부터의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격납건물로부

터 예상되는 누설, 그리고 부지에서 고려되는 부지조건 등이 고려된다.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밀집 중심까지의 거리를 설정하는 것은 신규 원자력 발

전소의 부지기준의 총체적인 작업이다. 전신선량에 대한 0.25 Sv(25rem), 갑상선량에 

대한 3 Sv(300rem)의 선량기준은 제한구역에서 2시간 동안의 피폭, 저인구지대에서의 

30일 동안의 피폭에 기초한다. 냉각재 상실사고 발생 직전의 원자로의 방사선원항, 격

납계통의 누설율, 그리고 부지 고유의 대기확산인자를 사용하여, 예상되는 소외 방사

선 피폭이 이 기준치 이하임을 입증하기 위해 선량계산을 수행한다.

   10 CFR 100.11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가상사고 후 소외 방사능 선량이 공공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제공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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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위에서 규정된 규제요건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격납건물 외부에서 물을 재순환시키는 공학적 안전설비는 가동중의 누설 (즉, 밸

브스템 누설) 및 수동기기의 고장에 의해 누설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두 종류의 누설이 본 검토에 포함된다. 공학적 공기 정화계통은 핵분열 생성물 

유출로 인한 방사선학적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상기 누설이 발생할 것으로 가

정되는 모든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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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누설로 인한 방사선학적 영향이 계산되어야 한다. 최

대 원자로 출력시 노심 요오드의 50%가 격납건물 외부 배관 계통을 순환하는 배

수조 물 속에 섞인다고 가정되어야 하며, 이 값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7에 수록된 값들과 일치한다. 안전심사지침 2.3.4절에서 결정된 대기확

산인자(χ/Q 값들)가 동 분석에 사용되어야 한다.

  3. 건설허가 승인시, 공학적 안전설비 부품의 누설로 인한 방사선학적 영향과 안전

심사지침 15.6.5.1절에서 그 밖의 핵분열생성물 누설 경로로부터의 방사선학적 영

향의 합으로써 결정되는 가상 냉각재상실사고시 총 방사선학적 영향은 RG 1.4의 

기준치 내에 있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특정 발전소에 적절하도록 본 안전심사지침의 특정한 부분을 선택하고 

해당부분에 주안점을 둔다. 중점 검토분야는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된 자

료가 최근에 검토된 다른 발전소의 자료와 유사한가, 그리고 안전성과 관련하여 특별

히 안전에 중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고려해 결정된다. 검토자는 보수적인 가

정을 사용하여 재순환 누설의 방사선학적 영향에 대한 독립계산을 수행한다.

   신청자의 재순환 누설에 대한 가정 및 계산은 이전에 인가된 발전소와 비교하여 

그 정확성 및 완전성을 검토한다. 최대 원자로 출력시 노심 요오드의 50%가 외부 배

관 계통을 순환하는 배수조 물 속에 섞인다고 가정한다. 배수조 물이 격납건물 외부에

서 순환시, 냉각재 상실사고 순간부터 재순환이 일어날 동안 요오드의 방사능 붕괴가 

고려될 수 있다.

   방사선학적 영향 평가 시 누설량은 운전중 누설의 최대치로 가정되어야 하는 바, 

재순환 계통내 모든 부품으로부터 동시에 누설이 일어난다고 가정할 때의 누설량 합

계의 두배로 가정된다. 이때 동시 누설량은 재순환 계통이 고장나는 양을 초과하는 것

을 말한다. 재순환 모드가 작동되는 최초의 시간부터 사고 내내 누설이 일어난다고 가

정한다.

   공학적 공기 정화계통이 설치되지 않은 발전소에 있어서의 선량평가는 수동기기의 

전반적인 고장으로 인한 누설도 포함해야 한다. 동 누설량은 사고 후 초당 3.2 리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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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당 50 갤론으로)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사고 24시간 후에 시작하여 30분 동안 지속

된다고 가정한다. 수동기기의 전반적인 고장으로 인한 누출발생이 예견되는 곳에 공학

적 공기 정화계통이 설치되어 있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상기 선량평가는 수행될 필요

가 없다.

   신청자가 제시한, 냉각재상실사고 후 격납건물 외부에서 순환하는 배수조 물의 시

간에 따른 온도를 평가한다. 수온이 100℃(212℉)를 초과하면 등 엔탈피 공정을 가정하

여 증기로 되는 누설량의 백분율이 결정되는데, 만일 이 누설량이 전체의 10%를 초과

하면 이를 대기로 유출되는 요오드의 백분율로 잡는다. 증기분 계산치가 10% 보다 작

거나 수온이 100℃(212℉) 보다 낮으면, 실제 배수조 pH 기록 및 통풍률에 의거, 더 작

은 양이 유출된다는 근거를 보이지 않는 한, 10%의 요오드가 대기로 유출된다고 가정

한다.

   공기 중에 포함된 요오드는 즉시 환경으로 유출된다고 가정한다. 이때 대기확산인

자는 안전심사지침 2.3.4절에 의해 결정되는 지상 χ/Q 값들에 근거한다. 핵분열생성물 

제거를 검토하는 검토주관부서는 RG 1.52의 기준에 의거, 필터에 의한 요오드제거를 

적절히 고려하기 위해 공기 정화계통 필터를 평가한다. 제한구역 및 저인구지대 외곽

필터계에서의 선량은 안전심사지침 15.6.5.1절에 기술된 적절한 가정 및 방법들을 사용

하여 계산된다.

   검토자는 가상 냉각재상실사고 후 모든 방사능 누출 경로의 방사선학적 영향을 평

가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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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격납건물 외부의 공학적 안전설비 부품의 누설로 인한 갑상선 및 전신 

선량 계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들을 신청자가 제공했는지를 

확인한다. 안전심사보고서에는 모든 유출경로로부터의 총 선량 계산치 및 동 계산치에 

의거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의 거리가 10 CFR 100.11(a)의 기준 값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자의 평가 사항을 포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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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방사선학적 영향에 대한 요약 절 다음에는 별도의 안전심사보고서 절에서 각각

의 특정 핵분열생성물 유출경로에 대한 검토자의 평가결과들을 제시한다. 본 안전심사

지침 15.6.5.2절에서 검토된 공학적 안전설비 부품의 누설경로에 대하여 검토자의 독자

적인 검토 및 계산은 아래와 같은 종류의 결론을 뒷받침한다.

   가상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 후,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공학적 안전설비 부품

으로부터의 누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사선학적 영향이 평가되었다. 검토자는 신청자

의 분석을 검토하였고 독자적인 계산도 수행하였다. 이 계산은 보수적인 가정에 근거

한다. 동 누설시 핵분열생성물의 선원은 RG 1.7의 기준을 만족한다. 동 계산에 사용된 

대기확산인자 (χ/Q 값들)는 안전심사지침 2.3.4절에 언급된 값이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치제한”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기상조건”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다수기 건설”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5. 10 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6. Regulatory Guide 1.4, “Assumptions Used for Evaluating the Potential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a Loss-of-Coolant Accident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7. Regulatory Guide 1.7, “Control of Combustible Gas Concentrations in 

Containment Following a Loss-of-Coolant Accident.”

  8. Regulatory Guide 1.52,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Atmosphere Cleanup System Air Filtration and Adsorption Uni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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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7.3절 액체탱크 손상에 따른 방사성물질 누출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격납건물 이외의 장소에 위치하면서 액상의 방사성물질을 담고 있는 탱크 또는 기기

(이하, ‘탱크’라는 용어는 기기를 포함한다) 등에서 파단, 균열, 고장이 발생하면, 방

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누출될 수 있다. 누출된 액상의 방사성물질은 지표수 또는 지하

수 흐름을 타고 이동하여 음용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안전성이 적절

히 확보되는지를 평가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는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최근접 음용수원, 수계의 접근성, 방사성물질의 이동경로, 

액상 방사성 물질의 이동특성, 이동에 따른 방사성 붕괴 및 희석의 정도, 지표수와 

지하수에 대한 수문학적 자료 등이 타당한 지를 검토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2.4.12절에 제시된 수문학적 변수를 사용하여 음용수원에 대한 잠재적 방사성 농도

를 확인한다.

2.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는 손상된다고 가정한 탱크의 방사성물질 총량을 도출하

는데 적용된 가정과 계산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 음용수원: 우물 또는 취수원과 같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식수원 그리고 가축 음용

수․농업용수․식음료 가공용수 등 간접적으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수원을 모두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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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기술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 제

한구역 경계에서 수중 및 공기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값 이하가 되도록 원자로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고, 방사성

물질이 시설 밖으로 누설되거나 누설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둑을 설치할 것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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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한다. 만일, 안전심사

지침의 허용기준과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 안이 타당한 내용으로 규제요건을 만

족시키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최근접 음용수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7호(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별표 3의 8란에 제시된 방사성 농도의 제한치가 초과되지 않거나, 탱크 

손상의 결과를 완화시키는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설비에는, 지진이 발생한 경우

에도, 누출된 액상의 방사능이 환경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철제 라이너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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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성 물질을 담고 있는 탱크가 손상되면,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지표수 또는 지

하수의 흐름을 타고 이동하여 음용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  격납건물 내부에 위

치하는 것은 제외하고, 방사성 액체를 담을 수 있는 탱크를 파악한다. 이들에서 누

출이 발생하였을 때, 각 탱크의 핵종별 방사능 재고량을 고려하여, 음용수원에서 나

타날 방사성 농도를 평가한다. 

    가. 손상된 탱크의 핵종별 총 방사능은 해당 용량의 80%라고 가정하며, 정상운전 

중의 핵연료 결함률은 NUREG-0017에 따라 0.12%라고 가정한다. 기기의 총 방

사능은 NUREG-0133의 4장, Appendix A, Appendix B에 제시된 기법에 따라 

계산한다.

    나. 사고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설비, 예를 들면, 철제 라이너, 벽, 둑과 같은 

범람방지설비를 고려한다. 방사능 재고량으로 인해, 전형적으로 폐기물 수용탱

크 또는 증발기 농축 탱크가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발전소 설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수계의 접근성, 다양한 경로에 대한 방사성 붕괴 및 희석

의 정도를 고려해서 대상기기를 선정해야 한다. 내진설계가 되었더라도 바닥

체 또는 벽체를 구성하는 콘크리트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라이너가 

설치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범주와 관계없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 

액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되는 코팅 또는 내진건물의 기초를 벗어난 

지점에 시공되는 누설방벽도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

2. 구조부지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2.4.12절로써 확인한 수문학적 변수 값을 적용하

여 음용수원의 방사능 농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검토주관부서에게 전달한다. 검

토주관부서는 음용수원의 방사능 농도가 허용기준에 만족되는지를 확인한다.

3. 안전성평가에서 적용된 값이 액체 탱크의 방사능 농도를 제한하는 운영기술지침서

와 일관되는 지를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기술적 정보가 충분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음처럼 결론을 내

리기에 충분한 정도로 검토가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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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안에 대한 판단과 결론의 근거도 기술한다.

     정상운전 범위 안에서 예상되는 핵연료 손상률에 기초하여 핵종별 방사능 농도

와 총량이 각 탱크와 기기별로 평가되었다. 최근접 음용수원과 부지의 수문학적 

효과가 고려되어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탱크(또는 기기)가 안전성 평가의 대

상으로 적절하게 선정되었다.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계산된 음용수원의 방사능 

농도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7호(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

준”의 별표 3의 8란에 정해진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탱크 또는 기기의 손상으로 인한 방사능 영향을 완화시키려고 특별한 설비가 설치되

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내용을 작성한다.

     탱크 주위에 철제 라이너, 벽, 둑과 같은 범람방지 설비가 설치되어, 방사성 물질

을 담은 탱크(또는 기기)의 손상에 따른 방사능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 설

비들은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음용수원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차단하여 음용수원

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철제 라이너는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균열되지 않

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위의 각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언급할 수 있다.

     환경으로 누출되는 방사성 물질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요구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만족되며, 음용수의 방사능 농도는 원자력안전위원

회고시 제2013-17호(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별표 3의 8란에 

제시된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7호(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3. NUREG-0017, "Calculation of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in Gaseou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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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 Effluents from Pressurized-Water Reactors (PWR-GALE Code)" 

  4. NUREG-0133, "Preparation of Radiological Effluent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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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7.4절 핵연료취급사고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핵연료취급사고로 인한 방사능 영향을 검토한다. 검토의 목적은 핵연료취급 과정에

서 발생된다고 가상한 사고의 방사능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설비 및 발전

소 절차서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핵연료집합체 한 개와 취급기기의 낙하 또는 

무거운 물체가 사용후 핵연료집합체로 떨어지는 낙하사고 등이 포함된다. 사고는 격납

건물, 핵연료 이송수로, 핵연료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다. 검토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방사능 영향을 계산할 때 사용된 발전소 변수들의 선택과 선량계산 모델의 선택

2. 핵연료취급사고에 대한, 선량저감용 공학적안전설비로서 격납건물 배기계통/사용후

연료 저장지역 배기계통의 기능

3. 핵연료취급 운전중 배기나 방출이 허용되는 발전소의 경우, 격납건물 방출/배기 배관

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계통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는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5.1절에 따라 계통의 효율성 및 허용가능

성을 검토, 확인하고 사고의 방사능 결말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된 공학적안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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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화계통을 검토한다.

2.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방사능 영향평가에 사용된 공학적안전설비의 여과 효율을 

검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9.4.2절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계통의 설계 및 운전을 검토한다.

4.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9.1.4 및 9.1.5절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저장

조 및 원자로용기 상부에서 이루어지는 핵연료의 이동 또는 무거운 물체(사용후 핵

연료집합체와 핵연료 취급기기의 하중을 합한 것보다 무거운 물체)의 이동을 검토

한다.

5.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핵연료취급사고에서 손상된다고 가정된 핵연료봉의 개수

를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위치제한) :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방사선방호설비) : 오염된 공기를 환

기하고 공기중 방사성물질을 제한하기 위하여 적절한 여과능력을 지닌 환기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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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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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위 “1.”에서 언급한 “허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호(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별표에 규정된 값의 25%라고 정한다. 이는 

갑상선에 대하여 75 rem, 전신에 대하여 6 rem이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이 안전심사지침의 특정한 부분을 선택해 주안점을 둘 수 있다. 중점 검

토대상은 사업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된 자료가 최근에 검토된 다른 발전소의 

것과 유사한가, 안전성과 관련하여 특별히 안전에 중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 등

에 따라 결정된다.

                                                                             

1. 핵분열생성물 누출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요오드 제염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들과 해당 값의 도출이 검토된다. 최대 연료봉 가압, 최대 출력을 발생시킨 핵연료

집합체의 최대 선출력 밀도, 동 집합체의 최대 중심선 온도 및 평균 연소도, 그리고 

파손된 연료봉의 끝과 수면 사이의 최소수심 등이 포함된다.

                                                                              

2. 핵연료 갭 방사능이나 첨두 집합체 출력에 대해 사업자가 제시한 값이 Regulatory 

Guide(이하 “RG") 1.25의 값보다 작으면 이 값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 밖의 인자

에 대하여 RG 1.25의 값보다 덜 보수적인 값이 사용된 경우, 타당성을 검토한다. 

핵연료취급사고의 방사능 영향에 중요한 3가지 변수들 즉, 출력준위, 원자로정지후 

핵연료 취급이 가능한 최초의 시간, 핵연료취급 사고시 파손을 가정한 연료봉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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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RG 1.25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업자가 다르게 제시하지 않으면 연료취급시 까지의 최단시간에 대한 운영기술

지침서의 값들이 원자로 정지후 연료 취급 운전이 가능한 최초의 시간을 결정하는 

데 쓰인다. 사업자는 파손된다고 가정한 핵연료봉의 개수에 대한 보수적인 분석을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해야 한다.

3. 핵연료 건물의 핵연료취급 사고: 핵연료취급사고의 방사능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

여 공학적안전설비 대기정화계통이 핵연료 저장시설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동 대기정화계통의 적합성 및 효율은 

안전심사지침 6.5.1절에 따라 검토된다. 특히 사고로 인한 어떠한 방사능 방출도 충

분한 시간 내에 감지되어 공학적안전설비 필터를 통하여 이송되고 배출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기계통의 운전 모드와 방사선 감시기의 위치 및 반응 시간에 

관해서 검토해야 한다.

4. 격납건물의 핵연료취급사고: 동 사고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계통을 검토한다. 핵연료

취급은 격납건물이 격리된 경우에만 수행된다고 사업자가 제시한다면 동 사고로 인

한 방사능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 만일 격납건물이 공학적 안전설비 여과계통

을 통하여 환경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핵연료취급운전이 이루어진다면 방사능영향을 

평가해야 하며 동 여과계통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격납건물이 핵연료취급운전

중 격납건물 방출/배기계통을 통하여 열려 있다면, 검토자는 즉각적인 방사선 감시 

및 격납건물 자동 격리능력이 주어져 있는지, 그리고 선량 결과치가 허용기준 내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핵연료 이동중에 격납건물이 열려있는 발전소의 경우, 격

납건물의 방사능 누출을 탐지하기 위한 방사선 계측기의 종류, 위치, 다중성 등에 

대한 검토와 방사능 탐지후 격납건물 자동격리가 이루어지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격납건물을 격리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 시간에 시료채취 시

간, 계측기 반응시간, 격납건물 방출 격리밸브 작동 및 폐쇄 시간 등이 포함된다. 

방출 격리밸브가 완전히 닫혀 있을 때에만 격납건물이 격리된 것으로 고려한다. 재

장전 수조(Refueling cavity) 또는 이송 수로의 사고 지점부터 배기계통을 거쳐 격납

건물의 첫번째 방출격리 밸브까지 방사능 유출의 이동시간에 대한 사업자의 분석이 

검토되어야 한다. 누출 기체가 격리밸브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격납건물

의 격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교된다. 전자가 후자보다 길면 환경으로 방사능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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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지 않는다. 전자가 후자보다 짧고 혼합 또는 희석이 없다면 검토자는 방사능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모든 방사능 누출이 격납건물에서 빠져나간다고 가정해야 한

다. 격납건물내 자연 및 인공적인 대류에 의한 희석 및 혼합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격납건물내 혼합 및 희석이 입증되면 격납건물 격리전에 발생하는 혼합 및 희석의 

정도만큼 방사능 영향은 감소할 것이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기술적 정보가 충분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음처럼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도로 검토가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다. 각 사안에 대한 판단과 결론의 근거도 기술한다.

     사업자가 격납건물 또는 핵연료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핵연료취급사고의 방

사능 영향을 감소시킬 설비를 적절하게 설치함을 확인하였다. 동 설비가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을 만족시킨다고 판단된다. 또한 

제한구역의 경계선과 저인구지대의 외측경계선의 피폭선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호(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25%를 초

과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사고해석에 적용한 초기조건, 방사선원, 방사선 모니터 감지소요 시간, 

격리밸브의 작동 소요시간, 여과기 효율, 제염계수, 가정 등은 RG 1.25와 부합된

다. 또한 대기확산인자, 선량환산 계수 등도 타당하게 적용되었으므로 방사능영

향도 적절하게 평가되었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위치제한)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방사선방호설비)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호(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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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gul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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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ctors"

5. Evaluation of Fission Product Release and Transport for a Fuel Handling Accident 

by G. Burley, Radiological Safety Branch, Division of Reactor Licensing, revised 

October 5, 1971.

6. Industrial Ventilation/A Manual of Recommended Practice -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7. Long Island Lighting Co., et al., Docket No. STN 50-516/517, Further additional 

supplemental testimony on contention I.D.2 (Spent Fuel Handling Accident) by 

Walter L. Brook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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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7.5절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낙하사고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사용후핵연료가 장전된 수송용기가 낙하한 사고를 가정하여, 사용후핵연료에서 핵

분열생성물이 누출됨에 따른 방사능 영향을 검토한다.

1. 수송용기가 충격완충기(충격흡수체)를 부착한 채 취급되는 경우에 국한해, 구조물과 

설비의 치수 상 수송용기의 낙하거리가 9 m 이하이거나 낙하거리가 9 m 이하가 되

도록 인양높이를 제한하는 기기를 설치한다면, 수송용기가 낙하한 사고에 대하여 소

외선량을 평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27호(“방

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운반사고조건에 대한 입증시

험의 내용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이 입증시험에서 사용후핵연료 수송용

기는 충격완충기를 부착한 채 낙하된다. 

2. 안전성분석보고서와 운영기술지침서가 검토되며, 관련 발전소 변수들이 선량계산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평가된다. 선량 계산 모델은 보수적인 방사능 이

동 메커니즘 및 핵연료로부터 환경으로의 누출율, 적절한 호흡율, 선량환산인자, 그

리고 선량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χ/Q 값은 기상 

데이터로부터 선정된다.

3. 선량 계산치는 제한구역 경계까지 또는 저인구지대 외측경계까지의 각 거리가 적합

한 지의 여부와 선량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학적 안전설비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허용선량 기준치와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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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연료건물의 방사능이 비상배기계통을 통해 배기될 수 있다면, 이 계통의 운전이 

사고전개 과정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5. 어떤 물체가 핵연료집합체 위에서 추락하여 연료봉을 파손시킴에 따라 핵분열생성

물이 누출되는 사건에 대하여 방사능 영향을 평가한 안전심사지침 15.7.4절(핵연료

취급사고)을 참고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는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수송용기 낙하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영향평가를 위해 사용되

는 공학적 안전설비 비상배기계통의 필터 효율을 검토한다. 

2.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9.1.4절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취급계통을 검

토한다.

3.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다음을 검토한다.

 가. 수송용기의 낙하높이와 수송용기 취급 관련 통제/절차

  나. 핵연료건물과 격납건물에서 수송용기 또는 중량물이 사용후핵연료 위로 낙하

할 가능성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위치제한) :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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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방사선방호설비) : 오염된 공기를 환

기하고 공기중 방사성물질을 제한하기 위하여 적절한 여과능력을 지닌 환기설비를 

갖출 것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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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발전소 부지 및 공학적 안전설비는 수송용기 낙하사고의 방사능 영향과 관련하여 

제한구역 경계와 저인구지대 외측경계에서 전신 및 갑상선 피폭선량이 원자력안전

위원회고시 제2012-3호(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으로 정

한 기준치의 25%, 즉 갑상선에 대하여 75 rem, 전신에 대하여 6 rem 이하라야 한

다.

2. 전신 및 갑상선 피폭선량 계산모델에 적절하고 보수적인 가정들을 반영하고 있다면 

이 선량모델은 허용된다. 대기확산인자 χ/Q 값들은 안전심사지침 2.3.4절에 따라 

타당성이 결정된다.

3. 공학적 안전설비 비상배기계통은 발생 가능한 방사능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핵연

료 취급건물에 설치되어야 한다.

4. 수송용기가 충격완충기(충격흡수체)를 부착한 채 취급되고, 구조물과 설비의 치수 상 

수송용기의 낙하거리가 9 m 이하이거나 낙하거리가 9 m 이하가 되도록 인양높이를 

제한하는 기기를 설치한다면, 낙하에 따른 소외선량을 평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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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이 안전심사지침의 특정한 부분을 선택해 주안점을 둘 수 있다. 중점 검

토대상은 사업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된 자료가 최근에 검토된 다른 발전소의 

것과 유사한가, 안전성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등에 따라 결정된다.

   검토의 첫 단계로,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수송용기 낙하사고의 방

사능 영향을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방사능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면,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핵연료 갭 방사능은 핵연료취급사고의 경우와 유사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다만 더 

긴 방사성붕괴 시간(핵연료가 노심에서 방출된 이후 수송용기에 적재할 수 있을 때

까지 요구되는 시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사고에 관련되는 핵연료집합체의 개

수는 예측되는 수송용기의 최대용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핵연료취급시설이 닫혀있고 부압이 유지되며 공학적 안전설비 활성탄필터가 가용할 

때 수송용기 낙하 사고가 발생한다면, 요오드 여과기능을 고려할 수 있다. 방사선분

야 담당부서는 필터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확인한다. 핵연료건물의 방사능이 비상배

기계통을 통해 배기될 수 있다면, 비상배기계통의 운전모드가 사고전개 과정과 부

합하는지를 검토한다.

3. 낙하 후, 건물의 누설밀봉(leak tightness)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가 확인한다(예를 들면, 운영기술지침서에서 핵연료 취급 중 각 출입문을 닫

도록 정하고 있는지, 배기계통을 가동시켜 건물의 부압을 유지시키는지, 수송용기의 

낙하로 인해 건물의 누설밀봉이 손상될 수 있는지 등). 누설밀봉이 유지되지 못한다

면, 여과되지 않은 방사능 누출을 가정한다.

4. 격납건물을 격리하지 않은 채 격납건물에서 수송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수송용기

가 낙하될 수 있다고 구조부지 분야 담당부서가 판단한다면, 모든 파손된 핵연료로

부터의 방사선량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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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한구역 경계 및 저인구지대 외측경계에 대한 χ/Q 값들은 방사선평가분야 담당부

서가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사업자가 충분한 분석자료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분석의 내용이 안전심사

보고서에 기술될 다음의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사업자가 핵연료건물에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낙하사고의 방사능 영향을 감소시

킬 설비를 적절히 설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만족된다고 판단한다.

  1. 수송용기 취급과 관련된 통제/절차가 적절하여 낙하사고시 건물의 부압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소외선량 평가가 공학적 안전설비의 작동/성능과 Regulatory 

Guide 1.195의 내용을 타당하게 반영하였으며, 제한구역 경계선과 저인구지대 외

측경계선에서 계산된 소외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호(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서 정한 선량제한치의 25%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2. (또는) 수송용기가 충격완충기(충격흡수체)를 부착한 채 취급되며, 구조물과 설비의 

치수 상 수송용기의 낙하거리가 9 m 이하이므로(또는, 낙하거리가 9 m 이하가 되

도록 인양높이를 제한하는 기기를 설치하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27

호(“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운반사고조건에 대

한 입증시험의 내용과 부합한다. 따라서, 수송용기 낙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 

입증시험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낙하에 따른 소외선량을 평가하지 않아도 

소외영향이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위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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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방사선방호설비)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호(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

준”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27호(폐기물.02),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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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8절 원자로정지불능 예상과도

검토주관 : 안전평가실

I. 검토분야

원자로정지불능 예상과도(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이하 ‘ATWS'라고 

한다)는 예상운전과도로 인해 원자로정지 신호가 발생하였지만 정지제어봉이 일절 삽

입되지 않는 사고이다. 어떤 예상운전과도가 발생하였을 때, 이와 동시에 또한 독립적

으로 원자로보호계통에서 다중고장 또는 공통원인고장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그 확률

은 매우 낮다. 과도 동안 원자로가 정지되지 않으면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경계가 허

용치 이상으로 올라가고 핵연료가 손상될 수 있다. 원자로정지불능과 동시에 발생될 

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전형적인 예상운전과도는 급수상실, 부하상실, 터빈

정지, 우발적 제어군 인출, 교류전력 상실, 복수기 진공상실 등이 있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는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냉각유로 형상의 유지에 대한 기준은 안전심사지침 4.2절에서 검토된다.

2. 반응도계수와 같은 노물리 변수의 적절성은 안전심사지침 4.3절에서 검토된다.

3. ATWS 대처설비의 설계가 적절하고 작동을 신뢰할 수 있는지는 안전심사지침 7.1

절, 7.2절, 7.8절에서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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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 원자로냉각

재압력경계는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생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

계·제작·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 격납건물 및 

관련계통은 설계에 고려되는 모든 사고조건에 대하여 격납건물 외부로의 방사성물

질 누출이 최소화되도록 누설밀봉 방호벽기능을 갖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기준

사고로 인한 압력 및 온도조건하에서 여유도를 가지고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설계누설률이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다양성 보호계통) : ATWS 상황이 발

생하면, 원자로 정지신호, 보조급수 작동신호, 터빈 정지신호를 발생시키는 다양성 

보호계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계통은 감지기 출력부터 최종 구동기까지 원

자로정지계통과 별도로 구성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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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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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9호(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의 다음 내용을 적용한다.

    가. 피복재 온도가 1204℃(22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피복재의 최대 산화도는 산화 전 피복재 두께의 17%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수소 발생량은 핵연료를 둘러싸고 있는 금속재의 모든 금속이 반응한 경우 발

생될 양의 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ATWS 대처설비가 발전소 상태를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

어야 한다.

3. 원자로압력경계의 최대압력은 전력산업기술기준 MN의 C급 운전한계(3200 psig)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격납건물의 압력과 온도가 설계 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III. 검토절차

1. ATWS가 발생했을때, 보조급수를 작동시키고 터빈을 정지시킬 설비가 적절하게 설

치되는지를 안전심사지침 7.8절 담당부서로부터 확인받는다.

2. CE(Combustion Engineering)형 원전의 경우, ATWS 상황이 발생할 때, 원자로 정지

신호, 보조급수 작동신호, 터빈 정지신호를 발생시키는 다양성보호계통이 적절하게 

설치되는지를 안전심사지침 7.8절 담당부서로부터 확인받는다. 

3. ATWS 대처설비가 적절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냉각유로의 형상, 격납건물 건

전성이 유지되는지 또한 소외 피폭선량이 허용될 만한 수준인지를 해석한다. 

    가. 과거의 안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해석방법이 이미 승인된 것인지를 확인한

다. 또한 기승인된 방법에 부과된 제한사항을 확인한다. 만일 기승인된 것이 

아니라면 기술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나. 감속재온도계수 값과 핵연료온도계수 값이 안전심사지침 4.3절에 따라 확인된 

것과 일관되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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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계측제어계통의 작동설정치, 오차 허용범위, 작동지연 시간, 계기의 범위 등이 

타당하게 해석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라. 운영기술지침서에서, 어떤 계통 또는 기기가 가용치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면, 해석에 반영되어야 한다. 압력방출밸브가 하나의 사례이다.

    마. 연료봉의 손상이 예측된다면 소외 피폭선량을 평가한다. 허용기준은 가상사고

의 것에 준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기술적 정보가 충분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음처럼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도로 검토와 검증계산(가용한 경우)이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안

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각 사안에 대한 판단과 결론의 근거도 기술한다.

1. 사업자는 ATWS 대처설비를 설치한다. 이 설비는 원자로정지계통과 독립적이며 다

양성을 가지고 있다. 

2. 사업자는 ATWS의 여러 경우 중 제한적인 경우에 대하여 사고를 해석하였다. 해석

의 방법, 전산코드, 기기의 배열(configuration), 변수 값의 불확실도 반영 등이 적절

하였으며, 해석의 결과는 허용기준에 만족되었다. 따라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3조, 제27조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9호(가

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에 만족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다양성 보호계통)

4.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9호(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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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15.1.5-1 격납건물 외부 증기관 파단사고의 방사선량 평가 

 검토주관 : 안전평가실

I. 검토분야

    안전심사지침 15.1.5절은 격납건물 내․외부 증기관 파단 사고해석시 원자로 및 계

통의 거동, 핵연료 손상 가능성, 노심 열여유도 등의 검토에 관한 내용이다. 본 절에서

는 격납건물 외부 증기관 파단사고시 소외 방사선량 평가를 검토하기 위한 지침을 제

시한다.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물질의 가장 심각한 방출을 규명하기 위해 소외전원이 가용한 경우와 가

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사고진행 추이의 검토

  2. 가상사고시 갑상선 및 전신피폭 선량계산에 사용된 신청자의 모델이나 가정의 검토

  3. 증기관 파단사고시 갑상선 및 전신피폭 선량계산에 대한 검토자의 독립적 계산

  4. 신청자와 검토자에 의한 선량계산을 II절에 기술된 선량 기준치와 비교 검토

  5. 일차냉각재 및 이차냉각재의 옥소 방사능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의 평가

  6. 사고 이전에 옥소 스파이크가 발생했을 경우와 사고와 동시에 옥소 스파이크가 

발생했을 경우의 원자로냉각재 옥소 농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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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증기관 파단사고로 인한 핵연료손상 가능성은 안전심사지침 15.1.5절에서 평가되며, 

그 결과는 방사능영향 평가를 위해 원자로냉각재내 옥소농도의 추가적인 선원으로서 

제공되어 진다.

운영기술지침서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되며, 검토

에 필요한 허용기준과 적용 방법은 해당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가상사고의 방사능 영향에 관하여 원자력법 제12조, 제22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2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호(원자

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그리고 미국 10 CFR 100 의 적절한 

요건을 따라야 한다. 

만약 제한구역 경계 및 저인구지대 외측경계에서 계산된 갑상선 및 전신 선량이 다음

의 선량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발전소 부지와 선량 완화를 위한 공학적 안전설

비는 격납건물 외부에서의 주증기관 파단사고에 의한 방사학적 영향에 대해서 허용된

다.

  1. 사고전 옥소스파이크를 가정하는 경우와 최고 제어능을 가진 제어봉이 노심밖에 

고착된 경우의 사고에 대하여 계산된 선량이 10 CFR 100.11 절의 허용치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10 CFR 100의 수용은 각 사고에 대한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그리고 인구밀집지역이 결정되도록 요구한다. 또한 10 CFR 100의 선량제한치는 

사고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을 근거로 부지를 결정하는데 기준으로 제공된다.

  2. 평형 냉각재 옥소 농도상태에서 전출력 운전 중 사고와 동시에 옥소 스파이크가 발

생한다고 가정한 증기관 파단사고시 계산된 선량은 10 CFR 100에 제시된 전신 

및 갑상선 선량 제한치의 10% 즉, 각각 2.5rem (25mSv), 30rem (300mSv)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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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 영향을 계산하는데 사용된 방법론과 가정은 안전심사지침 2.3.4절에서 검토

된 대기확산인자를 제외하고는 Regulatory Guide 1.4(이하 “RG")의 규제입장을 반영

하여야 한다. 사용된 방사선원과 갭 방출 분율, 옥소의 화학적 형태 그리고 핵분열생

성물의 방출을 계산하는 방법은 승인된 방사선원에 근거하여야 한다.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는 일차 및 이차측 냉각재계통 내의 옥소 농도와 증기발생기

의 일차측에서 이차측 냉각재계통으로의 누설율에 대해서 기술한다. 만약 증기관 파단

사고시 계산된 방사능 영향이 상기 두 경우의 선량기준치 범위내에 있다면 이 운영기

술지침서는 허용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없 음.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대상 발전소의 특성에 따라 본 절의 해당 검토사항을 선택하고 적용한다. 

특히 최근에 검토된 적이 있는 다른 발전소의 검토결과와 검토 중점사항을 참고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주요 검토분야가 선정된다. 

일반적으로 건설허가시 주증기관 파단사고에 대한 방사능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운영기술지침서 제한치 및 방사능 영향 

제한치를 위배할 만한 비정상적인 설계사항이 있는지 간단하게 검토한다. 증기관 파단사

고시 방사능 영향에 대한 상세 검토는 계통 변수들이 결정되는 운영허가시 수행된다.

핵증기공급계통(NSSS) 공급자의 표준기술지침서에는 일차측과 이차측 냉각재의 방

사능 농도 및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의 누설율에 대한 제한치가 기술되어 있다. 만약 

심사 대상 발전소의 고유한 운영기술지침서가 없다면, 검토자의 독립적인 선량계산에

서는 제작자의 표준기술지침서나 참조 발전소의 운영기술지침서의 제한치가 사용된다. 

만일 인허가 신청 발전소가 주증기관 파단사고 해석시 표준 냉각재 방사능 농도와 누

설율 제한치를 가정하여 평가된 표준형 발전소의 하나이고, 신청자가 이 표준 제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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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겠다고 제안하고, 대기확산인자 (χ/Q)가 표준 발전소의 주증기관 파단사고 

해석시 사용된 대기확산인자 제한치보다 더 작다면, 검토자는 증기관 파단사고 해석시 

소외선량을 재평가할 필요가 없다.

  운영허가에 대한 검토시 증기관 파단사고에 대한 검토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소외전원이 가용한 경우와 소외전원이 가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증기관 파단사고 검토

    시간에 따른 사건전개 과정에 대한 검토도 포함한다.

    

  2. 운전원 조치를 포함한 사고 기술 내용 검토

 가장 심각한 방사능물질 누출 및 계산 선량이 규명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전

개를 검토한다.  

  3. 일차측과 이차측 냉각재 평형 방사능농도의 결정

 검토자는 운영기술지침서에 제시된 일차측 및 이차측 냉각재 방사능 농도를 사고

전 평형상태의 농도라고 가정한다.

  4. 옥소 스파이크 효과의 결정 

 선량 계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의 옥소 스파이크를 고려한다.

    가. 사고 이전 옥소 스파이크 경우 

    원자로 과도상태는 가상된 증기관 파단사고 전에 일어나며, 이때 일차 냉각재 

옥소 농도는 운영기술지침서에 의해 허용된 최대치를 갖는다. 이와 같은 사고 

이전의 옥소 스파이크 경우, 일차냉각재 옥소 농도는 발전소 고유 운영기술지

침서로부터 얻어진다.

    나. 사고 동시 옥소 스파이크 경우

    증기관 파단사고에 따른 원자로 정지 혹은 일차계통 감압은 일차계통에 옥소 

스파이크를 일으킨다. 이 경우 일차 냉각재 옥소 농도 증가량은 핵연료봉으로

부터 일차측 냉각재로의 옥소 누설률이 발전소 고유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된 

평형 옥소 농도에 해당하는 누설률보다 500배 크게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옥

소 스파이크 모델을 사용하여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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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핵연료 손상에 의한 영향 평가 

  증기관 파단사고로 핵연료 손상이 일어나 핵분열생성물이 원자로냉각재에 방출되

면 이것은 대기로 방출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사능이다. 안전심사지침 15.1.5절의 

검토주관부서는 최고 반응도를 갖는 한 개의 제어봉이 완전 인출상태로 고착된 

것으로 가정하여 노심 열여유도 및 손상된 핵연료의 양에 대한 증기관 파단사고

의 영향을 검토한다. 만약 증기관 파단사고가 핵연료 손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

되면, 선량은 사고와 동시에 발생하는 옥소 스파이크를 고려하지 않고 핵연료 손

상시 계산된 냉각재 내의 옥소 방사능농도를 사용하여 계산된다.

  6.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의 누설 결정 

  정상운전시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의 누설이 증기발생기에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누설률은 운영기술지침서에 허용된 최대값이어야 한다. 이 값은 운영기술지침서

에서 보통 1 gpm이지만 제어봉 이탈 사고시의 방사능 영향 때문에 이보다 적게 

가정할 수도 있다. 누설은 계산된 선량이 최대화되도록 증기관 파단쪽의 증기발

생기 그리고 건전한 증기발생기로 나누어 누설되도록 한다.

  7. 대기로 방출된 옥소의 결정 

  증기발생기가 고갈되어 있는 동안에는 일차측 냉각재 누설에 의해 이차측으로 전

달되는 모든 옥소는 대기로 방출된다고 가정한다. 증기발생기 세관이 물에 완전

히 잠겨져 있는 동안에는 방출 옥소량은 일차측 냉각재 누설량의 증발분(flash 

fraction)과 같다. 이차측 냉각재에서 제거되는 옥소량에 대해서는 NUREG-0409에 

제시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이차측 냉각재계통으로 전달되는 옥소가 공기 중

으로 방출되는 정도는 증기생성률과 옥소 분할계수(iodine partition coefficient)의 

함수로 결정된다. 증기발생기내 물과 증기 사이의 옥소 분할계수는 만약 신청자

가 사용한 값이 정당하다는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보수적으로 100으로 

가정할 수 있다.

  8. 대기확산인자(χ/Q 값)의 결정 

  적절한 χ/Q값은 안전심사지침 2.3.4절의 검토자에 의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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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한구역 경계 및 저인구지대 외측경계에서의 선량 계산 

  검토자는 증기관 파단사고시 상기 항목 4에서의 두 옥소 농도 가정을 사용하여 독

립적인 선량 계산을 수행한다. 호흡율과 선량환산인자는 RG 1.4의 값을 사용한다.

 10. 선량 계산의 검토 

  검토자와 신청자에 의하여 계산된 전신 및 갑상선 피폭선량을 상기 II절에 기술된 

허용기준과 비교한다. 만약 검토자에 의해 계산된 선량이 선량기준치를 초과하

면, 발전소 고유의 운영기술지침서에서 다음의 기준치를 감소시킨다. 일차측 혹

은 이차측 평형 옥소 농도, 최대 일차 냉각재 옥소 방사능 (사고 이전 스파이크), 

혹은 일차측에서 이차측 계통으로의 누설률.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필요시 독립적인 검증계산 수행)가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피폭선량을 완화시키는 공학적안전설비의 작동을 고려한 상태에서 발전소 부지의 

제한구역 경계까지 또는 저인구지대 외측경계까지의 각 거리는 격납건물 외부에서 발

생한 증기관 파단사고에 대해 방사능 영향 평가결과가 아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

을 정도로 충분하다.

1. 사고전 옥소 스파이크를 가정한 증기관 파단사고나 노심에서 최고 반응도를 갖

는 한 개의 제어봉이 고착 인출된 경우의 증기관 파단사고시 10 CFR 100.11에 

근거한 선량 기준치 이내

2. 사고와 동시에 일어나는 옥소 스파이크와 평형 옥소 농도를 가정한 증기관 파단

사고시 상기 선량기준치의 10% 이내 값, 계산결과는 표 _______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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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의 결론은 (1) 신청자의 방사능 영향 분석 검토, (2) 대기확산인자를 포함하

여 보수적으로 가정된 검토자의 독립적 선량 계산, 그리고 (3) 운영기술지침서상의 일

차측 및 이차측 냉각재계통에서의 옥소 농도, 증기발생기에서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

의 누설률에 기초를 두고 있다. 검토자는 계산된 선량이 상기 선량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발전소 고유의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한다. 

  건설허가시, 다음 내용을 안전심사보고서에 포함한다. 

유사하게 설계된 발전소에 대한 증기관 및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고의 평가 경험에 

근거하여 이 사고의 결과는 일차측과 이차측 냉각재 방사능농도 및 일차측에서 이차

측으로의 모든 누설량을 제한함으로써 잠재적인 소외선량이 작도록 조절될 수 있다고 

결론내린다. 운영허가 단계에서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에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적절

한 제한치를 포함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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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15.4.8-1 제어봉이탈 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평가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제어봉이탈 사고가 발생하여 핵연료봉이 파손되고 핵분열생성물이 환경으로 누출

될 때, 제한구역 경계와 저인구지역 외측경계(outer boundary)에서 나타나는 전신 및 

갑상선의 방사선 피폭량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 부서의 검토자는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이 사고의 노물리 및 열수력적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15.4.8절에 따라 검토된다. 이 

검토의 결과로서 핵비등이탈을 겪는 핵연료봉의 수와 핵연료용융 온도에 도달되는 

핵연료봉의 수가 확인된다.

2. 대기확산특성(χ/Q)은 안전심사지침 2.3.4절에 따라 검토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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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위치제한) :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

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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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

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규제요건에서 언급한 허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별표에서 정한 값의 25%라고 정한다. 이는 갑상선에 대해

서 75 rem, 전신에 대해서 6 rem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다.

2. 피폭선량 계산에 Regulatory Guide(이하 “RG") 1.77 부록 B의 가정이 반영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안전성분석보고서 또는 제출 자료를 다른 발전소의 검토에 사용된 것과 비교하여 

유사성을 확인하거나 안전성에 관련된 현안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주의 또는 강조되어

야 할 분야를 선정한다.

1. 제어봉이탈 사고의 기술적 내용을 검토하여 핵분열 생성물 누출의 관점에서 최악의 

경우가 해석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핵비등이탈에 도달한 핵연료봉의 개수와 소결체 용융 온도에 도달한 핵연료 봉의 

개수를 확인한다. 다량의 핵분열 생성물 누출이 가정되는 핵연료 용융의 기준에 용

융 개시온도가 적용된다. 소결체 평균엔탈피는 노심 파손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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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손상 또는 용융에 따라 1차 냉각재로 누출되는 핵분열 생성물은 1차 냉각재와 

순간적으로 균일하게 혼합된다고 가정한다.

3. 핵분열 생성물의 환경누출 경로는 두 개가 독립적으로 고려된다. 첫째는 1차 계통

에서 격납건물로 누출된 후 환경으로 누출되는 경로이고, 둘째는 증기발생기에서 2

차측으로 누출된 후 주증기계통을 거쳐 환경으로 누출되는 경로이다. 격납건물을 

통한 누출에 대해서, 용융개시 온도에 도달한 핵연료에 포함된 불활성 기체의 100%

와 요오드의 25%가 격납건물로 누출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증기발생기를 통한 누출

에 대해서, 용융개시 온도에 도달한 핵연료에 포함된 불활성 기체의 100%와 옥소의 

50%가 1차 냉각수로 누출된다고 가정된다.

4. 운영기술지침서에 명시된 증기발생기 전열관 누설제한치가 증기발생기를 경유한 핵

분열 생성물의 누출량 계산에 적용되어야 한다. 

5. 안전심사지침 2.3.4절에 따라 타당성이 확인된 것과 동일한 값의 대기확산인자(χ/Q)

가 적용되는지를 검토한다.

6. 가상 사고의 실제 선량은 격납건물 또는 2차 계통을 통한 독립적 누출에 대하여 계

산된 각 선량의 합일 것이나, 두 개의 선량이 각각 제시되어야 한다. 만일 한 누출

경로에 대한 선량이 허용기준에 근접한다면, 두 가지 경로로 누출되는 여러 경우 

중에 대표적인 경우에 대한 선량평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만일 2차 계통을 통한 누

출에 따른 선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한다면, 증기발생기 전열관 누설률에 대한 운영

기술지침서의 제한치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격납건물 누출에 따

른 선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한다면 격납건물 살수작동 압력설정치를 낮추어 살수에 

의한 핵분열생성물 제거에 신뢰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기술적 정보가 충분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음처럼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도로 검토와 검증계산(가용한 경우)이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안

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각 사안에 대한 판단과 결론의 근거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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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봉이탈 사고를 가상한 사고해석에서, 핵연료가 손상되더라도 방사능 누출에 

따른 소외피폭선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

한 기술기준)의 별표에 정해진 값의 25%를 초과하지 않음이 사업자의 해석에서 

나타났다. 이 해석은 RG 1.77에 제시된 계산 모델과 가정을 적용하였으며, 계산

입력값에 보수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

기준)에 만족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위치제한)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3. Regulatory Guide 1.77, "Assumptions Used for Evaluating a Control Rod Ejection 

Accident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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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6.0절 기술지침서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 제10조 “건설허가”에 의하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

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7조 

”건설허가의 신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3항16호

에 따라 기술지침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제20조 ”

운영허가“ 2항에서 운영허가 신청시 별도 서류로서 운영기술지침서 제출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1조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1항제3호 내지 제5

호에는 운영기술지침서와 관련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가 규정

되어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운영기술지침서 등의 기재사항“ 1항에는 운영기

술지침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기술지침서에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시설의 운전, 원자력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 그리고 원자

력시설의 운영관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운영기술지침서 관련 기술

기준으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 ”운영기술지침서의 준수 등

“에는 운전제한조건의 점검·감시, 불시정지 후 검사 및 안전 조치, 운영기술지침서

의 지속적인 검토 및 개정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02호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은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요건을 기술하고 있다.

   신청자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제16장, 기술지침서를 제출하면, 검토자는 신청된 

기술지침서 항목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검토를 수행한다.

   건설허가 단계에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발전소설계는 예비적인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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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건설허가 발급 이후 사업자의 하드웨어 선정 및 구매에 따라 자세한 수치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시된 수치, 그림, 그리고 기타 자료들이 발전소 운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하지 않다.  따라서 검토는 해당 값들이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발

전소 예상 운전능력과 적절히 일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핵연료장전 이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단계에서 발전소 고유 운영기술지침서

에 괄호 처리되어 미확정된 수치들은 최종 운전 정보로 교체되어야 하며,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 운영허가 신청서류의 일부로 제출된 운영기술지침서는 예비안

전성분석보고서에서 확인된 기술지침서의 최종 개정본이며 최종 설계내용과 시험결과 

그리고 예상운전방법이 반영된다.

   표준운영기술지침서는 최신본으로 유지되고 주기적으로 개정되어 다음 사항을 반

영한다.

 1. 발전소 분류등급의 변화 또는 핵증기공급계통이나 2차측 계통의 설비 개조

 2. 개정된 규제요건

 3. 제안된 기술지침서 변경사항의 검토과정을 통해 습득된 경험

 4. 운전중인 발전소의 사건 평가를 통해 취득된 운전경험과 운전 분석자료, 안전심사 

및 검사를 통해 축적된 정보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기술지침서와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각 분야의 담당부서는 신청자에 의해 제시된 발전소 고유특성, 방법론 및 수치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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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침서 절 담당 부서

제1편 원자로시설의 운전 총괄부

  1.0 사용 및 적용 전부서

  2.0 안전제한치 안전해석평가 담당 부서

  3.0 운전제한조건, 점검요구사항 적용 전부서

    3.1 반응도제어계통 안전해석평가 담당 부서

    3.2 출력분포제한 안전해석평가 담당 부서

    3.3 계측설비 계측전기평가 담당 부서

    3.4 원자로냉각재계통
계통평가, 안전해석평가, 기계재료평가, 

방사성폐기물평가 담당 부서

    3.5 비상노심냉각계통 안전해석평가 담당 부서

    3.6 원자로건물계통 리스크평가, 구조부지평가 담당 부서

    3.7 발전소계통
계통평가, 안전해석평가, 기계재료평가, 

방사성폐기물평가 담당 부서

    3.8 전력 계통 계측전기평가, 기계재료평가 담당 부서

    3.9 연료재장전 운전
안전해석평가, 계통평가, 리스크평가 담당 

부서

  4.0 설계 특성 안전해석평가, 구조부지평가 담당 부서

제2편 원자로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관리

  1.0 방사선방호 방사선안전평가 담당 부서

  2.0 방사성물질 등의 관리
방사선안전 평가, 방사성폐기물평가 담당 

부서
  3.0 원자로시설로부터의 환경보존 방사능분석 담당 부서

 2. 심사총괄관련 담당부서에서는 적절한 인․허가 과정 중에 기술지침서 검토 활동을 

종합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결함이 확인된 기술지침서 사항에 대해서 계통성능분

야 담당부서에 자문한다.

 3. 검토지원부서는 수행한 평가결과를 본 안전심사지침 Ⅳ항에 따라 작성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운영기술지침서의 각 절별 담당 부서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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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원자로시설의 운영관리

  1.0 조직 및 기능 품질평가 담당 부서

  2.0 원자로시설의 순시점검 품질평가 담당 부서

  3.0 비상시 운전원 조치사항 운영안전분석 담당 부서

  4.0 계획서 및 지침서

계통평가, 리스크평가, 안전해석평가, 기

계재료평가, 방사선안전평가, 방사성폐기

물평가 담당 부서

  5.0 보고요건
운영안전분석, 방사능분석, 안전해석평가, 

계측전기평가 담당 부서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2호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 “운영기술지침서의 준수 등”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2호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고시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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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제안된 기술지침서는 표준운영기술지침서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지침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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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적절히 발전소 고유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관련 법규를 만족하는 것으

로 허용가능하다.

 2. 건설허가 단계에서 신청자는 예비안전성분석 결과, 발전소 고유 기술지침서에 기

술되어야 하는 변수, 조건 또는 기타 사항을 확인하고 정당화하여야 한다.  최종설

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주어져야 한다.  

건설허가단계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항목을 충분히 이른 시기에 확인하여 

최종 기술지침서를 뒷받침하기 위한 심각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운영허가단계에서 제안되는 운영기술지침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안전제한치(Safety Limits)

안전제한치는 통제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의 누출방지를 위한 물리적 방벽의 건

전성 유지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보호조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 변

수에 대해 적용된다.

나. 안전계통 제한설정치(Limiting Safety System Settings)

안전계통 제한설정치는 중요한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보호장치의 변수에 

사용된다.

다. 운전제한조건(Limiting Conditions for Operation)

       운전제한조건은 시설의 안전운전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능 및 성능 수준이다. 

운전제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원자로를 정지시키거나 상기 조

건이 만족될 때까지 운영기술지침서에 허용되어 있는 시정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운영기술지침서 운전제한조건은 다음 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설정되어야 한다.

       1) 기준 1 : 주제어실에서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현저한 성능저하를 감시 및 지

시하기 위해 설치된 계기

       2) 기준 2 : 핵분열생성물 방벽의 결함이나 건전성 위협을 가정하는 설계기준사고 

또는 과도상태 해석의 초기조건에 해당되는 공정변수․설비 및 운전제한사항

       3) 기준 3 : 핵분열생성물 방벽의 결함이나 건전성 위협을 가정하는 설계기준사고 

또는 과도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능을 수행하거나 작동하면서 주성공경로

(primary success path)의 일부에 해당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



제16.0절                                                     개정 4 - 2014. 12- 6 -

       4) 기준 4 : 운전경험 또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결과, 공공의 건강과 안전성확보

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

라. 점검요구사항(Surveillance Requirements)

       점검요구사항은 적절한 수준의 품질이 유지되는 가를 보증하기 위해 계통 및 

기기의 시험, 교정 또는 검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마. 설계특성(Design Features)

       건설재료나 기하학적인 배치의 경우와 같이 변경 또는 개조되는 경우에 안전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만 상기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측면을 규정한다.

바. 원자로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관리

       방사선 방호, 방사성물질 등의 관리, 원자로시설로부터의 환경보전에 관계된 

사항들을 규정한다.

사. 원자로시설의 운영관리

       조직 및 기능, 원자로시설의 순시점검, 비상시 운전원 조치사항, 계획서 및 지

침서, 보고사항에 관계된 사항들을 규정한다.

관계 법령요건을 만족함으로써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분석과 평가결과로

부터 도출된 시설의 설계와 운전에 관계되는 필수 안전관련 항목과 현안사항이 확인

될 것이라고 보증할 수 있다. 이러한 필수 안전관련 항목과 현안사항에 관계되는 정보

는 준수 및 집행이 되어야 하는 운영허가사항에 포함된다.

III. 검토절차

 1. 기술지침서가 적용성, 작성양식 및 기술내용의 측면에서 표준운영기술지침서와 동

등한 수준으로 작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항목별로 검토를 수행한다.  기술

지침서의 차이점과 그에 대한 근거는 발전소 고유설계와 기타 적절한 고려사항을 

기초로 허용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검토된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단계에서는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된 각 수치, 그림, 도

표 및 기타 자료들이 표준운영기술지침서에 명시된 것과 같이 완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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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들은 각 지침에 기술되어 있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해당분야의 내용

과 일치되고 있는지 검토된다.

   검토자는 검토수행시 제시된 발전소 고유 수치에 대한 타당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술부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검토가 완료되면 검토

주관부서에서는 검토의견을 교정용 검토보고서로 발간한다. 각 기술검토부서는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지침서의 타당성을 확인하며 문제점 발생시 보완토록 요구한다.

 2. 검토자는 검토수행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가.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할 때, 기술적 또는 행정적인 이유로 인한 표준운영기술

지침서와의 차이점이 논리적이고, 완전하고, 명확하게 기술되었음을 입증한다.

운영기술지침서에서의 용어 선택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운영기

술지침서의 운전제한조건, 적용, 조치사항, 점검요구사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된 형식 및 사용 규정에 부합하고 

이전 용어와 동등함을 보증할 수 있도록 용어 선택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기술적으로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특정주제기술보고서에 의해 차이점이 

참조되었다면 사용된 조건들이 적합한지 증명해야 한다.

나. 운영기술지침서 기술배경서는 운영허가 신청시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러

나 기술배경서는 안전 제한치, 운전제한조건의 목적, 조치사항 및 점검요구사

항에 관한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제한조건에 따라 작성된 계

통 또는 변수의 기술배경을 기술하는 것은 중요하다. 표준운영기술지침서의 기

술배경서와 차이가 없더라도 운영기술지침서의 검토는 발전소 고유의 운영기

술지침서 기술배경서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발전소 고유 사건해석 및 계

통 기술과 부합한지 입증해야 한다. 운영기술지침서 기술배경서는 각 운영기술

지침서 요건에 대한 근거를 기술해야 한다.

다. 운영허가 신청 또는 발전소 고유 운영기술지침서 개정시 제안된 운영기술지침

서를 검토하는데는 운영기술지침서의 사용 및 적용, 형식, 논리연결자, 제한시

간, 점검주기,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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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

를 작성한다.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

기술지침서와 관련되는 신청자 제출서류를 검토하였다.  관련 법규에 따라 신청자는 

예비안전성분석과 평가결과에 의해 최종설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으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설의 기술지침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된 변수, 조

건 그리고 기타 사항의 선정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다.

검토자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제16장에 기술한 기술지침서 내용 등 설계변경의 필

요성을 배제하기 위해 건설허가 단계에서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을 검토하였다.  

제안된 기술지침서 사항은 유사설계 발전소의 표준기술지침서와 비슷하며, 검토단계에

서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근거에서 관련 법령요건

이 만족되고 있으며, 제안된 기술지침서 사항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을 짓는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

검토자는 제안된 운영기술지침서가 관련 법령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이

러한 결론은 기술지침서가 발전소의 고유한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적절히 개정한 공급

자별 표준운영기술지침서에 나타난 규제지침과 일치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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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7.1절 설계 및 건설단계 품질보증

 검토주관 :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 

(이하 ‘신청자’라고 함)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건설허가신청서 첨부문서로 제출하는 설계‧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의 품질보증에 관한 기술내용’(이하 ‘신청자의 품질보증계획’이라 함)을 

검토 및 평가한다.

본 절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7호 “원자로시설의 품질보

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제3조(세부요건) 제1호에서 발전용원자로의 건설에 적용하

도록 고시한 KEPIC/QAP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을 근간으로 작성된 신청자의 품질보

증계획을 검토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신청자가 건설허가 신청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품질보증 특정기술주제보

고서를 참조문서로 인용하면 참조된 품질보증계획은 신청 당시 유효한 심사지침서 및 

규제지침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재검토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품질보증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표준설계를 참조하는 

경우, 이 절에서 안전에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 신규 지침의 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한, 신청자는 신규 규제지침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문서적합성 검토

문서적합성 검토기간에 KINS는 신청자의 설계 및 구매업무와 관련된 품질보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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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내용에 대한 사실상 검토를 수행한다. 이 검토 및 관련 검사는 적절한 품질보증계

획이 수립되어 이행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건설허가신청서 접수 후 즉시 수

행되며, 이때는 조직, 품질보증계획, 설계관리, 구매문서관리 및 감사 분야를 중점적으

로 검토한다.

문서적합성 검토 후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는 신청자와 주계약자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적용할 품질보증계획을 검토한다. 품질보증 대상 업무에

는 부지 시험 및 평가 (굴착된 지표면의 평가로부터 부지특성 결정 및 시험에 이르기

까지), 설계, 구매, 제작, 건설, 취급, 출하, 보관, 청정, 조립, 설치, 검사 및 시험이 포

함된다.

검토자는 신청자의 품질보증계획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의 제68조 내지 제85조에 명시된 18개 기준 (이하 ‘품질보증기준’이라 한다)을 “어

떠한 방법으로”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준별 주요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가. 신청자 및 주계약자 (종합설계자, 핵증기공급계통공급자, 건설시공사 및 해

당시, 건설관리자)의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조직에 대해, 조직 간

의 상호관계, 책임과 권한의 범위에 대한 기술내용 및 조직도

나. 품질보증 기능을 수행하는 요원의 권한과 조직도에서의 위치, 사업수행 조

직으로부터의 독립성의 정도

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절한 이행을 보증하는 조직의 명시

2. 품질보증계획

가. 품질보증계획의 적용범위

나. 품질보증계획의 정의의 적절성을 보증하는 규정

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절한 이행을 보증하는 규정

라. 각 요원의 자격인정의 적합성을 보증하는 규정

3. 설계관리

가. 설계활동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의 범위

나. 설계담당 부서(또는 계약자)의 조직구조(계약구조)‧업무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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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계업무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정

라. 설계공유영역(Design Interface)에 대한 규정

마. 설계문서의 기술적인 타당성을 입증 또는 점검하는 규정

바. 설계변경사항을 관리하는 규정

4. 구매문서관리

가. 구매문서에 해당 규제요건‧기술요건 및 품질보증계획 요건이 포함되어 있

거나 참조됨을 보증하는 규정

나. 구매문서의 검토 및 승인 규정

5.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

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문서화된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으로 규정되

고 이에 따라 수행됨을 보증하는 규정

나.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에 정성적 또는 정량적인 판정기준을 포함시키는 규정

6. 문서관리

가. 문서(변경사항 포함)의 적합성이 검토되고,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해 발행

이 승인되며, 해당 업무가 수행되는 현장에 배포되고 사용됨을 보증하는 

규정

나. 폐기되었거나 교체된 문서가 부주의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정

7. 구매 품목 및 용역의 관리

가. 구매 자재‧부품 및 기기(이하 ‘품목’이라 함) 및 용역의 공급자 평가 및 선

정

나. 구매 품목 및 용역의 품질 적합성 평가 규정

다. 품목이 건설현장에 설치 또는 사용되기 전에 구매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하는 문서가 현장에 확보됨을 보증하는 규정

8. 품목의 식별 및 관리

가. 품목의 식별 및 관리 규정

나.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는 품목이 사용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규정

9. 특수작업의 관리

가. 용접‧열처리‧비파괴시험 및 화학세정과 같은 특수작업의 적합성을 보증하는 

규정

나. 특수작업이 자격이 인정된 요원에 의하여, 승인된 절차서 및 장비를 사용

하여 수행됨을 보증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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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검사

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과 업무에 대한 검사규정

나. 검사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그룹의 책임사항과 자격인정

다. 검사절차서에 명시하여야 할 선행조건 및 검사결과를 문서화하고 평가하는 

규정

라. 검사요원의 자격인정 프로그램

11. 시험관리

가.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만족스럽게 가동될 것임을 보증하기 위한 시험에 

관한 규정

나. 시험절차서에 명시하여야 할 선행조건 및 시험결과를 문서화하고 평가하기 

위한 규정

다. 시험요원의 자격인정 프로그램

12. 측정 및 시험 장비의 관리

공구‧계기‧계측기 등의 측정 및 시험 장비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적절히 식별‧관리‧교정 및 조정됨을 보증하는 규정

13. 취급‧저장 및 운송

온도나 습도 등의 환경조건에 의한 손상‧망실 또는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품목이 작업 및 검사지시서에 따라 취급‧저장‧출하‧세정 및 보존되도록 관리하

는 규정

14. 검사‧시험 및 운전 상태

품목이 검사‧시험 전에 부주의하게 사용되거나, 품목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목에 검사‧시험 및 운전 상태를 표시하는 규정

15. 부적합 품목의 관리

부적합한 자재‧부품 또는 기기의 사용이나 처리를 관리하는 규정

16. 시정조치

품목의 품질을 저해하는 상태가 즉시 식별되어 시정되고, 동일 또는 유사한 품

질저해 상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짐을 보증하는 규정

17. 품질보증기록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증빙기록을 식별‧보관‧검색 및 보존하기 위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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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감사

가. 품질보증계획의 모든 내용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보증계획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사를 수행하는 규정

나. 감사수행, 감사결과 문서화 및 검토, 감사결과를 검토‧평가하는 경영층 지

정 등에 대한 책임사항과 절차

검토연계분야

  1. 이 심사지침의 심사업무분장에 따라, 각 분야 검토주관 부서는 ‘품질보증계획 

적용대상이 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목록’(이하 ‘QA목록’이라 함)을 검토

하여, QA목록에 품목을 추가하거나 QA목록을 확정한다.

2. 기계재료분야 및 계통성능분야 검토주관부서는 나사체결이음부의 완전성을 보증

하는 방안의 적합성에 대한 세부검토를 수행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1.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2항에는 신청자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건설허가 첨부문서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원자력안전법 제5조 제3항 제17호에는 신청자의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칙, 동 조, 제4항에는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서에 ‘1. 품질보증체제의 조직’, 

‘2. 품질보증계획’, ‘3. 설계관리’ 등 18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

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
작‧설치‧시험‧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제1항에는, 원자력안전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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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법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

4호(원자력법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을 위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68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동 기술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요건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

정되어 있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

에 관한 지침” 별표1에는 품질보증분야의 기준은 KEPIC/QAP 2000년판으로, 참조기

준은 ASME/NQA-1 1994 edition + 1995 addenda로 규정되어 있다.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7호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제3조에는 발전용원자로 건설 단계에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내지 제85조에 대한 세부요건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

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로 적용을 고

시한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의 원자력품질보증기준(QAP)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청자 및 주계약자 (NSSS 공급자, 종합설계사(A/E: architect/engineer), 건설시공사 

등)는 품질보증기준에 의거하여 설계 및 건설단계에 적용할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신청자의 품질보증계획은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로, 계약자의 품질보증계획은 동 규정에 의한 예비안전

성분석보고서 제17장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수립되어야 하며, 내용은 품

질보증기준의 준수방법을 기술하는 형식이어야 한다. 허용기준은 신청자가 관계법

규나 규제지침을 준수한다는 약속사항을 포함하며, 이러한 약속에 의하여 관계법규

나 규제지침의 내용이 품질보증계획의 기술내용 및 요건에 포함된다. 허용기준의 

면제나 대안은 신청자가 적절한 타당성을 제시하고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가 이를 

검토하여 법적요건을 만족한다고 판단하면 적용 가능하다. 신청자의 품질보증계획 

기술내용이 품질보증기준의 요건을 만족하거나 제공된 대안이나 면제사항이 적절하

다고 판정되었을 때, 해당 품질보증계획은 법적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검토 시에는 요건준수에 대한 약속사항과 그 약속사항의 이행방안이 객관적이며 검

사가 가능한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규명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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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준의 각 분야별로 아래에 열거된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이 충족되었

을 때, 해당기준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

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

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

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조직 (17.1.1)

1.가.1 신청자가 총괄 품질보증계획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를 이행한다.

1.가.2 신청자가 품질보증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다른 업

체에 위임한 사항이 명시되고 위임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1.가.3 신청자 품질보증계획의 대부분이 위임되는 경우,

(1) 총괄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이행되는지가 기술되어 있

다. 경영자의 감독 범위가 서술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러한 기능을 수

행하는 요원의 지위, 자격 및 수효를 정하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2) 신청자는 위임받은 업체의 업무수행 내용을 평가한다(빈도 및 방법이 

기술된다 - 연 1회 또는 개별요소에 대한 다른 평가가 별도로 수행 될 

경우에는 보다 긴 주기도 허용가능하다)

(3) 해당업무가 수행되기 전에, 위임된 업무의 품질보증 책임을 맡는 신청

자조직 내부의 자격인정 된 개인 또는 조직이 지정되어 있다.

1.가.4 품질보증계획의 이행체계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청자와 주계약자 간에 품질보

증 업무에 대한 명확한 관리방안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1.가.5 조직도에는 품질보증계획에 입각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현장" 및 "외

부" 단위조직 (설계, 엔지니어링, 구매, 제작, 건설, 검사, 시험, 계장, 핵공학 

등)이 들어있고 책임계통이 분명하며, 검사요원을 포함한 품질보증조직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기술되어 있다.

1.가.6 신청자(및 주계약자)의 조직도에 표시된 단위조직별 품질보증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1.나.1 신청자(및 주계약자)의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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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영자의 직위(일반적으로 이 직위는 품질보증부서장임)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직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수행에 직접적인 책임을 갖는 조직(엔지니

어링, 구매, 건설, 운전 등)의 최상위직과 동등하거나 보다 높은 직위이

며 비용과 공정으로 부터 충분히 독립되어 있다.

(2) 다른 고위 경영층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체계가 확보되어 있다.

(3) 품질보증계획서의 승인책임을 진다.

(4) 품질보증 관련사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과 무관한 다른 임

무나 책임을 맡지 않는다.

1.나.2 정해진 요건 만족여부 확인(설계는 제외, 참조: 3.마.2)은 확인대상 업무수행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품질보증 조직 내의 개인이나 그룹에 의해 수행되거나, 

품질보증개념과 관행에 대한 교육을 받아 자격인정 되고 확인대상 업무를 수

행할 책임이 있는 조직과는 독립적인 개인이나 그룹에 의해 수행된다.

1.나.3 품질보증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그룹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능

력이 보증될 수 있도록 경영층과 직접 접촉할 수 있다.

(1) 품질관련 문제점의 식별

(2) 지정된 경로를 통하여 해결책 제시‧건의 또는 제공

(3) 해결책의 이행 확인

위와 같은 권한을 갖는 요원과 그룹이 명시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

법이 기술되어 있다.

1.나.4 (1) 품질보증요원은 비용과 공정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으로부터 충분히 독

립된 자로서, 부적합한 작업을 중지시키고, 부적합 품목의 공정진행, 

납품 또는 설치를 통제하는 문서로 기술된 책임을 보유한다.

(2) 작업 중지 권한을 갖는 조직도 상의 직위가 지정되어 있다.

1.나.5 품질보증 요원과 다른 부서 (엔지니어링, 구매, 제작 등) 요원과의 견해차이

로부터 발생되는 논쟁의 해결을 위한 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1.나.6 지정된 품질보증 책임자가 안전에 중요한 발전소 일일업무에 참여한다. (즉, 

품질보증조직이 일일 발전소 작업 일정 및 현황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

여 발전소 전체의 일일 작업현황을 파악하고, 절차 및 검사관리, 합격기준, 

품질보증요원 배치 및 필요한 자격인정 등 품질보증의 활동범위가 적절함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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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1 품질보증계획의 이행과 관련된 방침(품질방침)이 문서화되어 있고, 품질방침

을 필수요건으로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품질방침은 사장 또는 부사장

에 의해 수립된다.

1.다.2 직위에 대한 기술내용(‘1.나.1’ 참조)에는 총괄 품질보증계획의 정의‧감독 

및 효율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 자가 그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보유함을 보증한다. 이 직위는 비용 및 공정으로부

터 충분히 독립되어 있다. 이 직위자의 자격요건이 직무 기술내용에 규정되

어 있고 여기에는 아래의 전제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1) 부서장 직위 근무를 통한 관리경험

(2) 품질보증 법령‧방침‧관행 및 표준에 대한 지식

(3) 품질보증 실무경험 또는 원자로 설계‧건설‧운영 또는 이와 유사한 고급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품질보증과 관련된 실무경험

품질보증부서장의 자격요건은 최소한 ANSI/ANS-3.1-1993, "Selection and 

Training of Nuclear Power Plant Personnel"의  4.4.5항의 기술내용과 동등

하다.

1.다.3 건설현장 품질보증계획을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을 가진 건설현장 관리자가  

적절한 조직도상의 직위로 명시되고 총괄 품질보증계획의 적절한 관리를 수

행할 수 있는 적절한 조직의 직위‧책임 및 권한을 보유한다. 이 직위 보직자

는 현장에서 품질보증계획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전념

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임무 이외의 다른 임무는 맡지 않는다.

2. 품질보증계획 (17.1.2)

2.가.1 품질보증계획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영

향을 주는 업무에는 품질보증계획을 적용한다는 약속. 품질보증계획을 

적용하는 구조물‧계통‧기기 및 관련 소모품이 안전성분석보고서 3.2.2절

의 품질보증목록(QA List)에 기술되어 있다. 품질보증목록에, 원자력안

전위원회고시 제2013-5호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

한 규정”에 규정된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비안전등급 시설 

중 내진범주 II 구조물 및 기기의 구조적 건전성 유지와 관련된 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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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지물과, 동력 변환 및 전력생산설비 중 발전정지 유발기기 및 

비상운전 절차와 관련되는 주요 설비가 포함되어 있다 (안전에 중요한 

전기기기는 10 CFR 50.49, 안전에 중요한 사고감시설비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97 참조).

(2) 가동전시험계획 수행에 품질보증계획을 적용한다는 약속과 이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의 적용방법

(3)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관리 및 사용에 품질보증계획을 적용한다는 약속

과 이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의 적용방법

(4) 안전성분석보고서의 9.5.1절의 화재방호계통을 품질보증계획 적용대상

으로 명시하거나 화재방호에 대한 별도의 품질보증 관리내용을 명시

(5) 특수한 장비‧환경조건‧기량 또는 공정을 충분히 제공한다는 약속

(6) 비안전등급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하여는 이 절

의 검토기준 18개 분야에 대한 기술내용이 모두 포함된 경우 II의 6에 명

시된 세부내용(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의 원자력품질보증기준(QAP) 또

는 이와 동등한 기준) 중 일부는 면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는 

그 기술내용이 안전등급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상

응하게 품질보증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RG 

1.155 참조).

(7)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의 품질보증을 RG 1.143, Regulatory Position C.6

에 따라 관리한다는 약속

(8)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의 품질보증을 RG 1.97 (Table 1, 5. 품질보증)에 

따라 관리한다는 약속

(9) ATWS 설비의 품질보증을 Generic Letter(이하 “GL") 85-06 (참고자료 

37)에 제시된 지침에 따라 관리한다는 약속

2.가.2 회사의 통합 품질보증 방침에 대한 요약이 기술되어 있다.

2.나.1 (1) 품질보증계획을 이행하는데 요구되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절차가 품질

보증계획의 기술내용 및 회사방침과 부합하고, 적절히 문서화되어 관

리되며, 책임 경영자(통상 사장 또는 부사장)가 서명한 방침성명서 또

는 이와 동등한 문서를 통하여 필수요건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이 수립

되어 있다.

(2) 품질보증부서는 이러한 품질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문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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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침성명서의 관리 책임을 보유하는 조직도상의 그룹이나 요원이 명시

되어야 한다.

(4) 품질에 영향을 주는 주계약자의 절차규정은 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작업이 착수되기 전에 신청자에게 제출되어 검토되고, 문서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나.2 기 승인된 품질보증계획서 중 품질보증 조직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규정과 기 승인된 품질보증

계획서의 품질보증 조직 이외의 사항은 변경 후 20일 이내에, 안전성분석보

고서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 후 6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

회에 신고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나.3 신청자가 Subsection VI에 나열된 규제지침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제9조, 원

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

용에 관한 지침”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7호 “원자로시설의 품

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를 준수한다는 약속. KEPIC/MN(1, 2, 3 등급)

또는 ASME Code Section III(Class 1, 2, and 3)가 적용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기준의 품질보증요건을 적용한다.

대안이나 예외 사항은 명확히 구분되고 타당성에 관한 자료가 신청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일 또는 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이행

된 업무에 적용된 품질보증계획이 언급되어야 한다.

비록 RG 1.26과 1.29에 대한 심사책임은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및 구조부

지분야 담당부서에 분장되어 있으나(안전심사지침 3.2.1절 및 3.2.2절), 이들 

지침에 기술된 각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이 적절한지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절의 검토에서 위 지침들을 허용기준으로 사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의 품질보증계획 정의 단계에 상세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적용될 품질

보증 관리방안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데 품질보증조직과 해당 기술담당조직

이 참여한다. 이 작업에는 특정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이들이 안전

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에 따라 원자로규칙 품질보증기준에 규정된 설

계, 구매, 문서관리, 검사, 시험, 특수공정, 기록, 감사 등의 품질보증 활동을 

차등화 하는 것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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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4 Ⅴ항(Subsection Ⅵ)에 수록된 RG 목록, General Design Criterion(이하 

“GDC") 1, 10 CFR Part 50, §§ 50.55a, 50.55(f) 및 품질보증기준의 각 요

건을 반영한 기존 또는 추후 작성할 품질보증절차서가 명시되어 있다. 

2.나.5 제출된 품질보증계획서에 원자로규칙의 규제조항과 Ⅴ항(Subsection Ⅵ)에 

수록된 RG가 어떤 방법으로 적절히 이행될지를 강조하여 그 내용이 기술되

어 있다.

2.다.1 품질보증조직의 상위 또는 외부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품질보증계획의 범위, 

현황, 적절성 및 품질보증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이 방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 보고서, 회의 또는 감사를 통하여 품질보증계획 현황을 자주 파악한다.

(2) 사전에 문서로 연간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며, 시정조치사항을 도

출하여 추적한다.

2.다.2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품질보증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착수된 설계, 구매, 부

지조사 등의 품질관련 업무가 이 절 및 품질보증기준에 준한 품질보증계획

에 의해 관리된다. 업무 착수 전에 품질보증계획 해당 분야를 수행하기 위

하여 승인된 절차서와 충분한 수효의 훈련된 직원이 확보되었다.

2.다.3 설계 및 건설이 종료되어가고 가동전시험과 발전소 이관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주계약자가 신청자에게 책임사항과 품질관련 업무의 관리방안을 이

전하는 방법이 개략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2.라 교육훈련 및 자격인정 프로그램이 아래와 같이 수립되어 있다.

(1)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가진 직원을 대상으로 품질

보증계획서, 절차서 및 지시서의 목적, 범위 및 이행방법을 교육시킨다.

(2)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확인하는 요원을 대상으로 확인대상 업

무의 원리, 기법 및 요건을 교육시키고 자격을 부여한다.

(3) 정규 훈련 및 자격인정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에는 목적, 프로그램 내

용, 참석자 및 참석일자가 문서화된다.

(4)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수행 요원과 작업 확인요원에 대해서는 숙

련시험을 시행하고, 이들이 적절히 교육되고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결

정하기 위한 합격기준이 개발된다.

(5) 자격인증서에는 (i)자격을 인정받은 요원이 수행하는 기능과 (ii)기능별 

자격인정 합격기준이 명확히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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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과 이를 확인하는 요원의 

실력은 관리자 또는 훈련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 재훈련‧재시험 및 인

증갱신을 통하여 유지된다.

(7) 상기 프로그램에 규정된 내용이 RG 1.58을 충족한다.

3. 설계관리 (17.1.3)

3.가 적용 규제요건과 설계근거를 설계‧구매 및 절차 문서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

을 포함한 설계문서의 작성 및 검토와 관련된 설계 업무가 설계관리 프로그

램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동 범위에 노물리‧내진‧응력‧열수력‧방사능‧안전

성분석보고서(SAR) 사고분석 등의 현장설계 엔지니어링, 관련 전산프로그램, 

재료 적합성, 가동중시험‧정비‧보수를 위한 접근성, 품질표준이 포함되어 있

다.

3.나. 계통설명서, 설계 자료 및 기준, 설계도면, 설계해석, 전산 프로그램, 시방

서, 절차서 등의 설계 문서를 작성‧검토‧승인‧검증하기 위한 조직의 책임사항

이 기술되어 있다.

3.다.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인된 설

계문서(전산코드와 같은 설계방법을 포함한다)의 오류나 미비점이 문서화되

며, 모든 오류와 미비점이 시정됨을 보증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진다.

3.다.2 규정된 품질표준과의 불일치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관리함을 보증하는 절차

가 수립되어 있다.

3.라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공간적으로, 기능적으로, 그리고 공정 및 환경에 부

합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설계 공유영역을 포함한 문서를 검토‧승인‧발행‧배
포 및 개정하는데 필요한 내‧외부 조직 간의 설계공유영역 관리방안과 절차

서 및 참여 설계조직 간의 의사소통 체계와 기술규정 이행체계가 확립되어 

기술되어 있다.

3.마.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치수정확성 및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요구하

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3.마.2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절차서에 따라 작성‧검토 및 승인되고, 검사 및 시험요

건‧합격기준‧검사 및 시험결과의 문서화범위 등과 같은 필수적인 품질보증요

건을 포함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품질보증조직에 의해 

검토되어야 함을 명시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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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마.3 설계확인의 방법(설계검토‧대체계산 또는 시험)을 결정하기 위한 지침이나 

기준이 수립되어 있다.

3.마.4 아래 사항을 보증하는 설계확인 업무에 관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1) 확인자는 자격이 인정되고 설계를 직접 책임지지 않는다. 즉 확인자는 

설계수행자나 그의 직상위자(감독자)가 아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

에서는 감독자가 설계확인을 수행할 수 있다.

(가) 감독자만이 기술적으로 자격이 인정되었고,

(나) 사전에 각 설계확인 마다 그 필요성이 문서화되어 차 상위관리자

에 의해 승인되며,

(다) 감독자를 확인자로 활용하는 빈도와 효율성에 대한 품질감사를 

통하여 그 남용을 막을 수 있다.

(2) 설계확인은, 견본이나 시제품으로 인정시험을 행하는 것이 아닐 경우, 

설계출력문서를 구매, 제작, 건설 또는 다른 설계 작업에 사용하기 위

하여 다른 조직에 배포하기 전에 완료된다. 시기적으로 이것이 불가능

하여 설계확인을 연기할 경우에는 그 타당성이 문서화되고, 설계출력

문서의 미확인된 부분과 미확인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모든 설계출

력문서가 적절히 식별되어 관리된다. 설계나 설계변경과 관련된 건설

현장의 해당 업무는 설계확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설치작업을 되돌릴 

수 없는 (즉, 대부분을 파괴하거나 재작업해야 하는) 공정 이상으로 진

행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설계확인은 핵연료장전 이전에 완료

된다.

(3) 설계문서에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약속사항을 반영하는 절차 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다. 이 관리방안에 의해 (i)내부의 전문분야별로 또는 여러 

조직이 참여하는 팀에 의해 정규 설계확인을 받는 문서와 (ii)확인요원

(요원 인증은 서명과 일자가 문서화되면 적합하다)에 의해 검토될 문서

가 구분된다. 절차관리의 대상이 되는 설계문서에는 최소한 시방서‧계
산서‧전산프로그램‧계통설명서‧설계문서로서의 안전성분석보고서‧계통도‧
배관 및 계기도표‧제어논리도‧주요설비의 구조계통전력단선도‧발전소 배

치도 및 기기 위치도를 포함한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 독특성이나 특

수한 설계 고려사항이 수반되면 전문화된 검토가 수행된다.

(4) 절차서에 확인자의 책임사항, 확인대상 분야와 특성, 확인대상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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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려사항 및 문서화하는 정도가 기술되어 있다.

3.마.5 확인방법이 시험 만에 의한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1) 어떤 경우에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절차서에 제시

된다.

(2) 견본‧기기 또는 특성 시험은 발전소에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또는 설

치를 철회할 수 없는 시점 전에 가능한 일찍 수행된다.

(3) 시험에 의한 확인은 분석으로 결정된 최악의 설계조건을 모사한 상태

에서 수행된다.

3.마.6 입증된 전산코드가 사용되도록 인가되고 그것의 사용이 명시되었음을 보증

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인허가업무 지원에 안전 분석 전산코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자로설치자자나 제작자는 코드확인을 수행하고 그 결과

를 제출하여 해당 코드의 신뢰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코드확인 정보에는 계

산결과와 (i)실험데이터, (ii)발전소 운전 데이터, 또는 (iii)다른 기준 데이터와

의 비교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3.바.1 현장변경을 포함한 설계변경과 시방서 변경은 최초의 설계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설계관리 대상이 된다.

3.바.2 설계관리 규정에 대한 기술내용은 RG 1.64의 기준을 만족한다.

4. 구매문서관리 (17.1.4) 

4.가.1 구매문서에 품질요건이 정확히 기술되어 검사와 관리가 가능하고, 적절한 

합부판정기준이 명시되었으며, 구매문서가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작성, 검

토,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구매문서검토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구

매문서에는 계약업체와 그 하도급자가 구매품목이나 용역에 합당한 품질보

증계획서를 제출하는 요건이 포함된다.  품질보증 관행 및 개념에 대하여 

훈련을 받아 자격을 갖춘 독립적인 요원이 구매문서를 검토하여 구매문서에 

기술된 품질요건이 적절하다는데 동의하였음이 문서화된다.

4.가.2 구매문서에 적용 규제‧기술‧행정‧보고 요건, 도면, 시방서, 기준 및 산업표준, 

시험 및 검사요건과 공급자가 준수하여야 할 특수공정지시서가 명시됨을 보

증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4.나.1 아래 사항에 대한 조직의 책임사항과 품질보증조직이 관여하는 사항이 기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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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기획

(2) 구매문서의 작성, 검토, 승인 및 관리

(3) 공급자 선정

(4) 입찰서 평가

(5)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 착수 전에 공급자 품질보증계획 검토 및 동의

4.나.2 상기의 구매문서 관리규정에 대한 기술내용이 RG 1.123의 규제지침을 만족

한다.

5.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 (17.1.5)

5.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문서화된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에 규정되어 

이에 따라 이행됨을 보증하기 위한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5.나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에, 중요한 업무가 만족스럽게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

기 위한 정량적(치수, 공차, 운전제한사항 등) 또는 정성적(작업기량 표본 

등) 합격기준이 포함됨을 보증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6. 문서관리 (17.1.6)

6.가.1 문서관리계획의 범위가 기술되어 있고 관리대상 문서의 유형이 규정되어 있

다.  관리대상 문서에는 최소한 다음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1) 전산코드 관련문서를 포함한 설계문서 (예; 계산서‧도면‧시방서‧해석서)

(2) 구매문서

(3) 제작‧건설‧개조‧설치‧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위한 지시서 및 절차서

(4) 준공문서

(5)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매뉴얼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서

(6) 특정기술주제보고서

(7) 안전성분석보고서

(8) 부적합보고서

6.가.2 문서가 기술적 적합하고 문서에 적절한 품질요건이 명시됨을 보증하는 문서

의 검토‧승인‧발행 및 변경에 관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품질보증조직이나, 

문서 작성자가 아니면서 품질보증 분야에 자격이 인정된 요원이 이들 문서

를 품질보증 측면에서 검토하고 동의한다.

6.가.3 문서의 변경사항이, 최초 검토와 승인을 수행한 조직, 또는 신청자가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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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격인정 된 책임조직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는지를 보증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6.가.4 문서가 업무 수행 장소에 작업 착수 전에 배포됨을 보증하는 절차가 수립되

어 있다.

6.나.1 폐기되거나 대체된 문서가 적기에 작업장에서 제거되고 적용될 개정문서로 

대체됨을 보증하는 절차가 확립되어 기술되어 있다.

6.나.2 지시서‧절차서‧시방서‧도면 및 구매문서의 최신 개정판을 확인할 수 있는 종

합목록이나 이와 동등한 문서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종합목록은 항상 

갱신되어 지정된 책임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6.다 준공도면과 관련문서에 실제 발전소 설계내용이 적시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공도면과 관련문서 작성에 사용될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7. 구매 자재‧장비 및 용역의 관리 (17.1.7)

7.가.1 설계, 구매 및 품질보증 조직 간의 업무공유영역을 포함한 구매 ‘자재‧장비 

및 용역’(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7.가.2 품목이 구매요구서의 요건에 부합됨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작, 검사, 시험 

및 출하 과정에 공급자 업무의 확인이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품질보증조직

의 참여하에 계획되어 수행된다. 이 절차서에는 구매방법에 따라 아래 사항

이 명시되어 있다.

(1) 입회‧검사 또는 확인을 통하여 수락되어야 할 특성 또는 공정, 감독방

법 및 요구되는 문서화 범위, 절차서 이행 책임자

(2) 공급자가 품질요건을 준수함을 보증하기 위한 감사‧감독 또는 검사

7.가.3 공급자선정내용이 문서화되어 편철된다.

7.가.4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예비품이나 교체품의 구매는 현재의 

품질보증계획의 관리규정, 기준 및 표준, 그리고 원래의 기술적 요건과 동등

하거나 그 이상의 기술적 요건 또는 결함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기

술적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7.나.1 아래사항을 보증하기 위하여 인수검사가 수행된다.

(1) 품목이 적절히 식별되고, 구매문서 및 인수문서의 식별과 일치한다.

(2) 품목과 그 인수기록이 설치 또는 사용 전에 검사지시서를 만족한다.

(3) 규정된 검사‧시험 및 기타 기록(품목이 명시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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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확인서 등)이 설치 또는 사용 전에 원자력발전소에 비치된다.

7.나.2 인수 후 불출된 품목이, 관리되는 저장소로 이동되거나 설치 또는 후속작업

을 위해 불출되기 전에, 그 검사상태가 식별된다.

7.나.3 공급자는 아래 기록을 구매자에게 제출한다.

(1) 구매품목이 무엇이며, 그 품목이 어떤 구매요건(코드, 기준 및 시방서 

등)을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문서

(2) 구매요건 중 만족되지 않은 사항이 기재된 문서

(3) 구매요건에 부적합하여 “현상태사용” 또는 “보수”로 조치된 부적

합사항에 대한 설명서. 

구매자의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이러한 문서의 검토 및 승인 규정이 기술되어

야 한다.

7.나.4 원자력용도에 맞는 적절한 품질보증 관리규정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용재고품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합격품목임을 보증하는데 요구되는 특수 

품질확인 요건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수 품질확인요건은 GL 

89-02[39] 및 91-05[40]에 포함되어 있다.

7.나.5 공급자 일치보증서는 그 유효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감사, 독립적인 검사, 또

는 시험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되고, 그 결과가 문서화된다.

7.나.6 상기 구매관리 규정의 기술내용은 RG 1.38 및 1.123을 만족한다.

8. 자재‧부품 및 기기의 식별과 관리 (17.1.8)

8.가 자재(소모품 포함)‧부품‧기기 및 부분적으로 조립된 반조립품의 식별관리를 

위한 규정이 수립되어 있으며, 여기에 조직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

8.나.1 품목의 사용오류 또는 결함 품목의 사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각 품목이나 

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록에 식별이 유지되도록 보증하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다.

8.나.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기능에 중요한 자재 및 부품의 식별

은 도면, 시방서, 구매주문서, 제작 및 검사문서, 불일치 보고서, 물리적‧화학

적 제조공장시험보고서 등의 적절한 문서로 추적이 가능하다.

8.나.3 자재, 부품 및 기기가 제작, 조립, 출하 및 설치를 위하여 출고되기 전에 그 

식별의 정확성이 확인되고, 문서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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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수공정의 관리 (17.1.9)

9.가.1 특수공정으로 관리할 공정을 결정하는 기준이 기술되어 있다. 특수공정은 

일반적으로, 직접검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공정을 

말하며, 이러한 공정은 가능한 모두 나열되어야 한다. 특수공정의 예에는 용

접, 열처리, 비파괴시험(NDT), 화학세정 등이 있다.

9.가.2 특수공정‧장비 및 요원의 인정에 대한 품질보증조직의 책임사항을 포함한 

관련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9.나.1 특수공정에 관련된 절차서‧장비 및 요원은 인정되고 적용 기준‧표준‧품질보증

절차서 및 시방서를 만족한다. 인정이 만족스럽게 수행됨을 보증하기 위하

여 품질보증조직이 인정업무에 관여한다.

9.나.2 특수공정이 인정된 절차서‧장비 및 요원을 활용하여 만족스럽게 수행되었다

는 증거를 기록하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다.

9.나.3 특수공정 관련 절차서‧장비 및 요원의 인정기록은 최신상태로 편철 및 유지

된다.

10. 검사 (17.1.10)

10.가 기술된 검사 프로그램의 범위가 효율적인 검사 프로그램이 수립되었음을 보

여준다. 프로그램 절차규정에는 검사장비의 정확도 요건을 결정하는 기준, 

검사수행 시기 및 검사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상기 기능에 

품질보증조직이 참여한다.

10.나.1 검사를 수행하는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검사원은 검사대상 업

무를 수행하였거나 이를 직접 감독한 자가 아니며, 검사대상 업무에 직접적

인 책임이 있는 감독자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는다. 검사원이 품질보증조직

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품질보증조직에 의해 검사절차서, 자격인정기준, 

비용‧공정 등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이 업무 개시 전에 검토되

어 수락되어야 한다.

10.나.2 검사원(비파괴검사원 포함)의 인정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문서화되어 있고, 

검사원의 인정기록과 인증서는 갱신된다.

10.다.1 검사절차서‧지시서 또는 점검표에는 다음 사항이 제시된다.

(1) 검사대상 업무와 특성 식별

(2) 검사방법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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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나.1’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그룹

의 지정

(4)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기준

(5) 요구되는 절차서‧도면 및 시방서와 그 개정번호의 식별

(6) 검사원(또는 자료기록자)과 검사공정 결과의 기록

(7) 필요한 측정 및 시험장비와 그 정확도 요건의 명시

10.다.2 지정된 검사원에 의해 검사를 받기 전에는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필수검사점을 적절한 문서에 명시하는 절차규정이 수립되어 기술되었다.

10.다.3 검사결과는 문서화되어 평가되며, 책임을 가진 요원이나 그룹에 의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11. 시험관리 (17.1.11)

11.가 시험관리 프로그램의 범위에 관한 서술내용에, 설치 및 가동전시험 전의 입

증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시험 프로그램이 

수립됨을 보여준다. 프로그램 절차규정에는 시험장비의 정확도 요건을 결정

하는 기준, 시험이 언제 요구되며, 언제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이 설정되어 있다.

11.나 시험 절차서 또는 지시서에는 아래 사항이 요구된다.

(1) 적용 설계 및 구매 문서에 포함된 요건과 합격범위

(2) 시험방법 서술

(3) 교정된 계기를 포함한 적절한 시험 장비와 그 정확도 요건, 시험할 품목의 

완결성, 적절히 관리된 환경조건, 자료수집 및 보관을 위한 규정, 등의 

시험 선결조건

(4) (요구에 따라) 발주자, 계약자, 또는 검사원이 입회하는 필수검사점

(5)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기준

(6) 시험자료와 결과의 문서화 또는 기록 방법

(7) 시험 선결조건이 충족됨을 보증하는 규정

11.다 시험결과는 문서화되어 평가되며, 책임을 가진 요원이나 그룹에 의해 그 합

격여부가 결정된다.

1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1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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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가 측정 및 시험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적용범위가 기술되어 있고, 

관리대상 장비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 이러한 정보는 효율적인 교정 프로그

램이 수립되었음을 나타낸다.

12.나 교정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이행하며, 그 유효성을 보증하는 품질보증 및 기

타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12.다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측정‧검사‧감시에 사용되는 측정 및 시험장비(계기, 

공구, 게이지, 고정구, 기준 및 환산표준, 비파괴시험장비)의 교정(기법 및 

주기),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절차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규정의 

검토 및 문서상 동의 규정이 기술되어 있고 그 책임 조직이 명시되어 있다.

12.라 측정 및 시험장비가 식별되고, 교정시험 자료가 추적될 수 있다.

12.마 측정 및 시험장비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한, 표지 또는 딱지를 부착하

여 다음 교정기일이 표시된다. “다른 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방법이 

기술되어야 한다.

12.바 측정 및 시험장비는 요구되는 정확도, 목적, 사용 정도, 안정성 및 기타 측

정에 영향을 주는 조건에 근거하여 규정된 시간간격으로 교정 된다. 이들 

장비의 교정은 교정대상 장비에 요구되는 것보다 4배 이상의 정확도를 갖는 

표준장비와 대비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허용공차 

범위 내에서 장비가 교정됨을 보증할 수 있는 정확도를 갖는 표준장비로 교

정되며, 수락근거가 문서화되고 책임 관리자에 의해 인가된다. 이러한 역할

을 수행할 책임을 가지는 관리자가 지정되었다.

12.사 교정표준은 교정대상 표준보다는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다. 동일한 정확도

를 가진 교정표준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 표준이 요건에 부합

하고, 승인근거가 문서화되며 책임 있는 경영층에 의해 인가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경영층이 지정되어 있다.

12.아 참조 및 전환 표준은 국가공인표준으로 추적되어야 하며, 국가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교정 근거를 문서화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2.자 측정 및 시험장비가 교정범위를 벗어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이전에 수행된 

검사의 타당성 여부와 이전 교정일 이후부터 검사 또는 시험된 품목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 있다. 판정결과가 의심스러운 품목

에 대해서는 검사나 시험이 다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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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취급‧저장 및 운송 (17.1.13)

13.가 특수취급‧보존‧저장‧세정‧포장 및 운송 요건이 수립되어, 적절히 훈련받

은 요원에 의해 사전 결정된 작업 및 검사 지시서에 따라 수행된다.

13.나 손상, 망실, 또는 온도나 습도와 같은 환경조건에 의한 변질을 막기 위

하여, 설계 및 구매 요건에 따라 자재‧기기 및 계통의 세정‧취급‧저장‧포장 및 

출하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서가 수립되어 있다.

13.다 상기 취급‧저장 및 운송의 관리방안 기술내용은 RG 1.38의 지침을 만족

한다.

14. 검사‧시험 및 운전상태 (17.1.14)

14.가 제작‧설치 및 시험의 전 과정에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검사‧시험 및 운

전 상태를 나타내는 절차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14.나 검사 및 용접 스템프와, 꼬리표, 마킹, 라벨, 스템프 등의 상태 표지의 

부착 및 제거를 관리하는 절차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14.다 요구되는 시험‧검사 및 안전에 중요한 다른 공정의 순서변경을 관리하

는 절차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이러한 변경은 원래의 검토 및 승인 과정과 

동일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14.라 부적합‧작동불능 또는 기능불량 상태에 있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문

서화되며, 부주의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별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

할 책임을 가지는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다.

15. 부적합 자재‧부품 또는 기기 (17.1.15)

15.가 부적합 자재‧부품‧기기 및 용역(전산코드 포함)은 그 조치결정이 폐기가 

아닌 경우에는 식별‧문서화‧격리 및 검토하고 영향을 받는 조직에 통보하는 

절차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절차에는 조치 및 종결을 포함하여 부적합사항

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권한이 부여된 자가 지정된다.

15.나 부적합사항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정의하고 이행하기 위한 품질보증조

직과 관련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는 부적합품목의 조치

방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요원이나 그룹이 식별되어 있다.

15.다 부적합보고서에는 부적합품목이 식별되고, 부적합상태와 부적합사항의 

조치방안 및 검사요건이 기술되어 있으며, 조치방안을 승인하는 서명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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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부적합사항은 품목의 가동전시험 프로그램 착수 전에 시정 또는 해결

된다.

15.라 재작업‧보수 및 교체되는 품목은 원래의 검사 및 시험요건이나 다른 수

락 가능한 대안에 따라 검사 및 시험된다.

15.마 부적합보고서는 품질보증조직에 의해 주기적으로 분석되어 품질경향이 

도출되고, 중대한 결과는 상위 경영층에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보고된다.

16. 시정조치 (17.1.16)

16.가 효과적인 시정조치 프로그램이 수립되었음을 보여주는 절차규정이 수

립되어 있다. 품질보증조직은 절차를 검토하고 동의내용을 문서화한다.

16.나 부적합사항‧고장‧기능불량‧결함‧불일치‧결함 있는 자재와 장비 등의 품질

을 저해하는 상태가 확인되면 이를 즉시 문서화하고 시정조치 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품질보증조직이 관여하여 시정조치의 적합성에 동의함을 문서화

한다.

16.다 품질보증조직에 의해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고 적

기에 시정조치를 종결하는 후속조치가 취해진다.

16.라 중대한 품질저해상태,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내용은 

문서화되며, 해당 관리자와 상위 관리자에게 보고되어 검토 및 평가 된다.

17. 품질보증기록 (17.1.17)

17.가 품질보증기록 관리규정의 적용범위가 기술되어 있다. 품질보증기록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재료분석‧검토‧검사‧시험 및 감사의 결과

(2) 작업수행 감독

(3) 요원‧절차서 및 장비의 인정

(4) 도면‧시방서‧구매문서‧교정절차서 및 보고서와 같은 기타문서

(5) 부적합보고서

(6) 시정조치 보고서

(7) 적절한 품질보증 관리방안이 적용될 때, 품질보증기록 관리사본의 저

장과 검색에 광디스크 문서 영상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 이 관리방

안은 GL 88-18 (Reference 38)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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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나 품질보증기록과 관련된 업무를 정의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조

직과 기타 조직이 명시되고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17.다 검사 및 시험 기록에는 적용내용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관찰유형에 대한 설명

(2) 검사 또는 시험의 수행일자 및 결과

(3) 품질을 저해하는 상태에 대한 정보

(4) 검사자 또는 자료기록자 명시

(5) 결과를 합격 판정한 증거

(6) 유의할 불일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

17.라 기록을 저장하는데 적합한 시설이 서술되고, 그 내용이 

KEPIC/QAP-2000을 만족한다. 화재방호등급규정은, 기록저장 설비가 NFPA 

No.232 Class 1 ‘영구형기록’을 만족하고, KEPIC/QAP-2000에 포함된 2시

간 내화 요건이 다음의 3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만족될 경우, 대안도 허

용된다.

(1) NFPA No.232를 만족하는 2시간 내화 저장고

(2) NFPA No.232(Class B)를 만족하는 2시간 내화 기록용기

(3) 아래의 추가규정이 적용될 경우, NFPA No.232를 만족하는 2시간 내화 

기록실

가) 조기 화재경보장치와 상시 작동하는 중앙통제소에 전자감응장치

를 구비한 자동진화

나) 기록은 완전히 밀폐된 금속 캐비닛에 저장되어야 한다. 개방된 철

재선반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록을 시설의 바닥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시설 전 구역에 항상 기록에 접근 가능한 통로가 나있어

야 한다.

다) 기록저장 시설 내에서는 기록저장‧검색 이외의 작업(예, 기록복사, 

필름현상 및 마이크로피쉬카드의 제작 등)이 금지되어야 한다.

라) 기록저장실 전 구역에서 흡연 및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어야 한다.

마) 환기‧온도‧습도 조절장치가 방화벽을 관통하여 기록실 내부로 연결

된 때에는 연결통로내부의 표준 방화문 뎀퍼에 의해 방호되어야 

한다.

17.마 위에 열거된 기록 관리규정 기술내용이 RG 1.88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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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감사 (17.1.18)

18.가.1 절차서 및 업무가 총괄 품질보증계획을 충족함을 보증하기 위한 감사가 아

래 조직에 의해 수행된다.

(1) 품질관련 절차와 업무를 포괄적이고도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품질보증조직

(2) 공급자의 품질보증계획‧절차 및 업무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신청자( 및 

주계약자) 조직

18.가.2 수행될 감사, 그 빈도 및 일정을 나타내는 감사계획이 작성된다. 감사는 대

상 업무의 현황 및 안전중요도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설

계‧구매‧제작‧건설‧설치‧검사 및 시험 기간에 효과적인 품질보증활동이 보증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일찍 착수되어야 한다.

18.가.3 감사에는 품질 관련 관행‧절차‧지시‧업무 및 품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품질보증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수행됨을 보증하기 위한 문서 및 기

록의 검토가 포함된다.

18.가.4 품질보증 기술기준의 요건이 적용되는 모든 분야에 대한 감사 수행을 요구

하는 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감사범위에는 아래와 같은 업무가 포함된다;

(1) 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지특성의 결정 (예, 심층 시료채취, 

부지 및 기반작업, 방법론)

(2) 조기 구매의 준비‧검토‧승인 및 관리

(3) 교육훈련 계획

(4) 신청자와 주계약자간의 공유영역관리

(5) 시정조치‧교정 및 부적합사항 관리 체계

(6)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약속사항

(7) 전산코드 관련 업무

18.나.1 감사 내용 및 결과는 품질보증조직에 의해서 분석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한 

재감사의 필요성을 포함한 품질상의 문제점과 품질보증계획의 유효성을 경

영층에 보고하여 검토 및 평가를 받는다.

18.나.2 감사는 감사대상 분야 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을 갖지 않는 훈련된 감사요원

에 의하여 사전에 수립된 절차서 또는 점검표에 따라 수행된다.

18.나.3 감사규정에 따라 수행한 감사의 기술내용이 RG 1.144 및 1.146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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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및 건설 단계에 이 검토(수락) 기준을 품질보증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배경

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그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품질표준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 및 검사되

어야 한다.

이 절에 의한 검토에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

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가 적용되는데,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규격이 품질보증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요건을 필수요건으로 적용하도록 규정

하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를 만족시킴으로써,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그 의도

된 안전기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제작‧건설 및 시험 될 것임

이 보증된다.

2.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는 건설허가신청자가 설계‧제작‧건설에 사용될 품질보증

계획서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는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에 제68조 내지 85조의 18개 ‘품질보증기준’

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절은 상기의 규정에 의거 작성 및 제출된 신청자의 품질보증계획을 검토자

가 검토하고 승인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시한다. 

품질보증 기술기준을 만족시킴으로써 원자력발전소가 대중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지 않을 방법으로 설계‧제작‧건설 및 시험 될 것임이 보증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품질보증계획에 기술된 각 요소들을 II항에 기술된 허용기준과 인용된 규

제기준, 규지지침 및 기타 참고문헌의 내용에 비추어 검토한다. 품질평가분야 담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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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품질보증계획이 적용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를 식별한 목록(품질목록)의 적합성 

여부 검토를 기계재료분야 및 계통평가분야 주관부서에 요청하여, 결과 승인여부를 문

서화하여 유지한다. 품질보증계획 변경사항은 그 내용이 이전에 승인된 품질보증계획 

보다 최소한 미흡하게 되지 않도록 변경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의 적합

성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변경 분야에 대한 현재의 규제입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검토

기간 중 검토자의 판정은 제출된 자료의 평가결과, 다른 발전소에 대하여 최근에 검토

한 자료와의 유사성 및 특별히 안전에 중요한 품목의 포함여부에 근거하여 한다. 이 

안전심사지침(참조된 규제기준 및 규제지침을 포함한다)에 대한 예외사항이나 대안은 

제시된 내용이 분명하고 이를 수락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있음을 보증할 수 있도

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수락 여부는 아래의 검토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1. 품질보증계획 기술내용에 품질보증 기술기준의 각 요건과 10 CFR 50.34(f)(3)의 

(ii) 및 (iii)의 요건이 수락 가능하도록 서술되어 있는지 여부와 번호‧제목‧개정‧일
자를 식별한 규제기준과 규제지침을 충족할 것이라는 적절한 약속이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상세히 검토한다. 

2. 품질보증 기술기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서술한 방안을 다음의 요소로 평가한다. 

가. 기술적 적합성 (즉, 규제기준과 규제지침을 만족하는가?)

나. 이행가능성 (즉, 수행할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으로 적절한가?)

다. 경영자 지원 (즉, 품질보증계획 방안을 경영자가 검토‧승인‧배서하였는가?)

이러한 평가의 근거는 II절에 포함된 허용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3. 품질보증 기능을 수행하는 요원의 직무‧책임 및 권한의 검토를 통하여, 품질보증 

요원이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독립되었는지 여부를 확

인한다.

4. 제출된 자료의 검토, 신청자와의 회의, 품질보증계획 및 발전소업무의 적합성 검

토 (직원의 실적 및 역량 포함) 및 KINS의 선행 원전 심‧검사 자료 검토를 통하

여 신청자가 품질보증 책임사항을 실행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5. 프로그램 약속사항과 이를 이행하는 방안‧조직 편성 및 품질보증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역량 등이 만족되면 IV항에 기술된 대로 적합판정 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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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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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원자력발전소명 및 호기번호)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예비

안전성분석보고서 제17장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기술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 및 평

가 결과에 근거하여, 검토조직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품질보증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및 요원은, 비용이나 공정에 대하여 직접적

인 책임을 가지는 조직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품질보증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받았다.

2. 품질보증계획에 요건‧절차 및 관리방안이 기술되어 있으며, 이들이 적절히 

수행될 경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내지 제85조의 

요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의 요건, 10 CFR 50.34(f)(3)(ii) 및 (iii) 요건, 심사지침 

17.1절의 허용기준 및 관련 규제지침이 충족된다.

규제지침 제목      개정 및 일자

(검토자는 신청자가 약속한 규제지침의 표를 작성한다)

신청자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개요가 프로그램의 더욱 중요한 측면을 부각

시키면서 기술된다.

3. 품질보증계획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적용된다.

따라서, 검토자는 신청자가 기술한 품질보증계획이 원자력법령과 적용 규제기준 

및 산업표준을 충족하며, (신청자가 신청한 적용대상을 명시) 건설단계에 이행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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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7.2절 운전단계 품질보증

 검토주관 :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이하 ‘신청자’라고 함)가 ‘원자력안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

에 의거하여 운영허가신청서 첨부문서로 제출하는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제17장 품질보증에 관한 기술내용’(이하 ‘신청자의 품질보증

계획’이라 함)을 검토 및 평가한다.

본 절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

영에 관한 품질보증)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7호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제3조(세부요건) 제1호에서 발전용원자로의 운영에 적용하도

록 고시한 KEPIC/QAP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을 근간으로 작성된 신청자의 품질보증

계획을 검토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검토범위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 (예, 

설계, 건설, 구매, 건조, 건설, 취급, 출하, 보관, 청정, 조립, 설치, 검사 및 시험)에 적

용되는 품질보증 관리방안이다.

이 절은 검토자에게 KEPIC/QAP를 근간으로 품질보증계획을 검토하는 지침을 제시

한다. 검토를 통하여 제출된 품질보증계획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자가 운영허가 신청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품질보증 특정기술주제보고

서를 참조문서로 인용하면 참조된 품질보증계획은 신청 당시 유효한 심사지침서 및 

규제지침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재검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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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단계에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약속사항이 운영

단계에도 계속되는 경우(즉, 건설 잔여 설계 및 건설 업무와 가동전시험 프로그램 또

는 운전단계에 수행하여야 하는 보수 및 개조)를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가 원할 경우, 설계 및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을 변경한 후 이를 운전에 관

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하여 검토‧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

며, 이 때 검토자는 수정된 부분만을 검토한다.

기준별 주요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가. 신청자의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조직에 대해, 조직 간의 상호관

계, 책임과 권한의 범위에 대한 기술내용 및 조직도

나. 품질보증 기능을 수행하는 요원의 권한과 조직도에서의 위치, 사업수행 조

직으로부터의 독립성의 정도

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절한 이행을 보증하는 조직의 명시

2. 품질보증계획

가. 품질보증계획의 적용범위

나. 품질보증계획의 정의의 적절성을 보증하는 규정

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절한 이행을 보증하는 규정

라. 각 요원의 자격인정의 적합성을 보증하는 규정

3. 설계관리

가. 설계활동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의 범위

나. 설계담당 부서(또는 계약자)의 조직구조(계약구조)‧업무 및 책임

다. 설계업무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정

라. 설계공유영역(Design Interface)에 대한 규정

마. 설계문서의 기술적인 타당성을 입증 또는 점검하는 규정

바. 설계변경사항을 관리하는 규정

4. 구매문서관리

가. 구매문서에 해당 규제요건‧기술요건 및 품질보증계획 요건이 포함되어 있

거나 참조됨을 보증하는 규정

나. 구매문서의 검토 및 승인 규정

5.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

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문서화된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으로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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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따라 수행됨을 보증하는 규정

나.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에 정성적 또는 정량적인 판정기준을 포함시키는 규정

6. 문서관리

가. 문서(변경사항 포함)의 적합성이 검토되고,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해 발행

이 승인되며, 해당 업무가 수행되는 현장에 배포되고 사용됨을 보증하는 

규정

나. 폐기되었거나 교체된 문서가 부주의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정

7. 구매 품목 및 용역의 관리

가. 구매 자재‧부품 및 기기(이하 ‘품목’이라 함) 및 용역의 공급자 평가 및 선

정

나. 구매 품목 및 용역의 품질 적합성 평가 규정

다. 품목이 건설현장에 설치 또는 사용되기 전에 구매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하는 문서가 현장에 확보됨을 보증하는 규정

8. 품목의 식별 및 관리

가. 품목의 식별 및 관리 규정

나.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는 품목이 사용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규정

9. 특수작업의 관리

가. 용접‧열처리‧비파괴시험 및 화학세정과 같은 특수작업의 적합성을 보증하는 

규정

나. 특수작업이 자격이 인정된 요원에 의하여, 승인된 절차서 및 장비를 사용

하여 수행됨을 보증하는 규정

10. 검사

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과 업무에 대한 검사규정

나. 검사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그룹의 책임사항과 자격인정

다. 검사절차서에 명시하여야 할 선행조건 및 검사결과를 문서화하고 평가하는 

규정

라. 검사요원의 자격인정 프로그램

11. 시험관리

가.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만족스럽게 가동될 것임을 보증하기 위한 시험에 

관한 규정

나. 시험절차서에 명시하여야 할 선행조건 및 시험결과를 문서화하고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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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규정

다. 시험요원의 자격인정 프로그램

12. 측정 및 시험 장비의 관리

공구‧계기‧계측기 등의 측정 및 시험 장비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적절히 식별‧관리‧교정 및 조정됨을 보증하는 규정

13. 취급‧저장 및 운송

온도나 습도 등의 환경조건에 의한 손상‧망실 또는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품목이 작업 및 검사지시서에 따라 취급‧저장‧출하‧세정 및 보존되도록 관리하

는 규정

14. 검사‧시험 및 운전 상태

품목이 검사‧시험 전에 부주의하게 사용되거나, 품목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목에 검사‧시험 및 운전 상태를 표시하는 규정

15. 부적합 품목의 관리

부적합한 자재‧부품 또는 기기의 사용이나 처리를 관리하는 규정

16. 시정조치

품목의 품질을 저해하는 상태가 즉시 식별되어 시정되고, 동일 또는 유사한 품

질저해 상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짐을 보증하는 규정

17. 품질보증기록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증빙기록을 식별‧보관‧검색 및 보존하기 위한 

규정

18. 감사

가. 품질보증계획의 모든 내용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보증계획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사를 수행하는 규정

나. 감사수행, 감사결과 문서화 및 검토, 감사결과를 검토‧평가하는 경영층 지

정 등에 대한 책임사항과 절차

다. 안전에 중요한 운영업무에 대하여 운영조직과는 독립적인 조직에 의한 감

사 규정

검토연계분야

   1. 이 심사지침의 심사업무분장에 따라, 각 분야 검토주관 부서는 ‘품질보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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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이 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목록’(이하 ‘QA목록’이라 함)을 검토

하여, QA목록에 품목을 추가하거나 QA목록을 확정한다.

2. 기계재료분야 및 계통성능분야 검토주관부서는 나사체결이음부의 완전성을 보증

하는 방안의 적합성에 대한 세부검토를 수행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1.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2항에는 신청자가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최

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운영허가 첨부문서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는 신청자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품질보

증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5조 제4항에는 원자력

안전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서에 ‘1. 품질보증체제의 조

직’, ‘2. 품질보증계획’, ‘3. 설계관리’ 등 18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계통 및 기기를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

계‧제작‧설치‧시험 및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제1항에는 원자력안전법 제11조

제4호(법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제4호(원자력법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

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을 위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68

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동 기술기준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요건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

용에 관한 지침” 별표1에는 품질보증분야의 기준은 KEPIC/QAP 2000년판으로, 참

조기준은 ASME/NQA-1 1994 edition + 1995 addenda로 규정되어 있다.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7호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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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제3조에는 발전용원자로 운영 단계에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68조 내지 제85조에 대한 세부요건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로 적

용을 고시한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의 원자력품질보증기준(QAP) 또는 이

와 동등한 기준 및 ANSI/ANS3.2-1994"로 규정되어 있다.

신청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에 의거하여 운영단계에 적용할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청자 품질보증계획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로, 필요 시 계약자 품질보증계획은 동 규정에 의한 최종안전

성분석보고서에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내용은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내지 85조에 규정된 18개 기준의 준수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허용기준은 신청자가 관계법규나 규제지침을 준수한다는 약속사

항을 포함하며, 이러한 약속에 의하여 관계법규나 규제지침의 내용이 품질보증계획

의 기술내용 및 요건에 포함된다. 허용기준의 면제나 대안은 신청자가 적절한 타당

성을 제시하고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가 이를 검토하여 법적요건을 만족한다고 판

단하면 적용 가능하다. 신청자의 품질보증계획 기술내용이 기술기준 요건을 만족하

거나 제공된 대안이나 면제사항이 적절하다고 판정되었을 때, 해당 품질보증계획은 

법적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검토 시에는 요건준수에 대한 약속사항과 

그 약속사항의 이행방안이 객관적이며 검사가 가능한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규명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내지 85조의 18개 기준별로 아

래에 열거된 세부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해당기준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안전심사

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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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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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17.2.1)

1.가.1 신청자가 총괄 품질보증계획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를 이행한다.

1.가.2 신청자가 품질보증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다른 업

체에 위임한 사항이 명시되고 위임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1.가.3 신청자 품질보증계획의 대부분이 위임되는 경우,

(1) 총괄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이행되는지가 기술되어 있

다. 경영자의 감독 범위가 서술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러한 기능을 수

행하는 요원의 지위, 자격 및 수효를 정하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2) 신청자는 위임받은 업체의 업무수행 내용을 평가한다(빈도 및 방법이 

기술된다 - 연 1회 또는 개별요소에 대한 다른 평가가 별도로 수행 될 

경우에는 보다 긴 주기도 허용가능하다)

(3) 해당업무가 수행되기 전에, 위임된 업무의 품질보증 책임을 맡는 신청

자조직 내부의 자격인정 된 개인 또는 조직이 지정되어 있다.

1.가.4 조직도에는 품질보증계획에 입각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현장" 및 "외

부" 단위조직(설계, 엔지니어링, 구매, 제작, 건설, 검사, 시험, 계장, 핵공학, 

운전, 정비 등)이 들어있고 책임계통이 분명하며, 검사요원을 포함한 품질보

증조직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기술되어 있다.

1.가.5 신청자의 조직도에 표시된 단위조직별 품질보증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1.나.1 신청자의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는 경영자의 

직위(일반적으로 이 직위는 품질보증부서장임)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직위

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수행에 직접적인 책임을 갖는 조직(엔지니

어링, 구매, 건설, 운전 등)의 최상위직과 동등하거나 보다 높은 직위이

며 비용과 공정으로 부터 충분히 독립되어 있다.

(2) 다른 고위 경영층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체계가 확보되어 있다.

(3) 품질보증계획서의 승인책임을 진다.

(4) 품질보증 관련사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과 무관한 다른 임

무나 책임을 맡지 않는다.

1.나.2 정해진 요건 만족여부 확인(설계는 제외, 참조: 3.마.2)은 확인대상 업무수행

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품질보증 조직 내의 개인이나 그룹에 의해 수행되

거나, 품질보증개념과 관행에 대한 교육을 받아 자격인정 되고 확인대상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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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조직과는 독립적인 개인이나 그룹에 의해 수행된

다.

1.나.3 품질보증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그룹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능

력이 보증될 수 있도록 경영층과 직접 접촉할 수 있다.

(1) 품질관련 문제점의 식별

(2) 지정된 경로를 통하여 해결책 제시‧건의 또는 제공

(3) 해결책의 이행 확인

위와 같은 권한을 갖는 요원과 그룹이 명시되고 이러한 업무를 이행하는 방

법이 기술되어 있다.

1.나.4 (1) 품질보증요원은 비용과 공정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으로부터 충분히 독

립된 자로서, 부적합한 작업을 중지시키고, 부적합 품목의 공정진행, 

납품 또는 설치를 통제하는 문서로 기술된 책임을 보유한다.

(2) 작업 중지 권한을 갖는 조직도 상의 직위가 지정되어 있다.

1.나.5 품질보증 요원과 다른 부서 (엔지니어링, 구매, 제작 등) 요원과의 견해차이

로부터 발생되는 논쟁의 해결을 위한 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1.나.6 지정된 품질보증 책임자가 안전에 중요한 발전소 일일업무에 참여한다. (즉, 

품질보증조직이 일일 발전소 작업 일정 및 현황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

여 발전소 전체의 일일 작업현황을 파악하고, 절차 및 검사관리, 합격기준, 

품질보증요원 배치 및 필요한 자격인정 등 품질보증의 활동범위가 적절함을 

보증한다)

1.다.1 품질보증계획의 이행과 관련된 방침(품질방침)이 문서화되어 있고, 품질방침

을 필수요건으로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품질방침은 사장 또는 부사장

에 의해 수립된다.

1.다.2 직위에 대한 기술내용(‘1.나.1’ 참조)에는 총괄 품질보증계획의 정의‧감독 

및 효율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 자가 그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보유함을 보증한다. 이 직위는 비용 및 공정으로부

터 충분히 독립되어 있다. 이 직위자의 자격요건이 직무 기술내용에 규정되

어 있고 여기에는 아래의 전제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1) 부서장 직위 근무를 통한 관리경험

(2) 품질보증 법령‧방침‧관행 및 표준에 대한 지식

(3) 품질보증 실무경험 또는 원자로 설계‧건설‧운영 또는 이와 유사한 고급 



제17.2절                                                     개정 4 - 2014. 12- 9 -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품질보증과 관련된 실무경험

품질보증부서장의 자격요건은 최소한 ANSI/ANS-3.1-1993, "Selection and 

Training of Nuclear Power Plant Personnel"의  4.4.5항의 기술내용과 동등

하다.

1.다.3 발전소 품질보증계획을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을 가진 현장 관리자가 적절한 

조직도상의 직위로 명시되고 품질보증계획의 적절한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조직의 직위‧책임 및 권한을 보유한다. 이 직위 보직자는 발전소에서 

품질보증계획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임무 이외의 다른 임무는 맡지 않는다.

2. 품질보증계획 (17.2.2)

2.가.1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은 최소한 연료장전 90일 전에 수립되어 이행된다

는 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2.가.2 품질보증계획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영

향을 주는 업무에는 품질보증계획을 적용한다는 약속. 품질보증계획을 

적용하는 구조물‧계통‧기기 및 관련 소모품이 안전성분석보고서 3.2.2절

의 품질보증목록에 기술되어 있다. 품질보증목록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5호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

정”에 규정된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비안전등급 시설 중 내

진범주 II 구조물 및 기기의 구조적 건전성 유지와 관련된 행거 또는 

지지물, 동력 변환 및 전력생산설비 중 발전정지 유발기기 및 비상운

전 절차와 관련되는 주요 설비가 포함되어 있다 (안전에 중요한 전기

기기는 10 CFR 50.49, 안전에 중요한 사고감시설비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97 참조).

(2)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관리 및 사용에 품질보증계획을 적용한다는 약속

과 이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의 적용방법

(3) 안전성분석보고서의 9.5.1절의 화재방호계통을 품질보증계획 적용대상

으로 명시하거나 화재방호에 대한 별도의 품질보증 관리내용을 명시

(4) 특수한 장비‧환경조건‧기량 또는 공정을 충분히 제공한다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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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안전등급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하여는 이 절

의 검토기준 18개 분야에 대한 기술내용이 모두 포함된 경우 II의 6에 명

시된 세부내용(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의 원자력품질보증기준(QAP) 또

는 이와 동등한 기준) 중 일부는 면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는 

그 기술내용이 안전등급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상

응하게 품질보증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RG 

1.155 참조).

(6)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의 품질보증을 RG 1.143, Regulatory Position C.6

에 따라 관리한다는 약속

(7)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의 품질보증을 RG 1.97 (Table 1, 5. 품질보증)에 

따라 관리한다는 약속

(8) ATWS 설비의 품질보증을 Generic Letter(이하 “GL") 85-06 (참고자료 

37)에 제시된 지침에 따라 관리한다는 약속

(9)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약속사항(즉, 건설 잔여 설계 및 건설 업무와 

가동전시험 프로그램 또는 이에 대한 대안)이 운영단계에도 계속된다

는 약속사항의 기술되어 있다.

(10)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원자로규칙) 제54조의 요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의 훈련 및 자격인정을 수행한다는 약속

2.가.3 회사의 품질보증 방침에 대한 요약이 기술되어 있다.

2.나.1 (1) 품질보증계획을 이행하는데 요구되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절차가 품질

보증계획의 기술내용 및 회사방침과 부합하고, 적절히 문서화되어 관

리되며, 책임 경영자(통상 사장 또는 부사장)가 서명한 방침성명서 또

는 이와 동등한 문서를 통하여 필수요건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이 수립

되어 있다.

(2) 품질보증부서는 이러한 품질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문서화한다.

(3) 방침성명서의 관리 책임을 보유하는 조직도상의 그룹이나 요원이 명시

되어야 한다.

(4) 품질에 영향을 주는 계약자의 절차규정은 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작

업이 착수되기 전에 신청자에게 제출되어 검토되고, 문서로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나.2 기 승인된 품질보증계획서 중 품질보증 조직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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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규정과 기 승인된 품질보증

계획서의 품질보증 조직 이외의 사항은 변경 후 20일 이내에, 안전성분석보

고서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 후 6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

회에 신고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나.3 신청자가 Subsection VI에 나열된 규제지침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제9조, 원

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

용에 관한 지침”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7호 “원자로시설의 품

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를 준수한다는 약속. KEPIC/MN(1, 2, 3 등급)

또는 ASME Code Section III(Class 1, 2, and 3)가 적용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기준의 품질보증요건을 적용한다.

대안이나 예외 사항은 명확히 구분되고 타당성에 관한 자료가 신청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일 또는 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이행

된 업무에 적용된 품질보증계획이 언급되어야 한다.

비록 RG 1.26과 1.29에 대한 심사책임은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및 구조부

지분야 담당부서에 분장되어 있으나(안전심사지침 3.2.1절 및 3.2.2절), 이들 

지침에 기술된 각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이 적절한지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절의 검토에서 위 지침들을 허용기준으로 사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의 품질보증계획 정의 단계에 상세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적용될 품질

보증 관리방안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품질보증조직과 해당 기술담당조직이 

참여한다. 이 작업에는 특정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이들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에 따라 품질보증기준에 규정된 설계, 구매, 문서관리, 

검사, 시험, 특수공정, 기록, 감사 등의 품질보증 활동을 차등화 하는 것이 

포함된다.

2.나.4 Ⅴ항(Subsection Ⅵ)에 수록된 RG 목록, Generic Design Criterion 1, 10 CFR 

Part 50, §§ 50.55a, 50.54(a) 및 품질보증기준의 각 요건을 반영한 기존 

또는 추후 작성할 품질보증절차서가 명시되어 있다. 

2.나.5 제출된 품질보증계획서에 원자로규칙의 규제조항과 Ⅴ항(Subsection Ⅵ)에 

수록된 RG가 어떤 방법으로 적절히 이행될지를 강조하여 그 내용이 기술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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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 품질보증조직의 상위 또는 외부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품질보증계획의 범위, 

현황, 적절성 및 품질보증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이 방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 보고서, 회의 또는 감사를 통하여 품질보증계획 현황을 자주 파악한다.

(2) 사전에 문서로 연간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며, 시정조치사항을 도

출하여 추적한다.

2.라 교육훈련 및 자격인정 프로그램이 아래와 같이 수립되어 있다.

(1)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가진 직원을 대상으로 품

질보증계획서, 절차서 및 지시서의 목적, 범위 및 이행방법을 교육시킨

다.

(2)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확인하는 요원을 대상으로 확인대상 업

무의 원리, 기법 및 요건을 교육시키고 자격을 부여한다.

(3) 정규 훈련 및 자격인정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에는 목적, 프로그램 내

용, 참석자 및 참석일자가 문서화된다.

(4)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수행 요원과 작업 확인요원에 대해서는 숙

련시험을 시행하고, 이들이 적절히 교육되고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결

정하기 위한 합격기준이 개발된다.

(5) 자격인증서에는 (i)자격을 인정받은 요원이 수행하는 기능과 (ii)기능별 

자격인정 합격기준이 명확히 기록된다. 

(6)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과 이를 확인하는 요원의 

실력은 관리자 또는 훈련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 재훈련‧재시험 및 인

증갱신을 통하여 유지된다.

(7) 상기 프로그램에 규정된 내용이 RG 1.58을 충족한다.

3. 설계관리 (17.2.3)

3.가 적용 규제요건과 설계근거를 설계‧구매 및 절차 문서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을 포함한 설계문서의 작성 및 검토와 관련된 설계 업무가 설계관리 프로

그램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동 범위에 노물리‧내진‧응력‧열수력‧방사능‧안
전성분석보고서(SAR) 사고분석 등의 현장설계 엔지니어링, 관련 전산프로그

램, 재료 적합성, 가동중시험‧정비‧보수를 위한 접근성, 품질표준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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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나. 계통설명서, 설계 자료 및 기준, 설계도면, 설계해석, 전산 프로그램, 시방

서, 절차서 등의 설계 문서를 작성‧검토‧승인‧검증하기 위한 조직의 책임사항

이 기술되어 있다.

3.다.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인된 설

계문서(전산코드와 같은 설계방법을 포함한다)의 오류나 미비점이 문서화되

며, 모든 오류와 미비점이 시정됨을 보증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진다.

3.다.2 규정된 품질표준과의 불일치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관리함을 보증하는 절차

가 수립되어 있다.

3.라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공간적으로, 기능적으로, 그리고 공정 및 환경에 부

합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설계 공유영역을 포함한 문서를 검토‧승인‧발행‧배
포 및 개정하는데 필요한 내‧외부 조직 간의 설계공유영역 관리방안과 절차

서 및 참여 설계조직 간의 의사소통 체계와 기술규정 이행체계가 확립되어 

기술되어 있다.

3.마.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치수정확성 및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요구하

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3.마.2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절차서에 따라 작성‧검토 및 승인되고, 검사 및 시험요

건‧합격기준‧검사 및 시험결과의 문서화범위 등과 같은 필수적인 품질보증요

건을 포함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품질보증조직에 의해 

검토되어야 함을 명시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3.마.3 설계확인의 방법(설계검토‧대체계산 또는 시험)을 결정하기 위한 지침이나 

기준이 수립되어 있다.

3.마.4 아래 사항을 보증하는 설계확인 업무에 관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1) 확인자는 자격이 인정되고 설계를 직접 책임지지 않는다. 즉 확인자는 

설계수행자나 그의 직상위자(감독자)가 아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

에서는 감독자가 설계확인을 수행할 수 있다.

(가) 감독자만이 기술적으로 자격이 인정되었고,

(나) 사전에 각 설계확인 마다 그 필요성이 문서화되어 차 상위관리자

에 의해 승인되며,

(다) 감독자를 확인자로 활용하는 빈도와 효율성에 대한 품질감사를 

통하여 그 남용을 막을 수 있다.

(2) 설계확인은, 견본이나 시제품으로 인정시험을 행하는 것이 아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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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출력문서를 구매, 제작, 건설 또는 다른 설계 작업에 사용하기 위

하여 다른 조직에 배포하기 전에 완료된다. 시기적으로 이것이 불가능

하여 설계확인을 연기할 경우에는 그 타당성이 문서화되고, 설계출력

문서의 미확인된 부분과 미확인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모든 설계출

력문서가 적절히 식별되어 관리된다. 설계나 설계변경과 관련된 발전

소 현장의 해당 업무는 설계확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변경작업을 되돌

릴 수 없는 (즉, 대부분을 파괴하거나 재작업해야 하는) 공정 이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설계확인은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이전에 완료된다.

(3) 설계문서에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약속사항을 반영하는 절차 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다. 이 관리방안에 의해 (i)내부의 전문분야별로 또는 여러 

조직이 참여하는 팀에 의해 정규 설계확인을 받는 문서와 (ii)확인요원

(요원 인증은 서명과 일자가 문서화되면 적합하다)에 의해 검토될 문서

가 구분된다. 절차관리의 대상이 되는 설계문서에는 최소한 시방서‧계
산서‧전산프로그램‧계통설명서‧설계문서로서의 안전성분석보고서‧계통도‧
배관 및 계기도표‧제어논리도‧주요설비의 구조계통전력단선도‧발전소 배

치도 및 기기 위치도를 포함한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 독특성이나 특

수한 설계 고려사항이 수반되면 전문화된 검토가 수행된다.

(4) 절차서에 확인자의 책임사항, 확인대상 분야와 특성, 확인대상에 적합

한 고려사항 및 문서화하는 정도가 기술되어 있다.

3.마.5 확인방법이 시험 만에 의한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1) 어떤 경우에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절차서에 제시

된다.

(2) 견본‧기기 또는 특성 시험은 발전소에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또는 설

치를 철회할 수 없는 시점 전에 가능한 일찍 수행된다.

(3) 시험에 의한 확인은 분석으로 결정된 최악의 설계조건을 모사한 상태

에서 수행된다.

3.마.6 입증된 전산코드가 사용되도록 인가되고 그것의 사용이 명시되었음을 보증

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인허가업무 지원에 안전 분석 전산코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자로운영자는 코드확인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해당 코드의 신뢰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코드확인 정보에는 계산결과와 (i)



제17.2절                                                     개정 4 - 2014. 12- 15 -

실험데이터, (ii)발전소 운전 데이터, 또는 (iii)다른 기준 데이터와의 비교자

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3.바.1 현장변경을 포함한 설계변경과 시방서 변경은 최초의 설계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설계관리 대상이 된다.

3.바.2 설계관리 규정에 대한 기술내용은 RG 1.64의 기준을 만족한다.

4. 구매문서관리 (17.2.4) 

4.가.1 구매문서에 품질요건이 정확히 기술되어 검사와 관리가 가능하고, 적절한 

합부판정기준이 명시되었으며, 구매문서가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작성, 검

토,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구매문서검토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구

매문서에는 계약업체와 그 하도급자가 구매품목이나 용역에 합당한 품질보

증계획서를 제출하는 요건이 포함된다.  품질보증 관행 및 개념에 대하여 

훈련을 받아 자격을 갖춘 독립적인 요원이 구매문서를 검토하여 구매문서에 

기술된 품질요건이 적절하다는데 동의하였음이 문서화된다.

4.가.2 구매문서에 적용 규제‧기술‧행정‧보고 요건, 도면, 시방서, 기준 및 산업표준, 

시험 및 검사요건과 공급자가 준수하여야 할 특수공정지시서가 명시됨을 보

증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4.나.1 아래 사항에 대한 조직의 책임사항과 품질보증조직이 관여하는 사항이 기술

되어 있다. 

(1) 구매기획

(2) 구매문서의 작성, 검토, 승인 및 관리

(3) 공급자 선정

(4) 입찰서 평가

(5)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 착수 전에 공급자 품질보증계획 검토 및 동의

4.나.2 상기의 구매문서 관리규정에 대한 기술내용이 RG 1.123의 규제지침을 만족

한다.

5.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 (17.2.5)

5.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문서화된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에 규정되어 

이에 따라 이행됨을 보증하기 위한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5.나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에, 중요한 업무가 만족스럽게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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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정량적(치수, 공차, 운전제한사항 등) 또는 정성적(작업기량 표본 

등) 합격기준이 포함됨을 보증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6. 문서관리 (17.2.6)

6.가.1 문서관리계획의 범위가 기술되어 있고 관리대상 문서의 유형이 규정되어 있

다.  관리대상 문서에는 최소한 다음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1) 전산코드 관련문서를 포함한 설계문서 (예; 계산서‧도면‧시방서‧해석서)

(2) 구매문서

(3) 제작‧건설‧개조‧설치‧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위한 지시서 및 절차서

(4) 준공문서

(5)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매뉴얼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서

(6) 특정기술주제보고서

(7) 안전성분석보고서

(8) 부적합보고서

6.가.2 문서가 기술적 적합하고 문서에 적절한 품질요건이 명시됨을 보증하는 문서

의 검토‧승인‧발행 및 변경에 관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품질보증조직이나, 

문서 작성자가 아니면서 품질보증 분야에 자격이 인정된 요원이 이들 문서

를 품질보증 측면에서 검토하고 동의한다.

6.가.3 문서의 변경사항이, 최초 검토와 승인을 수행한 조직, 또는 신청자가 위임한 

다른 자격인정 된 책임조직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는지를 보증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6.가.4 문서가 업무 수행 장소에 작업 착수 전에 배포됨을 보증하는 절차가 수립되

어 있다.

6.나.1 폐기되거나 대체된 문서가 적기에 작업장에서 제거되고 적용될 개정문서로 

대체됨을 보증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6.나.2 지시서‧절차서‧시방서‧도면 및 구매문서의 최신 개정판을 확인할 수 있는 종

합목록이나 이와 동등한 문서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종합목록은 항상 

갱신되어 지정된 책임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6.다 준공도면과 관련문서에 실제 발전소 설계내용이 적시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공도면과 관련문서 작성에 사용될 절차가 확립되어 기술되어 있다.

6.라 정비‧개조 및 검사 절차서는 품질보증 개념을 갖춘 자격인정된 요원 (통상 

품질보증조직의 요원)에 의해 검토되어, 다음 사항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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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의 필요성‧검사요원의 식별 및 검사결과의 문서화

(2) 요구되는 검사의 요건, 방법 및 합격기준의 명시

7. 구매 자재‧장비 및 용역의 관리 (17.2.7)

7.가.1 설계, 구매 및 품질보증 조직 간의 업무공유영역을 포함한 구매 ‘자재‧장비 

및 용역’(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7.가.2 품목이 구매요구서의 요건에 부합됨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작, 검사, 시험 

및 출하 과정에 공급자 업무의 확인이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품질보증조직

의 참여하에 계획되어 수행된다. 이 절차서에는 구매방법에 따라 아래 사항

이 명시되어 있다.

(1) 입회‧검사 또는 확인을 통하여 수락되어야 할 특성 또는 공정, 감독방

법 및 요구되는 문서화 범위, 절차서 이행 책임자

(2) 공급자가 품질요건을 준수함을 보증하기 위한 감사‧감독 또는 검사

7.가.3 공급자선정내용이 문서화되어 편철된다.

7.가.4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예비품이나 교체품의 구매는 현재의 

품질보증계획의 관리규정, 기준 및 표준, 그리고 원래의 기술적 요건과 동등

하거나 그 이상의 기술적 요건 또는 결함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기

술적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7.나.1 아래사항을 보증하기 위하여 인수검사가 수행된다.

(1) 품목이 적절히 식별되고, 구매문서 및 인수문서의 식별과 일치한다.

(2) 품목과 그 인수기록이 설치 또는 사용 전에 검사지시서를 만족한다.

(3) 규정된 검사‧시험 및 기타 기록(품목이 명시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증

명하는 확인서 등)이 설치 또는 사용 전에 원자력발전소에 비치된다.

7.나.2 인수 후 불출된 품목이, 관리되는 저장소로 이동되거나 설치 또는 후속작업

을 위해 불출되기 전에, 그 검사상태가 식별된다.

7.나.3 공급자는 아래 기록을 구매자에게 제출한다.

(1) 구매품목이 무엇이며, 그 품목이 어떤 구매요건(코드, 기준 및 시방서 

등)을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문서

(2) 구매요건 중 만족되지 않은 사항이 기재된 문서

(3) 구매요건에 부적합하여 “현상태사용” 또는 “보수”로 조치된 부적

합사항에 대한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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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의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이러한 문서의 검토 및 승인 규정이 기술되어

야 한다.

7.나.4 원자력용도에 맞는 적절한 품질보증 관리규정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용재고품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합격품목임을 보증하는데 요구되는 특수 

품질확인 요건이 수립되어 기술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수 품질확인요건은 

GL 89-02[39] 및 91-05[40]에 포함되어 있다.

7.나.5 공급자 일치보증서는 그 유효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감사, 독립적인 검사, 또

는 시험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되고, 그 결과가 문서화된다.

7.나.6 상기 구매관리 규정의 기술내용은 RG 1.38 및 1.123을 만족한다.

8. 자재‧부품 및 기기의 식별과 관리 (17.2.8)

8.가 자재(소모품 포함)‧부품‧기기 및 부분적으로 조립된 반조립품의 식별관리를 

위한 규정이 수립되고 기술되었으며, 여기에 조직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

8.나.1 품목의 사용오류 또는 결함 품목의 사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각 품목이나 

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록에 식별이 유지되도록 보증하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다.

8.나.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기능에 중요한 자재 및 부품의 식별

은 도면, 시방서, 구매주문서, 제작 및 검사문서, 불일치 보고서, 물리적‧화학

적 제조공장시험보고서 등의 적절한 문서로 추적이 가능하다.

8.나.3 자재, 부품 및 기기가 제작, 조립, 출하 및 설치를 위하여 출고되기 전에 그 

식별의 정확성이 확인되고, 문서화 된다.

9. 특수공정의 관리 (17.2.9)

9.가.1 특수공정으로 관리할 공정을 결정하는 기준이 기술되어 있다. 특수공정은 

일반적으로, 직접검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공정을 

말하며, 이러한 공정은 가능한 모두 나열되어야 한다. 특수공정의 예에는 용

접, 열처리, 비파괴시험(NDT), 화학세정 등이 있다.

9.가.2 특수공정‧장비 및 요원의 인정에 대한 품질보증조직의 책임사항을 포함한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9.나.1 특수공정과 관련된 절차서‧장비 및 요원은 인정되고 적용 기준‧표준‧품질보증

절차서 및 시방서를 만족한다. 인정이 만족스럽게 수행됨을 보증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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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품질보증조직이 인정업무에 관여한다.

9.나.2 특수공정이 인정된 절차서‧장비 및 요원을 활용하여 만족스럽게 수행되었다

는 증거를 기록하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다.

9.나.3 특수공정 관련 절차서‧장비 및 요원의 인정기록은 최신상태로 편철 및 유지

된다.

10. 검사 (17.2.10)

10.가 기술된 검사 프로그램의 범위가 효율적인 검사 프로그램이 수립되었음을 보

여준다. 프로그램 절차규정에는 검사장비의 정확도 요건을 결정하는 기준, 

검사수행 시기 및 검사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상기 기능에 

품질보증조직이 참여한다.

10.나.1 검사를 수행하는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검사원은 검사대상 업

무를 수행하였거나 이를 직접 감독한 자가 아니며, 검사대상 업무에 직접적

인 책임이 있는 감독자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는다. 검사원이 품질보증조직

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품질보증조직에 의해 검사절차서, 자격인정기준, 

비용‧공정 등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이 업무 개시 전에 검토되

어 수락되어야 한다.

10.나.2 검사원(비파괴검사원 포함)의 인정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있고, 검사원의 인

정기록과 인증서는 갱신된다.

10.다.1 검사절차서‧지시서 또는 점검표에는 다음 사항이 제시된다.

(1) 검사대상 업무와 특성 식별

(2) 검사방법 서술

(3) ‘10.나.1’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그룹

의 지정

(4)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기준

(5) 요구되는 절차서‧도면 및 시방서와 그 개정번호의 식별

(6) 검사원(또는 자료기록자)과 검사공정 결과의 기록

(7) 필요한 측정 및 시험장비와 그 정확도 요건의 명시

10.다.2 지정된 검사원에 의해 검사를 받기 전에는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필수검사점을 적절한 문서에 명시하는 절차규정이 수립되어 기술되었다.

10.다.3 검사결과는 문서화되어 평가되며, 책임을 가진 요원이나 그룹에 의해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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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가 결정된다.

10.라 발전소 정상운전에 수반되는 정상정비, 감시, 시험 등에 대한 검사가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거나 직접 감독하지 않은 동일 조직 내의 요원에 의해 수행

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

(1) 작업에 압력경계품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기능시험을 통해 품질

이 증명되어야 한다.

(2) 검사 전에 요원의 인정기준이 품질보증 조직에 의해 검토되어 수락되

어야 한다.

11. 시험관리 (17.2.11)

11.가 시험관리 프로그램의 범위에 관한 서술내용에, 설치 및 가동전시험 전의 입

증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시험 프로그램이 

수립됨을 보여준다. 프로그램 절차규정에는 시험장비의 정확도 요건을 결정

하는 기준, 시험이 언제 요구되며, 언제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이 설정되어 있다.

11.나 시험 절차서 또는 지시서에는 아래 사항이 요구된다.

(1) 적용 설계 및 구매 문서에 포함된 요건과 합격범위

(2) 시험방법 서술

(3) 교정된 계기를 포함한 적절한 시험 장비와 그 정확도 요건, 시험할 품목의 

완결성, 적절히 관리된 환경조건, 자료수집 및 보관을 위한 규정 등의 

시험 선결조건

(4) (요구에 따라) 발주자, 계약자, 또는 검사원이 입회하는 필수검사점

(5)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기준

(6) 시험자료와 결과의 문서화 또는 기록 방법

(7) 시험 선결조건이 충족됨을 보증하는 규정

11.다 시험결과는 문서화되어 평가되며, 책임을 가진 요원이나 그룹에 의해 그 합

격여부가 결정된다.

1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17.2.12)

12.가 측정 및 시험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적용범위가 기술되어 있고, 

관리대상 장비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 이러한 정보는 효율적인 교정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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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 수립되었음을 나타낸다.

12.나 교정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이행하며, 그 유효성을 보증하는 품질보증 및 기

타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12.다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측정‧검사‧감시에 사용되는 측정 및 시험장비(계기, 

공구, 게이지, 고정구, 기준 및 환산표준, 비파괴시험장비)의 교정(기법 및 

주기),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절차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규정의 

검토 및 문서상 동의 규정이 기술되어 있고 그 책임 조직이 명시되어 있다.

12.라 측정 및 시험장비가 식별되고, 교정시험 자료가 추적될 수 있다.

12.마 측정 및 시험장비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한, 표지 또는 딱지를 부착하

여 다음 교정기일이 표시된다. “다른 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방법이 

기술되어야 한다.

12.바 측정 및 시험장비는 요구되는 정확도, 목적, 사용 정도, 안정성 및 기타 측

정에 영향을 주는 조건에 근거하여 규정된 시간간격으로 교정 된다. 이들 

장비의 교정은 교정대상 장비에 요구되는 것보다 4배 이상의 정확도를 갖는 

표준장비와 대비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허용공차 

범위 내에서 장비가 교정됨을 보증할 수 있는 정확도를 갖는 표준장비로 교

정되며, 수락근거가 문서화되고 책임 관리자에 의해 인가된다. 이러한 역할

을 수행할 책임을 가지는 관리자가 지정되었다.

12.사 교정표준은 교정대상 표준보다는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다. 동일한 정확도

를 가진 교정표준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 표준이 요건에 부합

하고, 승인근거가 문서화되며 책임 있는 경영층에 의해 인가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경영층이 지정되어 있다.

12.아 참조 및 전환 표준은 국가공인표준으로 추적되어야 하며, 국가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교정 근거를 문서화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2.자 측정 및 시험장비가 교정범위를 벗어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이전에 수행된 

검사의 타당성 여부와 이전 교정일 이후부터 검사 또는 시험된 품목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 있다. 판정결과가 의심스러운 품목

에 대해서는 검사나 시험이 다시 수행된다.

13. 취급‧저장 및 운송 (17.2.13)

13.가 특수취급‧보존‧저장‧세정‧포장 및 운송 요건이 수립되어, 적절히 훈련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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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요원에 의해 사전 결정된 작업 및 검사 지시서에 따라 수행된다.

13.나 손상, 망실, 또는 온도나 습도와 같은 환경조건에 의한 변질을 막기 위

하여, 설계 및 구매 요건에 따라 자재‧기기 및 계통의 세정‧취급‧저장‧포장 및 

출하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13.다 화학제품, 시약, 윤활유 및 기타 소모재의 보존수명을 포함한 저장규정

이 기술되어 있다.

13.라 상기 취급‧저장 및 운송의 관리방안 기술내용은 RG 1.38의 지침을 만족

한다.

14. 검사‧시험 및 운전상태 (17.2.14)

14.가 제작‧설치 및 시험의 전 과정에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검사‧시험 및 운

전 상태를 나타내는 절차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14.나 검사 및 용접 스템프와, 꼬리표, 마킹, 라벨, 스템프 등의 상태 표지의 

부착 및 제거를 관리하는 절차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14.다 요구되는 시험‧검사 및 안전에 중요한 다른 공정의 순서변경을 관리하

는 절차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이러한 변경은 원래의 검토 및 승인 과정과 

동일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14.라 부적합‧작동불능 또는 기능불량 상태에 있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문

서화되며, 부주의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별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

할 책임을 가지는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다.

15. 부적합 자재‧부품 또는 기기 (17.2.15)

15.가 부적합 자재‧부품‧기기 및 용역(전산코드 포함)은 그 조치결정이 폐기가 

아닌 경우에는 식별‧문서화‧격리 및 검토하고 영향을 받는 조직에 통보하는 

절차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절차에는 조치 및 종결을 포함하여 부적합사항

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권한이 부여된 자가 지정된다.

15.나 부적합사항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정의하고 이행하기 위한 품질보증조

직과 관련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는 부적합품목의 조치

방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요원이나 그룹이 식별되어 있다.

15.다 부적합보고서에는 부적합품목이 식별되고, 부적합상태와 부적합사항의 

조치방안 및 검사요건이 기술되어 있으며, 조치방안을 승인하는 서명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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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부적합사항은 품목의 가동전시험 프로그램 착수 전에 시정 또는 해결

된다.

15.라 재작업‧보수 및 교체되는 품목은 원래의 검사 및 시험요건이나 다른 수

락 가능한 대안에 따라 검사 및 시험된다.

15.마 부적합보고서는 품질보증조직에 의해 주기적으로 분석되어 품질경향이 

도출되고, 중대한 결과는 상위 경영층에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보고된다.

16. 시정조치 (17.2.16)

16.가 효과적인 시정조치 프로그램이 수립되었음을 보여주는 절차규정이 수

립되어 있다. 품질보증조직은 절차를 검토하고 동의내용을 문서화한다.

16.나 부적합사항‧고장‧기능불량‧결함‧불일치‧결함 있는 자재와 장비 등의 품질

을 저해하는 상태가 확인되면 이를 즉시 문서화하고 시정조치 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품질보증조직이 관여하여 시정조치의 적합성에 동의함을 문서화

한다.

16.다 품질보증조직에 의해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확인되고 적기에 시

정조치를 종결하는 후속조치가 취해진다.

16.라 중대한 품질저해상태,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내용은 

문서화되며, 해당 관리자와 상위 관리자에게 보고되어 검토 및 평가 된다.

17. 품질보증기록 (17.2.17)

17.가 품질보증기록 관리규정의 적용범위가 기술되어 있다. 품질보증기록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재료분석‧검토‧검사‧시험 및 감사의 결과

(2) 작업수행 감독

(3) 요원‧절차서 및 장비의 인정

(4) 도면‧시방서‧구매문서‧교정절차서 및 보고서와 같은 기타문서

(5) 부적합보고서

(6) 시정조치 보고서

(7) 적절한 품질보증 관리방안이 적용될 때, 품질보증기록 관리사본의 저

장과 검색에 광디스크 문서 영상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 이 관리방

안은 GL 88-18 (Reference 38)에 명시되어 있다.



제17.2절                                                     개정 4 - 2014. 12- 24 -

17.나 품질보증기록과 관련된 업무를 정의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조

직과 기타 조직이 명시되고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17.다 검사 및 시험 기록에는 적용내용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관찰유형에 대한 설명

(2) 검사 또는 시험의 수행일자 및 결과

(3) 품질을 저해하는 상태에 대한 정보

(4) 검사자 또는 자료기록자 명시

(5) 결과를 합격 판정한 증거

(6) 유의할 불일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

17.라 기록을 저장하는데 적합한 시설이 서술되고, 그 내용이 

KEPIC/QAP-2000을 만족한다. 화재방호등급규정은, 기록저장 설비가 NFPA 

No.232 Class 1 ‘영구형기록’을 만족하고, KEPIC/QAP-2000에 포함된 2시

간 내화 요건이 다음의 3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만족될 경우, 대안도 허

용된다.

(1) NFPA No.232를 만족하는 2시간 내화 저장고

(2) NFPA No.232(Class B)를 만족하는 2시간 내화 기록용기

(3) 아래의 추가규정이 적용될 경우, NFPA No.232를 만족하는 2시간 내화 

기록실

가) 조기 화재경보장치와 상시 작동하는 중앙통제소에 전자감응장치

를 구비한 자동진화

나) 기록은 완전히 밀폐된 금속 캐비닛에 저장되어야 한다. 개방된 철

재선반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록을 시설의 바닥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시설 전 구역에 항상 기록에 접근 가능한 통로가 나있어

야 한다.

다) 기록저장 시설 내에서는 기록저장‧검색 이외의 작업(예, 기록복사, 

필름현상 및 마이크로피쉬카드의 제작 등)이 금지되어야 한다.

라) 기록저장실 전 구역에서 흡연 및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어야 한다.

마) 환기‧온도‧습도 조절장치가 방화벽을 관통하여 기록실 내부로 연결

된 때에는 연결통로내부의 표준 방화문 뎀퍼에 의해 방호되어야 

한다.

17.마 품질보증기록에 운전기록, 정비‧개조 절차서 및 관련 검사결과, 보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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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사건 기록, 및 기타 운영기술지침서에 의해 요구되는 기록이 포함된다.

17.바 위에 열거된 기록 관리규정 기술내용이 RG 1.88을 충족한다. 

18. 감사 (17.2.18)

18.가.1 절차서 및 업무가 총괄 품질보증계획을 충족함을 보증하기 위한 감사가 아

래 조직에 의해 수행된다.

(1) 품질관련 절차와 업무를 포괄적이고도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품질보증조직

(2) 공급자의 품질보증계획‧절차 및 업무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신청자 조직

18.가.2 수행될 감사, 그 빈도 및 일정을 나타내는 감사계획이 작성된다. 감사는 대

상 업무의 현황 및 안전중요도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설

계‧구매‧제작‧건설‧설치‧검사 및 시험 기간에 효과적인 품질보증활동이 보증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일찍 착수되어야 한다.

18.가.3 발전소 품질보증 조직이 부지 외의 조직(예, 본사 품질보증조직)에게 보고하

지 않을 경우,

(1) 부지 외의 품질보증 조직이 감사를 통하여 발전소 품질보증 조직에 의

해 수행된 업무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2) 부지 외의 품질보증 조직이 발전소 품질보증 조직에 의해 수행될 감사

의 일정 및 범위를 검토하고 동의한다.

(3) 발전소 품질보증조직에 의해 수행된 감사의 결과가 부지 외의 품질보

증 조직에게 제공되어 검토 및 평가되어야 한다.

18.가.4 감사에는 품질 관련 관행‧절차‧지시‧업무 및 품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품질보증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수행됨을 보증하기 위한 문서 및 기

록의 검토가 포함된다.

18.가.5 품질보증 기술기준의 요건이 적용되는 모든 분야에 대한 감사 수행을 요구

하는 규정이 수립되었다. 감사범위에는 아래와 같은 업무가 포함된다;

(1) 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지특성의 결정 (예, 심층 시료채취, 

부지 및 기반작업, 방법론)

(2) 조기 구매의 준비‧검토‧승인 및 관리

(3) 교육훈련 계획

(4) 신청자와 주계약자간의 공유영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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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정조치‧교정 및 부적합사항 관리 체계

(6)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약속사항

(7) 잔산코드 관련 업무

18.나.1 감사 내용 및 결과는 품질보증조직에 의해서 분석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한 

재감사의 필요성을 포함한 품질상의 문제점과 품질보증계획의 유효성을 경

영층에 보고하여 검토 및 평가를 받는다.

18.나.2 감사는 감사대상 분야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갖지 않는 훈련된 감

사요원에 의하여, 사전에 수립된 절차서 또는 점검표에 따라 수행된다.

18.나.3 감사규정에 따라 수행한 감사의 기술내용이 RG 1.144 및 1.146을 만족한다.

설계 및 건설 단계에 이 검토(수락) 기준을 품질보증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그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품질표준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 및 검사되

어야 한다.

이 절에 의한 검토에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

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가 적용되는데,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규격이 품질보증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요건을 필수요건으로 적용하도록 규정

하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를 만족시킴으로써,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그 의도

된 안전기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제작‧건설 및 시험 될 것임

이 보증된다.

2.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는 운영허가신청자가 운영에 사용될 품질보증계획서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5조에 규정된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

록 규정되어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는 원자로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에 제68조 내지 85조의 18개 ‘품질보증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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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은 상기의 규정에 의거 작성 및 제출된 신청자의 품질보증계획을 검토자

가 검토하고 승인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시한다. 

품질보증기준을 만족시킴으로써 원자력발전소가 대중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지 않을 방법으로 운영될 것임이 보증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품질보증계획에 기술된 각 요소들을 II항에 기술된 허용기준과 인용된 규

제기준, 규지지침 및 기타 참고문헌의 내용에 비추어 검토한다. 품질평가분야 담당부

서는 품질보증계획이 적용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를 식별한 목록(품질목록)의 적합성 

여부 검토를 기계재료분야 및 계통평가분야 주관부서에 요청하여, 결과 승인여부를 문

서화하여 유지한다. 품질보증계획 변경사항은 그 내용이 이전에 승인된 품질보증계획 

보다 최소한 미흡하게 되지 않도록 변경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의 적합

성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변경 분야에 대한 현재의 규제입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검토

기간 중 검토자의 판정은 제출된 자료의 평가결과, 다른 발전소에 대하여 최근에 검토

한 자료와의 유사성 및 특별히 안전에 중요한 품목의 포함여부에 근거하여 한다. 이 

안전심사지침(참조된 규제기준 및 규제지침을 포함한다)에 대한 예외사항이나 대안은 

제시된 내용이 분명하고 이를 수락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있음을 보증할 수 있도

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수락 여부는 아래의 검토절차를 통하여 결정된다.

1. 품질보증계획 기술내용에 품질보증 기술기준의 각 요건과 10 CFR 50.34(f)(3)의 

(ii) 및 (iii)의 요건이 수락 가능하도록 서술되어 있는지 여부와 번호‧제목‧개정‧일
자를 식별한 규제기준과 규제지침을 충족할 것이라는 적절한 약속이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상세히 검토한다. 

2. 품질보증 기술기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서술한 방안을 다음의 요소로 평가한다. 

가. 기술적 적합성 (즉, 규제기준과 규제지침을 만족하는가?)

나. 이행가능성 (즉, 수행할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으로 적절한가?)

다. 경영자 지원 (즉, 품질보증계획 방안을 경영자가 검토‧승인‧배서하였는가?)

이러한 평가의 근거는 II절에 포함된 허용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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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보증 기능을 수행하는 요원의 직무‧책임 및 권한의 검토를 통하여, 품질보증 

요원이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독립되었는지 여부를 확

인한다.

4. 제출된 자료의 검토, 신청자와의 회의, 품질보증계획 및 발전소업무의 적합성 검

토 (직원의 실적 및 역량 포함) 및 KINS의 선행 원전 심‧검사 자료 검토를 통하

여 신청자가 품질보증 책임사항을 실행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5. 프로그램 약속사항과 이를 이행하는 방안‧조직 편성 및 품질보증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역량 등이 만족되면 IV항에 기술된 대로 적합판정 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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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원자력발전소명 및 호기번호)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최종안

전성분석보고서 제17장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기술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 및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검토조직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품질보증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및 요원은 비용이나 공정에 대하여 직접적

인 책임을 가지는 조직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품질보증 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받았다.

2. 품질보증계획에 요건‧절차 및 관리방안이 기술되어 있으며, 이들이 적절히 

수행될 경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내지 제85조의 

요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의 요건, 10 CFR 50.34(f)(3)(ii) 및 (iii) 요건, 심사지침 

17.2절의 허용기준 및 관련 규제지침이 충족된다.

규제지침 제목      개정 및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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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신청자가 약속한 규제지침의 표를 작성한다)

신청자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개요가 프로그램의 더욱 중요한 측면을 부각

시키면서 기술된다.

3. 품질보증계획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적용된다.

따라서, 검토자는 신청자가 기술한 품질보증계획이 원자력법령과 적용 규제기준 

및 산업표준을 충족하며, (신청자가 신청한 적용대상을 명시) 운영단계에 이행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2. 10 CFR Part 50, 50.34, "Contents of Applications; Technical Information"

3. 10 CFR Part 50, 50.49, "Environmental Qualification of Electric Equipment 

Important to Safety for Nuclear Power Plants"

4. 10 CFR Part 50, §50.120, "Training and Qualification of Nuclear Power Plant 

Personnel;"

5. 10 CFR Part 50, 50.54(a), "Conditions of Construction Permits" (implementation of 

and changes to the QA Program).

6. 10 CFR Part 50, 50.55a, "Codes and Standards."

7. 10 CFR Part 50, 50.63, "Loss of all Alternating Current Power."

8. 10 CFR Part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General Design Criterion 1, "Quality Standards and Records"

9. 10 CFR Part 50, Appendix B, "Quality Assurance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and Fuel Reprocessing Plants."

10. Regulatory Guide 1.8, "Qualifica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for Nuclear 

Power Plants" (endorses ANSI/ANS 3.1 for selected positions and ANSI N18.1 for 

others).



제17.2절                                                     개정 4 - 2014. 12- 30 -

11. Regulatory Guide 1.26, "Quality Group Classification, and Standards for Water, 

Steam, and Radioactive Waste Containing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

12. Regulatory Guide 1.33,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Operation)" 

(Rev. 2 endorses N45.2 and Rev. 3 endorses ANSI/ASME NQA-1).

13. Regulatory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14. Regulatory Guide 1.30,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the Installation, 

Inspection, and Testing of Instrumentation and Electric Equipment" (endorses 

N45.2.4).

15. Regulatory Guide 1.36, "Nonmetalic Thermal Insulation for Austenitic Stainless 

Steel."

16. Regulatory Guide 1.37,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Cleaning of Fluid 

Systems and Associated Components of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endorses N45.2.1).

17. Regulatory Guide 1.38,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Packaging, Shipping, 

Receiving, Storage, and Handling of Ite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endorses N45.2.2).

18. Regulatory Guide 1.39, "Housekeeping Requirement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endorses N45.2.3).

19. Regulatory Guide 1.54,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Protective Coatings 

Applied to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20. Regulatory Guide 1.58, "Qualification of Nuclear Power Plant Inspection, 

Examination, and Testing Personnel" (endorses N45.2.6). 

21. Regulatory Guide 1.64,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the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endorses N45.2.11)

22. Regulatory Guide 1.74, "Quality Assurance Terms and Definitions" (endorses 

N45.2.10)

23. Regulatory Guide 1.88, "Collection, Storage, and Maintenance of Nuclear Power 

Plant Quality Assurance Records" (endorses N45.2.9).

24. Regulatory Guide 1.94,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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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ruction Phase of Nuclear Power Plants" (endorses N45.2.5).



제17.2절                                                     개정 4 - 2014. 12- 31 -

25. Regulatory Guide 1.97, "Instrumentation for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to Access Plant and Environs Conditions During and Following an 

Accident."

26. Regulatory Guide 1.116,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 for Installation, 

Inspection, and Testing of Mechanical Equipment and Systems" (endorses 

N45.2.8).

27. Regulatory Guide 1.123,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Control of 

Procurement of Items and Services for Nuclear Power Plants" (endorses 

N452.13)

28. Regulatory Guide 1.143, "Design Guidance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stalled in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29. Regulatory Guide 1.144, "Auditing of Quality Assurance programs for Nuclear 

Power Plants" (endorses N45.2.12)

30. Regulatory Guide 1.146, "Qualification of Quality Assurance Program Audit 

Personnel for Nuclear Power Plants" (endorses N45.2.23).

31. Regulatory Guide 1.152, "Criteria for Programmable Digital Computer System 

Software in Safety-Related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32. Regulatory Guide 1.155, "Station Blackout."

33. Regulatory Guide 4.15, "Quality Assurance for Radiological Monitoring Programs 

(Normal Operations)--Effluent Streams and the Environment;"

34. Regulatory Guide 7.10, "Establishing Quality Assurance Programs for Packaging 

Used in th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35. Branch Technical Position (BTP) SPLB 9.5-1, "Guidelines for Fire Protection for 

Nuclear Power Plants" (attached to SRP Secton 9.5.1).

36. NUREG-0660, "NRC Action Plan Developed as a Result of the TMI-2 Accident, 

"May 1980.

37. NRC Letter to All Licensees and Applicants of Nuclear Power Reactors,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Fire Protection Audits (Generic Letter 82-21)," 

October 6, 1982.

38. NRC Letter to All Holders of Operating Licenses, Applicants for Operating, 



제17.2절                                                     개정 4 - 2014. 12- 32 -

Licenses and Holders of Construction Permits for Power Reactors, "NRC Use fo 

the Terms, Important to Safety and Safety Related (Generic Letter 84-01)," 

January 5, 1984.

39. NRC Letter to All Power Reactor Licensees and Applicants for Power Reactor 

Licenses, "Quality Assurance Guidance for ATWS Equipment that is not 

Safety-Related (Generic Letter No.85.06)," April 16, 1985.

40. NRC Letter to All Licensees of Operating Reactors and Holders of Construction 

Permits, "Plant Record Storage on Optical Disks (Generic Letter 88-18)," 

October 20, 1988.

41. NRC Letter to All Holders of Operating Licenses and Construction Permits for 

Nuclear Power Reactors, "Actions to Improve the Detection of Counterfeit and 

Fraudulently Marketed Products (Generic Letter 89-02)," March 21, 1989.

42. NRC Letter to All Holders of Operating Licenses and Construction Permits for 

Nuclear Power Reactors, "Licensee Commercial-Grade Procurement and 

Dedication Programs (Generic Letter 91-05)," April 9, 1991.

43. ANSI N45.2-1977,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ies."

44. ANSI N45.2.9-1974, "Requirements for Collection, Storage, and Maintenance of 

Quality Assurance Records for Nuclear Power Plants."

45. ANSI/ASME Standard NQA-1,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s," 1983.

46. ANSI/ASME Standard NQA-2,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s," 1986.

47. NFPA 232-1980, "Standard for the Protection of Records."

48. KEPIC/QAP: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계획 일반지침/대한전기협회

49. 원자력안전법 제10조 "건설허가"

50.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운영허가"

51. 원자력안전법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5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운영기술지침서 등의 기재사항"

5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5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



제17.2절                                                     개정 4 - 2014. 12- 33 -

한 규정”

5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

에 관한 지침”

5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7호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5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5호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

한 규정”





제18장 인간공학





지 침 번 호 KINS/GE-N001

분 류 번 호 18.0

개 정 번 호 4

발 행 일 자 2014.1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분류번호 : 18.0

제 목 : 인간공학 - 개요

검토주관부서 : 인간공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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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 ‘92.4

1 ‘93.5 ‘93.5

2 ‘99.10 ‘99.10

3 윤영식 ‘09.12 김대일 ‘09.12

4 이동훈 `14.11 정충희 ‘14.11





제18.0절                                                    개정 4 - 2014. 12- 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8.0절 인간공학 - 개요

 검토주관 : 인간공학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인간공학분야 담당부서는 인허가 신청자에 의해 제출된 인간공학 프로그램을 검토

한다. 인간공학 프로그램의 검토목적은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당시 최신의 인간공

학 원칙, 기술 표준 및 기준 등을 발전소 설계에 반영하여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있

다. 본 문서와 참고문헌에서 제시되는 지침은, 이러한 인간공학 검토를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본 안전심사지침은 사업자가 제출한 인허가 신청서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본 장은 인허가 신청자에 의해 제출된 (1) 설계, (2) 설계공정, (3) 설계

검토, (4) 운전원 조치(Operator Actions) 등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을 기술한다. 본 장

은 인간의 특성 및 능력을 원전 설계에 성공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12개

의 검토분야를 명시하였다.

• 인간공학 프로그램 관리

• 운전경험 검토

• 기능요건 분석 및 기능 할당

• 직무분석

• 운전조 구성 및 자격

• 인간신뢰도분석

• 절차서 개발

• 훈련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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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시스템 연계 설계

•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

• 설계 이행

• 인적수행도 감시

상기 12개의 검토분야는, 인허가 신청자의 인간공학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데 있어, 

모든 경우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차등적 검토방법”에서 기술한다.

인허가 신청

두 가지 인허가 신청 유형에 대한 인간공학 검토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신규발전소의 인간공학 검토 : 만약 신청자가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인허가 신청에 대한 인간공학 검토를 수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장은 적합

한 인간공학 원칙, 기술기준 및 표준이 설계공정에 포함되었으며, 인간-시스템연계 

설비가 최신 인간공학 설계기술을 반영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자의 검토활동

을 기술한다.

2. 가동 중 발전소의 설계변경에 대한 인간공학 검토 : 본 절은 제어실 및 다른 주요 

인간-시스템 연계 변경에 대한 검토에 사용될 수 있다. 인간-시스템연계 설비에 대

한 변경은, 디지털 계측제어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컴퓨터기반 기술을 적용하는 제

어실 현대화와 같이 광범위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선계획이란,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 계통 및 기기에 관련된 경보, 제어기 및 정보표시 설비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계

획을 의미한다. 또한 심사자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을 포함한 발전소의 특정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차등적 검토방법

신청자의 인간공학 설계에 대해 심사자가 적용하는 검토 및 평가 수준은, 각 인허가 

신청의 특정 상황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신규 발전소에 대한 인간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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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는 포괄적이고 상세하게(II.1 참조) 수행하지만, 기존 설계의 개별적 변경에 대한 

인간공학 검토는 상대적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II.2 참조). 이러한 

차등적 방법에 따른 검토분야별 범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의 종합적 판단에 근거한

다:

• 인허가 신청자가 제시한 정보의 평가

• 최근 타 발전소에서 검토되었던 인간공학 현안과의 유사성

• 특별한 안전 관련 사항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결정

검토연계분야

본 절에서 수행되는 검토는 다음과 같이 다른 안전심사지침 ‘장’ 및 ‘절’과 연계

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1. 6.3 “비상노심냉각계통.”

안전성분석보고서 6.3 내용 중 III.19는 사고과정 중 비상노심냉각계통 작동에 요구

될 수 있는 운전원 수동조치에 대한 검토를 다룬다. 또한 제18장은 인간신뢰도분석 

에 근거한 운전원 수동조치에 대한 검토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6.3절 III.19 및 18

장은 담당부서 간 상호 협조 하에 연계 검토되어야 한다.

2. 7장, “계측제어.”

안전성분석보고서 7장 및 18장에 언급된 인간-시스템 연계 설비에 대한 설계내용 

및 특성 등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따라서 7장(또는 18장)에 대한 

검토결과는 18장(또는 7장) 검토 시 고려되어야 한다.

3. 13.1.1절, “관리 및 기술지원조직.” 

안전성분석보고서 13.1.1절에는 발전소 설계에 있어 인간공학과 관련된 관리 및 조

직상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본 안전심사지침 II절 허용기준에 의거

하여 18장에는, 신규 발전소 설계 및 기존 발전소 변경 시 인간공학 측면이 적절하

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리 및 기술지원 조직의 책임, 역할 등을 종합적

으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13.1.1절과 18장은 상호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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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1.2절-13.1.3절, “운전조직.”

안전성분석보고서 13.1.2절 및 13.1.3절에는 운전조 구성요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또한 18장에는 운전원의 직무요건 및 적용 가능한 규제요건에 대한 충분

한 이해를 바탕으로, 운전조 구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분석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13.1.2절 및 13.1.3절에 기술된  운전조 구성요건이, 18장에 의거하여 수행된 

분석에 적절히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13.2.1절, “원자로 운전원 훈련.” ; 13.2.2절, “면허 미소지 직원 훈련.”

안전심사지침 13.2.1절 및 13.2.2절은 원자로 운전원 및 일반 작업종사자의 훈련프로

그램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또한 18장은 “훈련프로그램 개발”

이라는 인간공학 검토요소를 통해, 훈련프로그램 개발과정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 인간공학 설계공정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13.2.1

절, 13.2.2절 및 18장은 상호 참조되고 연계 검토되어야 한다.

6. 13.5.1.1절, “행정절차서 - 일반사항.” ; 13.5.1.2절, “행정절차서 - 초기시험 프로

그램.” ; 13.5.2.1절, “운전 및 비상운전절차서.” ; 13.5.2.2절, “보수 및 기타 절

차서.”

안전심사지침 13.5.1.1절, 13.5.1.2절, 13.5.2.1절 및 13.5.2.2절은 행정 절차서, 운전 및 

보수 절차서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또한 18장은 “절차서 개

발”이라는 인간공학 검토요소를 포함하며, 절차서 개발과정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

을 제공한다. 따라서 13.5.1.1절, 13.5.1.2절, 13.5.2.1절, 13.5.2.2절 및 18장은 상호 참

조되어 연계 검토되어야 한다.

7. 15장, “사고해석.”

예상된 운전과도 및 가상사고를 다루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제15장은 여러 부서에서 

참조되고 검토된다. 따라서 안전성분석보고서 제15장에 명시된 분석결과는 인간공

학 설계과정에 참조, 반영 및 통합되어야 하고, 이에 상호 연계 검토되어야 한다.

8. 19장, “중대사고 및 위험도평가.”

안전성분석보고서 19장은 발전소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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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또한 18장은 인간공학 검토요소 중 “인간신뢰도분석”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와의 연계활동 및 인간신뢰도분석 결과와의 통합 등

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19장과 18장은 상호 참조되고 연계 검토되

어야 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인적 요소)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인적 요소의 관리)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

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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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

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신규 발전소의 인간공학검토

가. 인간공학 프로그램 관리

본 검토의 목적은 인허가 신청자가 인간공학의 역할 및 인간공학 활동을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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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허가 신청자는 안전심사지침 13.1.1절 “관리 및 기술지원조직”에 기술된 

바와 같이 원자력 시설의 설계 및 건설을 감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

다.

2) 인허가 신청자는 인간공학 설계위임이 이루어졌음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 

권한, 조직상 위치, 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인간공학 설계팀을 구성한다. 

3) 인간공학 설계팀은 인간공학 프로그램의 개발, 실행, 감독, 문서화 등이 적

절함을 보증하기 위한 인간공학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4) 인간공학 프로그램은 RG 1.174에 기술된 것처럼 설계의 결정론적 측면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다룬다.

인간공학 프로그램 관리계획은 설계시점에서 적용 가능한 인간공학 원칙, 기술 

기준 및 표준 등에 따라 하향적 접근방법(Top-Down Approach)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인간-시스템 연계, 절차서, 훈련 등이 적절하게 개발, 설계, 평가되었

음을 보장하기 위해, 각 관련 프로그램을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인

간공학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내용은 NUREG-0711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되어

야 한다.

나. 운전경험 검토

본 검토의 목적은, 과거 설계에서의 인간공학 관련 문제점 및 현안이 신규 설

계에 존재하지 않도록, 인허가 신청자가 관련 문제점 및 현안을 규명하고 분석

하였음을 확인하는 데 있다. 또한 본 검토에서는 인허가 신청자가 기존설계의 

긍정적인 측면을 신규 설계에서도 유지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운전경험 검

토에 대한 내용은 NUREG-0711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다. 기능요건 분석 및 기능 할당

기능요건 분석은 발전소 안전목표, 즉 일반대중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가상사고의 결과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기능을 규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기능 할당은 발전소 제어요건에 대한 분석

이며, (1)운전원에 의한 제어(예, 수동제어), (2)시스템에 의한 제어(예, 자동제

어), (3)운전원과 시스템에 의한 제어(예, 수동백업으로 구비된 자동시스템)에 

대해 제어기능을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본 검토의 목적은 (1)발전소 안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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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발전소 기능이 정의되었고, (2)운전원 및 

시스템에 대한 기능 할당에서 인간의 약점은 피하고 강점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원의 역할이 적합하게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능요건 분석 및 기

능 할당에 대한 적합성은 NUREG-0711에 명시된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라. 직무분석

직무분석은 발전소 요원에게 할당된 기능과 발전소 요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간-시스템 연계 특성의 규명으로부터, 인적행위 측면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검토의 목적은 기능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와 각각의 정보, 

제어 및 직무지원 요건에 대해, 인허가 신청자의 직무분석에서 명확하게 규명

하였음을 확인하는 데 있다. 직무분석에 대한 적합성은 NUREG-0711에 명시된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마. 운전조 구성 및 자격

본 검토의 목적은, 인허가 신청자가 직무요건과 적용가능한 규제요건에 대해, 

체계적인 방법으로 운전조의 구성(수) 및 자격요건을 분석하였음을 확인하는 

데 있다. 운전조 구성 및 자격분석에 대한 내용은 NUREG-0711 검토기준에 따

라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분석 및 정당성 입

증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NUREG/CR-6838 

및 NUREG-1791 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 분석을 통해기술적 타당성이 입증되어

야 한다.

바. 인간신뢰도분석

인간신뢰도분석은 발전소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오류의 잠재성 및 

메커니즘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검토의 목적은 (1)인허가 신청자가 인적오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러한 오류를 검출 및 복구하기 위해 인간공학 설

계시 인적오류 메커니즘을 고려하였으며, (2)인간신뢰도분석 활동이 인간공학 

프로그램과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 효과적으로 통합되었음을 확증하는데 있

다. 상기 서술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인간신뢰도분석/확률론적안전성평가 및 인

적행위(HAs) 모형화는 충분한 품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인간신뢰도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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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검토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수동조치와 관련될 때 안전심사지침 6.3.III.19

절과 조화되어야 한다. 인간신뢰도분석과 인간공학 프로그램의에 대한 기술적 

적합성은 NUREG-0711에 명시된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사. 인간-시스템 연계 설계

본 검토의 목적은 인간-시스템 연계의 설계요건 개발과 설계 및 개선 과정을 

평가하는데 있다. 본 검토에서는 인허가 신청자가 인간공학 원칙 및 기준의 체

계적 적용을 통해, 기능 및 직무요건을 경보, 정보표시기, 제어기, 및 기타 인

간-시스템 연계 상세설계로 적절히 변환시켰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간-시스

템 연계의 설계공정은 NUREG-0711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최종설

계는 NUREG-0700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인간-시스템 연계 설계에 대한 검토에는 발전소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관련 요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NUREG-0835, NUREG-1342 및 NUREG-0737 Suppl. 1에 기술된 안전변수지

시계통(SPDS) 요건

• RG 1.22에 기술된 보호계통작동기능의 주기시험

• RG 1.47에 기술된 원전 안전계통의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지시(BISI)

• RG 1.62에 기술된 보호조치의 수동개시

• RG 1.97에 기술된 사고 중 또는 사고 후의 발전소 및 환경조건에 접근하기 

위한 경수로형 원전의 계측

• RG 1.105에 기술된 계측 설정치

• NUREG-0696에 기술된 비상대응설비의 기능적 기준

• 제어기, 표시기 및 경보기의 최소재고(minimum inventory)

인간-시스템 연계 설계는 발전소 운영 단계에서 다음 사항에 의한 공정을 기

술해야 한다: (1)인간-시스템 연계 설비의 설계변경 및 갱신, (2)인간-시스템 연

계   설비의 일시적 변경(예: 설정치 변경), (3)운전원 설정에 따른 인간-시스템 

연계 설비의 변경 (예: 특정 상황 감시를 위해 운전원에 의해 설정된 임시 정

보 표시). 인간-시스템 연계 설계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장의 계측제어와 연계 



제18.0절                                                    개정 4 - 2014. 12- 9 -

검토되어야 한다.

아. 절차서 개발

본 검토의 목적은, 기술적으로 정확하고 명확하며 이해가능하고 사용이 용이하

며 검증되었으며, 절차서 개발 프로그램이 인간공학 원칙 및 기준과 기타 설계

요건을 반영하였음을 확인하는데 있다. 절차서 개발은 인간공학 설계의 필수요

소이므로, 다른 인간-시스템 연계 요소(예, 정보표시기, 제어기, 운전원지원설비 

등)와 동일한 설계공정 및 분석에 근거하고 동일한 평가과정을 통하여 수행되

어야 한다. 절차서 개발에 대한 적합성은 NUREG-0711에 명시된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본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3.5절에 기술된 절차서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연계 검토되어야 한다. 

자. 훈련프로그램 개발

본 검토의 목적은 인허가 신청자가 발전소 요원의 훈련개발에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하였음을 확인하는 데 있다. 훈련프로그램 개발은 다음과 같은 활

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 수행되는 직무 및 작업의 체계적인 분석

• 훈련 후 수행도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학습목표 개발

• 학습목표에 근거한 훈련프로그램 설계 및 이행

• 훈련기간 중 피 훈련자의 학습목표 성취도 평가

• 실제현장 투입 후 피 훈련자의 수행도에 근거한 훈련의 평가 및 개선

훈련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적합성은 NUREG-0711에 명시된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본 안전심사지침 13.2 “훈련”에 제시된 적용 가능한 지침

을 반영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차.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은, 해당 설계가 인간공학 설계원칙에 적합하며, 발전소 

요원이 발전소 안전과 기타 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있음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확인 및 검증 범위에는 원자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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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실, 원격제어반 및 현장제어반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험-중요 인적행위와 관

련된 중앙경보시스템 및 이차경보시스템도 포함.) 인허가 신청자의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활동에는 운전조건선정(operational conditions sampling), 설계 확

인(design verification), 통합시스템검증(integrated system validation) 및 인간공

학결함(HED ; human engineering discrepancy) 해결 등을 포함한다.  이들 각 

활동들에 대한 심사자의 검토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조건선정

본 검토의 목적은 인허가 신청자가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 시 운전조건을 

선정하는 데 있어 (1)발전소 운전 중 직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범위를 

포함하고, (2)시스템성능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3) 인

간-시스템 연계 요소의 안전중대성을 고려하였음을 확인하는데 있다. 인간

공학 확인 및 검증을 위한 고장사건, 과도상태 및 사고의 선택을 위해 위험

도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청자의 운전조건선정에 대한 적합성은 

NUREG-0711에 명시된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2) 설계 확인

설계 확인 과정에서 인허가 신청자는, 설계가 직무 및 인적요건을 만족하였

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확인은 인간-시스템 연계의 특성화를 요구한다. 설

계 확인에 대한 검토는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목록(inventory) 및 특성화 검토 - 본 검토의 목적은 인허가 신청자의 인

간-시스템 연계 목록 및 특성화가 정의된 인간-시스템 연계 설계검토 범

위 내의 모든 인간-시스템 연계 정보표시기, 제어기 및 관련 설비를 정

확하게 기술하였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 인간-시스템 연계 직무지원 확인 검토 - 본 검토의 목적은 인간-시스템 

연계가 발전소 요원에게 요구되는 모든 경보, 정보 및 제어능력을 구비

하고 있음을 인허가 신청자가 확인하였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 인간공학 설계 확인 검토 - 본 검토의 목적은 인간-시스템 연계의 특성 

및 사용환경이 인간공학 지침에 적합함을 인허가 신청자가 확인하였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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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확인에 대한 적합성은 NUREG-0711에 명시된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되

어야 한다.

3) 통합시스템검증

통합시스템검증의 목적은 통합시스템설계(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인적

요소)가 발전소의 안전운전을 적절히 지원하는 지 확인하는 데 있다. 검증

은 수행도 기반 시험을 의미하며, 통합시스템검증에 대한 적합성은 

NUREG-0711에 명시된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4) 인간공학결함 해결

인간공학결함 해결은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과정에서 확인된 현안을 평가하

고 해결하는 과정이다. 본 검토의 목적은 인허가 신청자가 개선 필요성에 

따라 인간공학결함의 우선순위를 적절히 평가하고, 개선 대상 인간공학결함

을 해결하기 위한 설계안과 현실적인 이행일정이 수립되었음을 확인하는 데 

있다. 인간공학결함 해결에 대한 적합성은 NUREG-0711에 명시된 검토기준

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카. 설계 이행

본 검토의 목적은 준공된(as-built) 설계가 인간공학 설계공정에 따라 확인 및 

검증된 설계와 일치함을 확인하는 데 있으며, 또한 설계변경이 준공되기까지의 

기간동안 시공, 임시절차서 개정, 공정관리 등을 인간공학 원칙에 따라 확인하

는데 있다. 설계 이행에 대한 적합성은 NUREG-0711에 명시된 검토기준에 따

라 평가되어야 한다.

타. 인적수행도 감시

본 검토의 목적은 인허가 신청자가 발전소 변경으로 인해 중대한 안전성 저하

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한 인적수행도 감시 전략을 마련하였음을 확

증하고, 평가로부터 도출된 결과들이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유효함을 확인하는 

데 있다. 인적수행도 감시에 대한 적합성은 NUREG-0711에 명시된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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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동 중 발전소의 설계변경에 대한 인간공학검토 

제어실 현대화와 같이 인간-시스템 연계 설계의 주요변경을 포함한 인허가 변경은 

본 장 II.1절의 지침을 적용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변경 범위는 가변적으

로, 심사자는 본 절에서 제시된 추가지침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조정·검토되어야한

다.

가. 인간공학 프로그램 관리

NUREG-071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간공학 프로그램은 발전소 변경이 운전원

의 행위 및 인적수행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루어야 한다. 본 검토에는 다

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인허가 신청자의 계획을 다루어야 한다.

• 발전소 운전원 및 종사자의 업무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치계획

• 훈련 및 절차서가 변경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음을 확증하기 위한, 훈련 및 

절차서와 변경이행 간의 적절한 조정/통합

• 변경이행 전 신규 설계에 대한 발전소 운전원 및 종사자의 지식과 기술을 최

대화하기 위한 훈련수행

나. 운전경험 검토

변경되는 발전소의 운전경험은 운전경험 검토의 일부로 검토되어야 한다. 운전

경험 검토는 신규 원전의 기반이 되는 선행 설계의 과거성능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해야 한다.

다. 기능요건 분석 및 기능 할당

기능요건 분석 및 기능 할당은 NUREG-0711에 명시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기존 안전기능 변경, 안전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에 신규기능 도입, 또는 안

전에 중요한 불분명한 기능요건 포함 등의 변경에 대한 기능요건 분석

• 발전소 운전원과 발전소 시스템에 대해 안전에 중요한 기능 할당을 변화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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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변경에 대한 기능 할당

• 설계변경에 따른 운전원 역할 및 책임변화 조사

라. 직무분석

NUREG-071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안전에 중요한 것으로 규명된 인적행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고, 기존 인적행위를 안전에 중요한 행위로 만들 수 있으며, 또

는 안전에 새롭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전소 설계변경 검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직무분석은 변경 요건을 반영하여 개정되고 갱신되어야 한다; 그 범위는 기능

요건 분석 및 기능 할당에서 다루어진 기능에 근거한 직무 및 변경부분과 

발전소의 변경되지 않은 부분 간 상호작용을 수반하는 직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보수, 시험, 검사 및 감시․감독에 대해서는 새로운 또는 신규 기술에 

의해 요구되는(예, 온라인 보수 능력) 안전에 중요한 인적 행위에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 직무분석은 숙련된 발전소 운전원 및 종사자의 인적 수행도를 지원하는(예, 

힘든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인적 수행도를 지원하는) 기존 인간-시스템 연

계 설비의 설계특성을 규명하여야 한다. 

마. 인간-시스템 연계 설계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는 NUREG-0711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인간-시스템 연계 설계변경이 사용자의 현재 전략, 사업자의 안전성분석보고

서 및 18장 의무사항과 일치하는 정도

• 인간-시스템 연계 설계변경이 운전조 협업을 지원하는 정도

• 인간-시스템 연계 설계변경이 발전소 계통간 통합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는 

정도

최종설계변경은, 적용 가능한 경우, NUREG-0700 기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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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절차서 개발

본 검토는 NUREG-071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절차서 내용이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절차서의 내용 및 형식이 발전소, 인적행위 및 인간-시

스템 연계 설비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사. 훈련프로그램 개발

본 검토는 NUREG-0711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발전소 현대화 프로그램에 따른 

훈련체계, 내용, 빈도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아.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

1) 운전조건선정. 설계변경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은 예상되는 운전조건을 반영하

여야 하며, 신규 및 기존 설계요소가 서로 다르고 발전소 운전원 및 종사자

에게 기존과는 다른 직무가 요구됨에 따른 잠재적 영향을 다루어야 한다. 또

한 운전조건선정 시 설계변경으로 인해 기존 인간-시스템 연계 설비가 성능

적으로 영향을 받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2) 인간-시스템 연계 직무지원 확인. 인간-시스템 연계 직무지원 확인은 설계변

경과 관련된 인간-시스템연계 설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인간-시스템 연

계 설비의 설계변경을 포함하지 않는 계통설계 변경의 경우, 직무지원 확인

은 변경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감시 및 제어사항이 무엇인지 규명하여야 

하고, 기존 인간-시스템 연계 설비에 의해 적절히 지원되는지 결정하여야 한

다. 임시설치나 기존 설비와 신규 설비가 공존하는 경우는 이러한 운전환경

에 따른 운전원 행위 및 인적 수행도의 영향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3) 인간공학 설계확인. 인간공학 설계확인은 설계변경과 관련된 인간-시스템 연

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임시설치나 기존 설비와 신규 설비가 공존하는 

경우는 이러한 운전환경에 따른 운전원 행위 및 인적 수행도의 영향성이 평

가되어야 한다.

4) 통합시스템검증. 인허가 신청자는 (1)발전소 요원의 직무를 변화시킬 수 있

고, (2)직무 특성, 복잡도 또는 작업부하 변화 등에 의해 직무요구사항이 변

화될 수 있으며, (3)인적행위 및 수행도에 영향을 끼치거나 설계변경으로 인

해 운전절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설계변경 경우에 대해서는 

통합시스템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사항이 운전원의 작업부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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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오류 발생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거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합시스템검증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허가 신청자는 설계변경 사항이 고려된 통합설계가 운전원에게 할당

된 기능 및 직무가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음을 검증하여야 한다. 인허가 신

청자의 시험목적 및 통합시스템검증 시 사용되는 사고 시나리오는 설계변경

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운전원의 기능 및 직무가 포함되도록 하여, 운

전원 행위 및 인적 수행도가 평가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자. 설계 이행

본 검토의 목적은 인허가 신청자가 발전소 설계변경 이행(implementation)시 발

전소 운전원 및 종사자의 인적 수행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안전운전을 위

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였는지 확인하는데 있다. 인허가 신청자의 설계 이행은 

NUREG-0711 검토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일반기준.  심사자는 인허가 신청자가 다음 사항을 보장하였는지 검토해야 

한다.

• 핵연료는 제어실에서 변경이 이행되는 운전정지 기간동안 안전하게 감시된

다.

• 운전조 및 보수조는 신규 계통 및 인간-시스템 연계로 발전소 기동 전에, 

발전소를 운전하고 보수하는데 충분히 훈련되고 자격을 갖추고 있다.

• 발전소 절차서 및 훈련 변경은 발전소 계통, 운전조 역할 및 책임, 인간-

시스템 연계의 변화를 반영하며, 변경이 이행되기 전에 신규 계통 및 인

간-시스템 연계의 시험 및 운전에 필요한 절차서가 적소에 구비된다.

• 인허가 신청자는 발생하는 문제점을 규명하고 해결하기 위해, 계통 성능을 

감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 다수의 소규모 설계변경으로 구성된 현대화 프로그램.  심사자는 각 변경사

항이 표준화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공학 프로그램을 따르며, 또한 

명백하게 운전상 필요성을 충족하고 현재 시스템을 방해하지 않음을 인허가 

신청자가 입증할 수 있는 지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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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빈번한 운전정지가 필요한 대규모 설계변경관련 현대화 프로그램. 심사자는 

인허가 신청자가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설치과정에서 요구되는 특정 직무사항이 규명될 수 있도록 직무분석이 수

행되었다.

• 인간신뢰도분석을 통해 설치과정에서 기존 직무에 위험한 영향을 끼치거나 

변화를 줄 수 있는 특정 직무를 다루었다.

•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간-시스템연계 설계는 일관화되고 

표준화되었다.

• 발전소 정지상태가 아닌 경우 발전소 운전원 및 종사자가 사용하는 시스템 

및 인간-시스템연계 설비의 임시설치에 대한 절차서가 사전에 개발되었

다.

• 발전소 정지상태가 아닌 경우 발전소 운전원 및 종사자가 사용하는 시스템 

및 인간-시스템연계 설비의 임시설치와 관련한 훈련프로그램이 사전에 개

발되었다.

• 임시설치는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을 통해 평가되었다.

4) 기존 및 신규 설비가 공존하는 현대화 프로그램. 심사자는 인허가 신청자가 

발전소 운전원 및 종사자의 인적 행위 및 수행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에 대해 입증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5) 발전소 기능과는 관련 없는 인간-기계시스템 연계설비가 설치되는 현대화 프

로그램.  심사자는 인허가 신청자가 신규 및 기존 인간-시스템 연계가 병행․
가용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어실 및 인간-시스템 연계의 혼란에 따

른 발전소 운전원 및 종사자의 인적행위 및 수행도에 부정적 영향에 대한 

잠재성이 평가되었으며, 인간-시스템 연계의 비 기능적 상태가 명확하게 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지 검토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심사자는 다음에 제시된 문서에 대해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준하여 적합성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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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야 한다. 단, 제출된 문서가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인허가 신청자에 의

해 제시된 다른 대안이 규제요건에 준하여 허용가능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인허가 신청자에 의해 제출될 수 있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이행계획서.  

인허가 신청자에 의해 제출되는 인간공학 검토요소별 이행계획서는 규제요건에 부

합하기 위해 신규 설계 (또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적용하는 방법론을 포함한다.  

이러한 이행계획서에 대한 검토는 실제 신규 발전소의 건설 이전 (또는 설계변경 

이전), 이와 관련한 인허가 신청자의 설계방법론에 대해 심사자가 상세한 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결과요약보고서 

인허가 신청자에 의해 제출되는 결과(요약)보고서는 인간공학 검토요소별로 신규 

설계(또는 설계변경)의 실제 수행결과를 포함한다.  본 문서를 통해 심사자는 안전

심사지침에 명시된 허용기준에 근거하여 인간공학 설계와 관련한 상세 이행결과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상기 문서들은 인허가 신청자가 반드시 강제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

규 원전 건설 또는 가동 중 발전소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심사자에게 요구되는 정보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충분히 상세하도록 제시되었거나 또는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충

분히 기술될 수도 있다. 

전술한 별도의 제출물과는 별도로 심사자는 NUREG-0711에 기술된 바와 같이, 신규 

원전의 건설 또는 가동 중 발전소의 설계변경에 따른 인간공학 검토를 위해 인간공학 

프로그램 검토요소별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1. 인간공학 프로그램 관리.  

   심사자의 검토를 위해 인허가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인허가 신청자의 인간공학 목적 및 목표를 기술한 인간공학 

프로그램 계획, (2)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프로그램, (3) 인간공학현

안 추적체계, (4)인간공학 설계팀, (5)기술프로그램이 달성되도록 하는 관리 및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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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적 체계 등을 설명한 인간공학 프로그램 계획.

2. 운전경험 검토.  

   심사자는 운전경험토 관련 인간공학 현안들의 내용, 해결방안, 현황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인허가 신청자(또는 설계사)에 의해 운영되는 현안추적체계를 감사할 수 있

다.

3. 인간신뢰도분석.  

   심사자는 인간신뢰도분석의 방법 및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확률론적 안전

성 평가보고서 및 이에 포함된 인간신뢰도분석 관련 기술내용을 곰토하여야 한다.

4. 인간-시스템 연계 설계.  

   심사자는 인허가 신청자가 개발한 지침문서, 상세교환연구(trade study), 기술평가, 

또는 인간-시스템 설계지원을 위한 시험 및 실험보고서 등과 같은 인간-시스템연

계 설계를 지원하는 문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인허가 신청자의 설계공정 및 

이에 따른 상세설계 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사에 의해 발행된 각종 

설계문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 설계사양서(Design Specification), 각 계통별 설

계기준서(System Design Criteria), 각 계통별 기능사양서(System Function 

Description) 등). 인간-시스템연계 설비의 실제 설계이행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해

서는 정적 또는 동적모형(Static or Dynamic Mockup), 원형(prototype), 또는 본 설

계와 유사한 물리적 장치 등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5. 절차서 개발.  

   절차서 개발 관련 상세검토를 위해서는 절차서 작성에 근간이 되는 일반기술지침

과 개발에 활용된 샘플절차서((예) 선행호기 절차서 등)가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6.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 활동과 연계하여 NUREG-0711에 명시된 현안추적 체계가 

검토되어야 한다.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과정에는 인간-시스템 연계 설계의 충실

도가 확보된 원형(high fidelity prototype) 또는 시뮬레이터(simulator)가 심사자에게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심사자는 이러한 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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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시스템 연계 직무지원 확인, 인간공학 설계 확인, 통합시스템검증 및 현안

해결 확인 등에 따른 문서화된 자료가 검토되어야 하며,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에

서 규명된 설계현안은 최종 발전소 확인 과정에서 적절하게 해결되었음을 확인하

여야 한다.

7. 인적수행도 감시.  

   인허가 신청자의 인적수행도 감시 프로그램 검토를 위한 제출물은 사례별로 개발

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심사자는 검토과정 중 인허가 신청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심사자의 검토결

과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별도의 문서((예) 이행계

획서, 결과(요약)보고서, 기타 설계문서 등)이 적절하게 제출되었음을 확인한다. 또한 

심사자는 검토결과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다.

1. 안전심사지침에 명시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모든 검토기준이 만족되었다는 심사자

의 판정

2. 검토기준을 만족하는 대체수단이 허용 가능하다는 심사자의 판정

3. 검토기준으로부터 편차가 있더라도 허용 가능한 정당성이 존재한다는 심사자의 판

정. 이러한 정당성은 최근문헌, 현재관례분석 및 운전경험, 교차연구(trade-off 

study), 공학적 실험 및 평가결과로부터의 분석과 같은 증거에 근거한다.

심사자의 종합적인 검토결론은 인간공학 검토유형 및 목적에 기초한 인간공학 검토 

목표와, 인허가 신청자의 제출물에 제시된 증거를 비교함으로써 결정된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자는 모든 관련 검토분야를 평가하였는가?

2. 심사자는 적정수준에서 각 검토분야를 평가하였는가?

3. 각 검토분야에 대한 심사자의 평가결과가 허용가능한가?

만약 검토에 의해 제시된 증거가 인간공학 검토 목표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인허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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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는 심사자의 우려사항을 다루기 위해 추가분석 및 설계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분석 및 설계활동에는 (1) 전면적인 검토분야 수준에서 조사되지 않았던 

추가분석 및 검토, (2) 검토과정을 통해 확인된 설계결함의 반영완료 및 수정, (3) 적절

한 시험 또는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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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8.1절 제어실

 검토주관 : 인간공학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제어실은 정상 운전조건에서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

고 조건에서도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화재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제어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자로제어실로부터 물

리적·전기적으로 분리된 원격제어실에서 원자로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발전소를 안전

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인간공학분야 담당부서는 사고를 방지하거나 사고에 대처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능력

을 확인하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과 이를 운영할 발전소 요원간의 연계가 적절한 인

간공학적 관례에 따라 설계되고 제공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어실(원자로제어실 

및 원격제어실을 포함)의 설계를 검토한다. 검토 목적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다.

1. 비상운전에 필요한 운전원 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설계된 기능들이 비상운전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

2. 운전원이 모든 비상운전절차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데 요구되는 업무에 필요한 정

보, 표시기 및 제어기, 그리고 다른 연계 사항이 파악되어 원자로제어실 및 원격제

어실에 구비되었다.

3. 원자로제어실 및 원격제어실의 정보, 표시기 및 제어기, 다른 연계 사항이 적절한 

인간공학적 원칙, 기술 기준 및 표준 등에 따라 설계되어 제공된다. 즉, 제어실의 

배치 및 환경, 제어반 배치, 개별적 제어기 및 표시기, 그리고 제어기 및 표시기와 

다른 연계 기기의 통합은 발전소 운전원이 원자로제어실과 원격제어실에서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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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를 인적오류 없이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검토연계분야

인간공학분야 및 계측제어분야는 인허가 신청자의 원자로제어실 및 원격제어실의 설

계, 개발, 설치시험 등의 검토에 공동 책임을 갖는다. 이에 따른 본 절과의 연계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제어실 및 원격제어실이 보유하여야할 성능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전심

사지침 7.4절 “안전정지계통”, 안전심사지침 7.5절 “안전에 요구되는 정보계

통”, 7.7절 “제어계통” 등에서 관련 지침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었으므로, 해당 

절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원자로제어실 및 원격제어실에 설치되는 인간-시스템연계 설비의 인간공학적 설계

절차 및 공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18.0절 “인간공학-개요”에 명시된 

인간공학 프로그램 요소의 이행절차에 근거하므로, 해당 절과 연계하여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원자로제어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경보장치 등)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인적 요소)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인적 요소의 관리)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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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상기 규제요건 만족을 확인하기 위한 본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제어실 및 원격제어실이 보유하여야할 성능 및 기능에 관한 허용기준은 안

전심사지침 7.4절 “안전정지계통”, 안전심사지침 7.5절 “안전에 요구되는 정보

계통”, 7.7절 “제어계통” 등에서 명시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해당 절의 허용기

준을 준용한다.

2. 원자로제어실 및 원격제어실에 설치되는 인간-시스템연계 설비의 설계절차 및 공

정 등에 관한 허용기준은 안전심사지침 18.0절 “인간공학-개요”에 명시된 내용

과 동일하므로, 해당 절의 허용기준을 준용한다.

3. 원자로제어실 및 원격제어실에 설치되는 설비의 인간-시스템연계 설계에 대한 허

용기준은 NUREG-0700에 명시된 설계요소별 상세지침을 준용한다.

III. 검토절차

1. 인허가 신청자는 제어실 설계가 적합한 인간공학적 설계원칙, 기술기준 및 표준에 

따라 설계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어실의 작업공간 및 작업환경, 경보계통, 제어

기, 시각표시기, 음향신호계통, 명판 및 인식보조물, 공정컴퓨터, 제어반 배치, 제어

기-표시기 통합 등과 관련한 설계요건, 기본 및 상세설계 결과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상세설계 결과를 근거로 인간공학적 인간-시스템연계 설계는 “II. 허용기

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NUREG-0700 지침을 적용하여 관련 설계의 적합성을 검

토한다. 단, “II. 허용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자로제어실 및 원격제어실이 

보유하여야할 성능 및 기능에 관한 적합성은 안전심사지침 7.4절, 7.5절, 7.7절 등

에 근거한 계측제어분야의 검토결과를 준용한다.  또한 원자로제어실 및 원격제어

실에 설치되는 인간-시스템연계 설비의 설계절차 및 공정 등에 관한 적합성은 안

전심사지침 18.0절에 근거한 인간공학분야의 검토결과를 준용한다.

3. 인허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설계일정, 이행상태를 검토하는데 있어 충분한 현장

실사를 수행한다.  즉 원자로제어실 및 원격제어실이 인허가 신청자의 계획에 따

라 인간공학적 설계원칙, 기술기준 및 표준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실사를 통한 감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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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심사자는 충분한 자료와 정보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결론은 

다음과 같은 평가에 기초한다.

1. 인허가 신청자는 사전에 규명한 기능 및 직무요건을 경보, 정보표시기, 제어기 및 

기타 인간-시스템연계 상세설계에 적합하게 반영하였다.

2. 다음과 같은 인간-시스템연계 설계요소가 기 승인된 인간공학 설계원칙, 기술기준 

및 표준에 적합함이 확인되도록 평가되었다. 

   가. 제어실 작업공간

   나. 작업환경

   다. 경보계통

   라. 제어계통

   마. 정보계통

   바. 음향신호계통

   사. 명판 및 인식보조물

   아. 공정컴퓨터

   자. 제어반 배치

   차. 제어기-표시기 통합 등

3. 설계변경 사항들이 추가적인 인간공학 설계결함을 초래하지 않았고 필요한 수정 조

치가 적절하게 이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원자로제어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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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경보장치 등)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인적 요소)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인적 요소의 관리)

5.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7.4절 “안전정지계통”,

6.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7.5절 “안전에 요구되는 정보계통”

7.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7.7절 “제어계통”

8.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18.0절 “인간공학-개요”

9. NUREG-0737, Supplement 1, "Requirements for Emergency Response Capability."

10. NUREG-0700, Revision 2, "Human-System Interface Design Review Guidelines.“





지 침 번 호 KINS/GE-N001

분 류 번 호 18.2

개 정 번 호 4

발 행 일 자 2014.1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분류번호 : 18.2

제 목 : 안전변수지시계통

검토주관부서 : 인간공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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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 ‘92.4

1 ‘93.5 ‘93.5

2 ‘99.10 ‘99.10

3 윤영식 ‘09.12 김대일 ‘09.12

4 이동훈 `14.11 정충희 ‘14.11





제18.2절                                                     개정 4 - 2014. 12- 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8.2절 안전변수지시계통

 검토주관 : 인간공학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안전변수지시계통(SPDS)의 주요 목적과 기능은 비정상 및 비상 상황에서 운전원이 발전

소의 안전상태를 판단하고, 노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원에 의한 대응 조치가 필

요한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안전변수지시계통은 비상시에 발전소의 

안전상태를 평가하고, 기능 지향적인 비상절차를 수행하며, 공학적 안전설비 또는 완화 

조치의 영향을 감시하는데 지원도구 역할을 한다. 또한 정상 운전시에는 발전소의 안전

상태를 쉽고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지속적으로 표시하게 된다.

검토범위는 안전변수지시계통의 주요 기능에 국한한다. 즉, 최소한의 발전소 변수, 안

전변수지시계통의 주요 기능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처리, 알고리즘과 훈련 

등이 검토범위에 포함된다. 운전원에 의한 비정상 상황 진단을 지원하는 자료표시와 

같은 이차적인 기능은 검토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인간공학분야 담당부서는 안전변수지시계통의 위치와 접근성, 디스플레이 형태, 운전

원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해 적절한 인간공학 설계원칙이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인간공학분야, 계통성능분야, 및 계측제어분야는 신청자의 안전변수지시계통 설계, 개

발, 설치시험 및 이에 대한 확인 및 검증(확인 및 검증) 프로그램 검토에 공동 책임을 

갖는다. 이와 관련한 본 절의 연계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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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측제어분야는 계통의 신뢰성 및 센서의 정확성과 같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운영체제에 대한 확인 및 검증과, 안전변수지시 계통의 하드웨어 신뢰성 및 가용성

에 대한 최종 설계를 검토하며, 계통의 신호들을 안전계통들과 격리시키는데 이용

된 방법과 전기적 고장의 파급방지 방법 등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한 검토사항은 

안전심사지침 7.5절 “안전에 요구되는 정보계통”등에서 관련 지침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었으므로, 해당 절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계통성능분야는 NUREG-0737, Supplement 1에 명시된 필수안전기능들을 표시하기 

위해 신청자가 선정한 변수들의 타당성 및 근거를 검토하며, 비상운전절차서와 안

전변수지시계통과의 관련성 및 일관성에 대해 검토한다.

3. 안전변수지시계통의 인간공학적 설계절차 및 공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18.0절 “인간공학-개요”에 명시된 인간공학 프로그램 요소의 이행절차에 근거하

므로, 해당 절과 연계하여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원자로제어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비상대응시설 및 설비)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

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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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

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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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허가 신청자는 안전변수지시계통의 기능이 제어실 설계에 적절히 통합하였는지

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운영허가 신청자는 안전변수지시계통이 NUREG-0737, Supplement 1의 다음 요건들

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가. 안전변수지시계통은 제어실 운전원에게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변수지시계통은 연속적으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노심의 성능 

저하 및 손상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지니는 제어실 요원이 발전소의 안전 상태를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안전변수지시계통은 발전소 운전원에게 다음과 같은 필수안전기능(CSF) 정보의 

제공이 충분하도록 최소한의 주요 발전소 변수들을 간결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표시할 특정한 변수들은 신청자가 선정한다. 

1) 반응도 제어

2) 원자로 노심냉각 및 일차계통의 열제거 

3)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건전성

4) 방사능 제어

5) 격납건물 상태

라. 안전변수지시계통은 승인된 인간공학 설계원칙, 기술기준 및 표준에 따라 설계되

어야 한다. 즉, 사용자가 안전변수지시계통에 표시된 정보를 쉽게 인식하고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변수지시계통에 대한 인간-시스템연계 설계에 대한 허용

기준은 NUREG-0700에 명시된 설계요소별 상세지침을 준용한다.

III. 검토절차

안전변수지시계통의 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예, 안전성분석보고서와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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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문서)에 대한 검토로 수행된다. 아래의 절차는 안전변수지시계통 허용기준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적용된다.

1. 건설허가 신청자

   신청자는 제어실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안전변수지시계통의 기능 및 요건을 설계

에 반영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8.1절에서 수행된 검토내용도 

고려되어야 한다.

2. 운영허가 신청자

가. 인간공학분야 심사자는 제출된 자료(이행계획 및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대해 계

측제어분야 및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와 함께 검토 일정을 수립한다.

나. 인간공학분야 심사자는 계측제어분야, 계통성능분야 심사자와 협조하여 신청자/

사업자의 안전변수지시계통 설계의 확인 및 검증 계획을 평가한다. 이 평가는 

안전변수지시계통이 발전소의 안전상태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정

보내용이 유효하고 신뢰성 있게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관련 요건을 만족하

여야 한다. NSAC-39에 제시된 확인 및 검증 프로그램의 지침을 따르는 것도 허

용될 수 있으며, 이와 동등한 내용을 포함한 다른 확인 및 검증 프로그램도 적

용될 수 있다.

다. 인간공학분야 심사자는 필요시 계통성능분야 심사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대

한 검토를 참고한다. 주요 검토내용은 표시용으로 선정된 변수들이 NUREG- 

0737, Supplement 1에서 명시된 주요 안전기능을 평가함에 있어 충분하고, 비상

운전절차서와 일치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라. 인간공학분야 심사자는 계측제어분야에 관련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대한 검토

내용을 참고한다. 이 검토내용은 안전변수지시계통의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소프

트웨어의 신뢰성과 가용성에 대한 평가와 안전계통으로부터 안전변수지시계통

의 신호를 격리시킨 방법 및 전기적 고장의 파급방지 방법에 대한 평가내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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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간공학분야 심사자는 인허가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와 이용한 설계 자료

를 검토하여 표시자료의 유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여부와 안전변수지시계

통의 화면형태와 운전상의 연계가 승인된 인간공학적 설계원칙, 기술기준 및 표

준을 반영하여 설계되었는가를 확인한다. 이와 관련된 평가에는 인간-시스템연

계 설비에 대한 인간공학적 상세설계 지침을 제시하는 NUREG-0700에 근거한

다.

바. 인허가 신청자의 안전변수지시계통 자료내용, 설계일정, 이행상태를 검토하는데 

있어 충분한 현장실사를 수행한다.

1) 설계확인 감사: 설계확인 감사의 목적은 확인 및 검증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주요한 의문사항을 해결하는데 있으며 요구되는 추가 정보의 습득, 프로그램

의 이행내용, 인간공학 활동내용을 확인하는 데 있다. 신청자는 안전변수지

시계통의 설계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설계검증 감사: 심사자는 모든 서류검토를 마치고 준공 상태의 원형이나 설

치된 안전변수지시계통의 평가를 수행한다. 이 감사의 목적은 인허가 신청자

의 시험결과가 안전변수지시계통 설계상의 기능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가

를 확인하는 것이며, 또한 안전변수지시계통이 적절한 인간공학적 사례를 보

여주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 있다.

3) 설치 감사: 인허가 신청자의 계획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안전변수지시계통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현

장실사를 통해 최종감사를 수행한다. 

IV. 평가결과

심사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

를 작성한다.

안전변수지시계통은 NUERG-0737, Supplement 1의 요건들을 반영하고 일치시키는 것

이 타당하며, 그 판단은 다음과 같은 평가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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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변수지시계통에 표시된 변수들은 주요안전기능들을 판단하는데 요구되는 최소

한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2. 안전변수지시계통은 안전계통에 이용되는 장비와 감지기에 대해 전기적 및 전자적 

간섭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3. 표시되는 자료의 유효성을 확신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4. 제공되는 정보가 이용자에 의해 용이하게 인식되고 이해될 수 있음을 안전변수 지

시계통의 화면 특성과 다른 운전상의 연계 특성이 충분하게 고려되었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원자로제어실 등)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비상대응시설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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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9.1절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검토주관 : 안전평가실

I. 검토분야

 신청자가 제출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중대사고의 발

생 원인이 되는 사건(내부 및 외부 기인사건)의 발생빈도와 각종 안전 및 보조 설비의 

기능상실 확률의 분석체계를 확인하며, 노심손상사고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종합적

으로 검토한다. 검토자는 노심손상을 일으키는 주요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

된 기기의 운전모드, 계통 기능 및 운전절차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야

를 검토한다.

 ∙ 내부사건 분석의 타당성

 ∙ 외부사건 분석의 타당성

 ∙ 정지 및 저출력 사건 분석의 타당성

 ∙ 노심손상 평가결과로 도출된 안전성 개선방안의 합리성

   검토자는 노심손상사고 발생시 격납건물로부터 환경으로의 방사성 물질의 방출

을 야기하는 사고들의 진행과정 즉, 격납건물 손상 사고경위에 대한 발생빈도를 예측

함과 동시에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양이 분석되었는지 확인한다. 또한 방사성 

물질의 격납건물 외부로의 누출에 주요하게 기여하는 방출모드를 파악하고, 안전성 개

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 격납건물 손상 사고경위 분석기준의 타당성

  ∙ 중요 신뢰도 모델 및 가정사항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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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납건물 손상을 유발하는 사고경위 빈도계산의 타당성

  ∙ 격납건물 외부로 누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대량방출 빈도계산의 타당성

  ∙ 격납건물 손상에 관한 취약점 파악 및 도출된 안전성 개선방안의 합리성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는 노심손상에 관한 평가와 관련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내부사건 사고경위분석과 관련된 기기, 계통 기능 및 운전 절차의 전반적 사항과 

연관되는 내용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안전심사지침 7장, 8장, 9장 및 10장의 각 

계통별 검토주관부서와 협력, 검토한다.

2. 외부사건 평가시 관련된 부지 또는 구조물 특성의 전반적 사항과 연관되는 내용

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안전심사지침 2장 및 3장의 검토주관부서와 협력, 검토한

다.

3. 비상노심냉각계통 및 격납건물계통 설계의 사고 완화 분석 정보들이 노심손상 평

가에 적절히 활용되는지를 안전심사지침 6장의 검토주관부서와 협력, 검토한다.

4. 비상운전절차서 작성 정보들이 노심손상 평가에 적절히 활용되는지를 안전심사지

침 13.5.2절의 검토주관부서와 협력, 검토한다.

5. 설계기준사고 분석 정보들이 노심손상평가에 적절히 활용되는지를 안전심사지침 

15장의 검토주관부서와 협력, 검토한다.

6. 인간공학과 연계되는 사항에 대해 안전심사지침 18장의 검토주관부서와 협력, 검

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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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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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노심손상 평가는 설계기준사고 등의 결정론적 분석결과를 확률론적 분석으로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노심 및 일

차계통 안전성에 대한 부적절한 리스크가 없다는 확신을 높여줄 수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의 수행사항은 일반적인 2단계 확률

론적 안전성 평가의 수행요건, 절차 및 과정과 부합되어야 한다. 2단계 확률론적 안전

성 평가의 수행범위 및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로 인한 안전성 향상 대책

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허용기준은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단, 검토자는 신청

자가 정량적인 성능목표 또는 보건목표를 기반으로 하여 규제 의사결정을 위한 고찰 

결과를 제시할 경우 그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리스크 정보를 활용한 의사결정을 반영하여 현재의 인허가 기준을 변경하거나 대안

을 선택하는 사안을 평가하기 위하여 검토자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심층방호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3. 사안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 증가량 및 그 영향은 불확실성, 집적효과 

(Cumulative Effects), 사고관리방안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적절한 수

준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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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1.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의 노심손상빈도 평가 부분에 대해 검토한다. 검토

는 노심손상 평가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 품질보증을 포함한 평가과정 및 결과

에 대한 설명, 중대사고 예방 설비의 유효성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

이 수행한다.

가. 노심손상을 유발하는 주요 사고경위를 분석하고, 정량화시 사용된 모델을 확

인한다. 평가모델에 사용된 주요 입력변수가 일관되게 처리되고 사용되었는

지를 확인하며, 수행된 분석절차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검토자는 노심손상에 

관련된 제반 조건 및 가정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여러 분야와의 상호연계성

을 고려한다. 특히 평가과정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고유 특성이 파악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적용한 방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술적 사항과 수행절차의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각 평가항목의 유효성을 검증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별 평가결과가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 모델 구조 및 정보의 취합: 분석단계별 품질보증과정을 정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석모델 및 정보취합과정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었는지 확인한

다. 발전소의 설계정보를 포함하여 참조한 자료 및 검토목록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수행범위 및 구성상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사용된 수행방법이 

인간오류 모델링, 공통원인 고장분석,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전산

코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외부사건 재해도(Hazard) 등과 같은 특정사항

에 대해 적절한 보조 자료를 사용하여 보완되어졌는지 확인한다.

  2) 초기사건 선정 및 사고경위 개발: 초기사건의 체계적인 조사과정에 분석대

상 원전의 고유한 계통고장 분석결과 뿐만 아니라 가동중 경험의 요약, 유

사한 설계특성을 가진 원전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검토결과가 포함되었

는지 확인한다. 사고경위들을 확인하는데 있어 부수적인 시나리오가 결정

론적 안전성분석에 의해 적절히 입증되어있거나 검증될 필요가 있는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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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한다.

   3) 재해도 및 취약도 분석: 검토자는 적용 가능한 리스크 기준을 만족시키는

지 여부를 규명하는데 있어 발전소 설계에 외부사건 재해도가 충분히 분

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검토자는 외부사건 발생시 기기 및 구조물

의 취약도(Fragility) 곡선이 적절히 개발되어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4) 계통 및 고장수목분석: 사고경위에 적용된 각 안전기능 또는 계통의 성공 

및 실패모드의 정의가 발전소 거동의 최적분석에 근거하여 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경제적인 이득 측면 등으로 보수적인 분석결과를 사용할 수 있

으나 이런 경우 신청자는 보수적인 가정의 영향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

록 결과를 고찰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계통 성공기준이 초기사건 또는 부

지, 예로서 소외전원상실빈도 차이에 따른 특이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정

되었는지, 또는 하나의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고려된 어떤 가정 사항이나 

지침이 다른 상황에서 비보수성을 유도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초기사건 이후 지속적인 노심냉각을 위하여 일정 기간 가동이 요

구되는 계통의 작동요구시간(Mission Time)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5) 사건수목분석: 각 초기사건에 따른 발전소 계통의 기능적 또는 계통적 모

델링과 운전원 회복조치 및 종속성이 적절히 묘사되었는지 확인한다. 노심

손상사고 전개과정은 격납건물 계통, 격납건물 내부에서 노심손상을 방지

하기 위해 필요한 계통, 설비의 이용가능성에 미치는 모든 사항들을 사건

수목들에 적합하게 반영하기 위해 격납건물 반응평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신뢰도자료 분석: 초기사건 빈도 및 기기의 고장자료는 유용한 가장 최신

의 자료와 대표적인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량화 작업에 필요한 입력자

료들의 수집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 기술되고, 신뢰도 모형 및 입력변수

들의 추정치가 적절한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선정된 일반 및 발전소 고유

자료가 보고서 전체를 통해 일관성 있게 사용되었는지 검토한다.



제19.1절                                                     개정 5 - 2014. 12- 6 -

  7) 인간 신뢰도 분석: 검토자는 모든 사고 상황에 필요한 주요 인간오류 행위

가 적절히 모델링되고, 체계적인 절차 또는 방법에 의해 분석되었는지 검

토한다.

  8) 종속고장 분석: 상호의존적인 실패에 대한 가능성이 종합적인 방법으로 고

려되어야 하며, 현재 가장 유용한 방법을 사용하여 적절히 분류되고,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정성적 분석, 해당 고장에 대한 정확

한 묘사, 분석대상의 선정 및 관련 변수 추정과정이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9) 정량화 과정: 검토자는 노심손상 사고경위 정량화에 중요한 정성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확인한다. 정량화 모델에 사용된 각 사고경위의 입력

자료 또는 사고 발생빈도를 계산하는 과정상에 사용된 수치가 적절한 이론

적 근거 및 설명을 토대로 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10) 불확실도 및 민감도분석: 신청자는 분석 과정시 사용한 입력자료 및 분석

모델로 인해 불확실성이 발생함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정

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원전 안전성 관련 의사결정

시 사용될 결과에 대해서는 불확실도 전파(Propagation) 분석이 상세히 수

행되어야 한다. 불확실성을 갖는 주요 입력자료 및 가정사항에 대한 문제

는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그 적절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도출

된 여러 가지 핵심적인 결과들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가정사항이나 입력자

료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결과의 영향이 적절히 파악되었는지 확인한다.

  11) 분석결과 해석: 검토자는 도출된 노심손상 평가결과가 사고 진행과정, 관련 

사고환경 및 회복요구사항들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평가결과가 노심손상을 유발하는 조건이나 사건을 조기에 인식하

기 위해 필요한 운전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비상운전절차와 중대사고시 예

측될 수 있는 상황간의 일관성을 보장하거나 운전원 훈련계획을 보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출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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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자는 신청자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가 격납건물 파손현상과 발전소 

특성의 영향, 주요 운전원 조치에 대한 이해 및 평가를 위한 체계를 제공하고, 발

생 가능한 사고경위들에 대해 격납건물과 격납건물 현상 완화계통과 관련된 설

계, 운전 취약점을 확인하고 있는지 검토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

들을 검토한다.

     가. 발전소 자료 및 설명

   1) 격납건물의 정보를 포함하여 참조한 자료 및 검토 목록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수행범위 및 구성상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2) 사용된 수행방법이 인간오류 모델링, 공통원인고장 분석,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전산코드, 자료 수집 및 분석, 외부재해 등과 같은 특정사항

에 대해 적절한 보조 자료를 사용하여 보완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3) 중대사고 진행 평가시 주요한 기기, 계통 및 구조물을 선별하고, 여러 상황 

하에서 이들의 작동 특성들이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

해 기술되었는지 검토한다.

     나. 발전소 모델과 물리적 과정에 대한 해석방법

   1) 사고 진행의 모든 가능한 경로를 구성하는데 있어 사용된 경험적 또는 이

론적 요인들과 모든 해석모델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2) 사용된 해석절차가 부분적인 영향분석 결과만으로도 전체적인 사고거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지 검토한다.

    다. 발전소 손상상태 및 체계

   1) 노심손상에서부터 격납건물내의 사고거동에 이르는 모든 사고경위의 연계

성이 일관성 있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한다. 이것은 1단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와 2단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와의 정보의 연계성이 적절하고, 2단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수행에 사용된 정보가 적절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

는지 검토한다.

   2) 사고경위들의 사고완화를 위한 운전원 조치 시간의 변화, 열제거원 상태변

화 및 전원 등의 보조계통들의 영향이 사고의 진행과정, 예상 발생확률 및 

체계화 과정에 적절히 적용되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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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군집화시에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 사고경위들을 모으기 위하여 사용된 군

집화 변수들에 대하여 검토자는 이러한 군집화 변수들이 적절하게 정의되

고, 이러한 정의가 격납건물에서의 사고전개 및 방사선원항을 특성화할 수 

있을 만큼 타당한지 검토한다.

     라. 격납건물 파손특성

   1) 구조해석 결과, 격납건물 파손에 영향을 미치는 하중, 즉 정하중, 국소 열

하중 및 동하중의 크기가 적절히 가정되었는지 검토한다.

   2) 각각의 파손가능 위치가 파손크기와 함께 정의되고, 그 취약성이 적절히 

평가되었는지 검토한다.

   3) 구조부지분야 검토자는 격납건물 응력해석 방법론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

지 검토하며, 격납건물 각 부분의 변형 허용율 등의 기술적 기준들이 현재

의 기술수준과 불확실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가정하였는지 검토한다.

     마. 격납건물 사건수목 개발

   1) 발전소 손상상태에 이르는 모든 사고경위가 적절한 분류절차에 따라 격납

건물 사건수목에 표현되고, 취급되었는지 검토한다.

   2) 사고경위에 적절한 시간간격이 고려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예를 들면 노심

손상전, 노심손상후 원자로용기 손상전까지, 원자로용기 손상시점, 원자로

용기 손상후 짧은 시간(Short Period), 원자로용기 손상후 긴 시간 (Long 

Period) 등이 있다. 검토자는 중요한 사건의 발생시점이 방사선원항에 미치

는 영향을 검토한다.

   3) 검토 시점까지의 기술 수준상 밝혀진 원자로용기 내·외부 현상들이 모두 

고려되었는지 검토한다.

   4) 모델의 논리구조가 맞는지 검토한다.

   5) 분석 모델간의 상호연계가 적절히 고려되었는지 검토한다. 정보 전달체계 

또는 분석결과의 반영 등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6) 확률론적이거나 물리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상호연계되어 있으므로 사건간

의 상호연계가 올바르게 모델 되었는지 검토한다. 검토자는 이러한 연계성

들이 체계적으로 분석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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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사고진행 및 격납건물 사건수목의 정량화

   1) 하중평가를 기초로 하여 각 격납건물 사건수목의 최종상태에 대한 성능특

성이 제시되고, 적절한 모델에 의해 정량화되었는지 확인한다.

   2) 방사성 물질의 방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통과 기기의 기능 이

용 가능성 및 건전성 등이 적절히 취급되고, 정량화되었는지 검토한다.

   3) 정량화에 사용된 확률모델의 입력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사용될 수 

있다. 검토자는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근거, 가정 및 경계조

건, 입력자료, 방법론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 발전소 고유의 전산코드 계산결과

              - 전산코드 계산결과로부터의 외삽 등의 방법에 의한 추정

              - 실험결과 또는 실험결과 외삽 등의 방법에 의한 추정

              - 수계산 (Hand Calculation)

              - 전문가 판단 (상기 모든 근거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도 있음)

     사. 방사선원항 결정 및 방출특성

   1) 방사선원항 방출특성이 적절한 방사선원항 평가방법 및 선정절차에 따라 

분류되었는지 검토한다.

   2) 검토자는 다음 분야를 포함하는 모든 가능한 핵분열 생성물 방출원으로부

터 방출되는 방사선원항을 고려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물리적 화학적 현

상이 올바르게 고려되었는지 확인한다.

              - 핵연료로부터의 방출

              - 원자로냉각재계통 내부의 핵분열생성물 거동

              - 격납건물 내부의 핵종 거동

     아. 민감도 분석 및 불확실도 분석

        앞에서 언급한 수행과정으로 인해 여러 형태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격납건물 사건수목 정량화작업은 이 불확실성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감도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확인한다.

   2) 변수들이 확인되고 범위가 확립된 후 격납건물 고장 및 방사선원항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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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범위로 변수

를 변화시킴으로서 격납건물 사건수목이 재정량화될 수 있다. 이에 대

한 재평가 수행 필요시 재정량화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3) 최종적으로 결과 확률 값이 가질 수 있는 불확실성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고 검토자는 이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3. 검토자는 평가결과가 노심손상을 유발하는 사건 발생시 심각한 방사능의 방출을 

막거나 줄이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거나 정립하는 데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기

타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참고문헌 및 기타 확률론적 안전

성 평가 검토지침 등을 상세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노심손상 평가결과가 제시된 허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타당한 설계 대

안 또는 합리적인 사고관리계획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그 내

용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한다. 또한 격납건물 손상빈도가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설비의 운전모드, 안전 기능 및 운전절차의 취약점을 규명하여야 하

며, 리스크 감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인허가 기준 변경 또는 대안 선택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자는 확률론

적인 고려사항과 전통적인 결정론적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를 위해 검토자는 우선 제안사항의 목적 및 배경을 검토하고, 의사결정사항의 요

점을 정의하여야 한다. 또한 제안사항의 성격과 분석범위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한 공학적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학적 평가의 내용에는 심층방호 기여사

항, 안전여유도, 리스크 및 불확실성 영향평가 등이 포함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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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1. 제출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수행방법 및 결과는 타당하며, 모든 관련 검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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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족한다.

 2. 주요 노심손상 사고경위, 설계 및 운전절차의 취약점, 격납건물 취약점 등을 도출

하였으며, 사고 예방 및 완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항들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3. 발전소의 설계 사양, 비상운전절차서 또는 기술행정절차서의 작성내용 등에 관하

여 신청자가 도출한 결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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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9.2절 중대사고 대처능력

 검토주관 : 안전평가실

I. 검토분야

   원자력발전소 (이하 ‘원전’)는 설계, 건설, 운영 등 전 과정에 대해 엄격한 기술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원전에서 원자로 노심이 손상되어 다량의 방사능이 환경으로 

누출되는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만약 중대사

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영향이 심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중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험

을 극소화하기 위해 발전용 원자로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중대사고 대응방안을 강구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검토주관부서는 새로 건설되는 원전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발전소 중대

사고 정책” [1]에 근거하여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원자로심의 손상을 방지하는 능력

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원자로 격납시설은 원자로 노심이 손

상되더라도 사고결과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조적 건전성과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에 대한 방벽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분

야를 검토한다.

   1. 중대사고 대처설계 

   2. 중대사고 대처능력 평가

   3. 중대사고 대처수단 구비 

   다음의 용어가 이 안전심사지침에 사용된다. 



제19.2절                                                     개정 2 - 2014. 12- 2 -

   1. “중대사고”라 함은 원전의 설계기준사고를 초과하여 원자로 노심의 손상을 수

반하는 사고를 말한다. 

   2.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라 함은 원전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종류와 이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사고로 인한 영

향을 확률론적 방법으로 정량화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을 말한다.

   3. “최적분석”이라 함은 물리적 모델을 사용하여 어떤 현상에 관련된 변수들을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발생가능한 중대사고 현상들을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도록 분석에 적용할 가정, 분석방법 및 분석기준들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최적 전산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민감도 분석이나 불확실성 분석을 

하여야 한다. 민감도 분석은 입력변수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불확실

성 분석은 전산코드들과 실험자료와의 비교 또는 전문가 판단 등을 활용한 분석

을 말한다. 최적의 가정, 방법 및 분석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현

상을 이해하는 데 내포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보수적 가정

을 하여야 한다.

   4. “가연성기체”는 수소나 일산화탄소를 말한다.

   5. “폭연 (爆燃, deflagration)”은 연소되지 않은 기체가 열전도에 의해 발열 화학

반응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고온으로 가열되는 연소파 (燃燒波)이며, 화염이 

음속 미만으로 전파되어 격납건물에 정적 하중 (정하중, 靜荷重)인 정압 (靜壓)을 

가한다.   

   6. “화염가속 (flame acceleration)”이란 폭연에 의한 화염의 속도가 아음속 또는 

음속의 수준으로 빠르게 전파되며, 폭발에 준하는 충격파와 상당한 동하중을 수

반할 수도 있다. 

   7. “폭발 (爆發, detonation)”은 연소되지 않은 기체가 충격파에 의한 압축에 의해 

가열되는 연소파이고, 폭발 파동은 초음속으로 전파되며, 동적 또는 충격 하중을 

정하중에 추가하여 격납건물에 가한다. 

   8. “연소폭발천이 (燃燒爆發遷移, Deflagration to Detonation Transition: DDT)”는 

폭연이 충분히 강력해지면 폭연에서 폭발로 갑자기 천이되는 현상이며 이에 의

한 하중은 격납건물 구조물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9. “격납건물 직접가열현상”은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에서 고압으로 격납건물 

대기로 분출되는 과정에서 격납건물 대기가 급격히 가열되고 수소연소가 동반되

어 격납건물 조기파손을 일으킬 수 있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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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증기폭발”은 노심용융물이 냉각수와 접촉하여 잘게 부숴지면서 냉각수로 급

격한 열전달이 이루어져 열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되어 충격파가 발생

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연계분야

  예상운전과도나 가상사고 등의 초기사건이 발생한 후 관련 안전계통들의 고장에 의

해 노심손상을 일으키는 중대사고로 진행될 수 있다.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중대사

고 예방능력과 관련한 다음 사항들에 대해 관련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의 검토결과를 

참조하여 새로 건설되는 원전에 중대사고 대처능력이 확보되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

으로 평가한다. 

1. 소내정전사고 대처능력 

    다음을 포함하여 소내정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음을 안전심사지침 8.4

절에 의한 검토결과를 통해 확인한다. 

    가. 소내정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 및 정전 허용시간과 원자로의 적절한 냉

각, 정전 및 회복 기간동안 격납건물의 건전성 유지능력

    나. 대체교류전원을 설치하고, 대체교류전원이 10분 안에 연결 가능하다는 것을 

시험을 통해 입증하거나 안전정지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될 때까지 발전소의 

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대처능력분석 결과

 2. 원자로 정지불능 예상과도사고 대처능력  

    원자로 정지불능 예상과도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줄이고 이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음을 안전심사지침 7.8절 및 15.8절에 의한 검토결과를 통해 확인한다.  

 3. 부분충수 운전시의 안전성 확보

    원자로 부분충수 운전중에 붕괴열 제거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성능

이 있음을 안전심사지침 5.4.7절 및 19.1절에 의한 검토결과를 통해 확인한다.

   

 4. 격납건물 우회누출사고 발생가능성 억제 및 대처능력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와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연결되어 있는 저압계통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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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간 냉각재상실사고 등에 의해 원자로냉각재가 격납건물 외부로 직접 방출되는  

격납건물 우회누출사고의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거나 이러한 사고에 대한 대처능

력이 있음을 안전심사지침 5.4.7절 및 15.6.3절에 의한 검토결과를 통해 확인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 정책” [1].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검토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 정책” [1]에 근거하여 새로 

건설되는 원전의 중대사고 대처능력을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

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

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

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중대사고 대처설계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격납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하다. 중대사고시 격납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아래의 격납건물 건전성 위협요소들

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거나, 현재 설계가 위협요소들에 대한 

대처능력이 있음을 보임으로써 만약의 사고에 대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3]. 

 가. 가연성기체의 연소나 폭발에 의한 국부적인 가열, 정하중이나 동하중에 의한 격

납건물의 건전성 위협 

 나. 노심용융물 고압분출이나 격납건물 직접가열현상에 의한 격납건물 대기의 급격한 

압력 및 온도 상승에 의한 격납건물의 건전성 위협

 다.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의 반응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응축성 기체로 인한 과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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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격납건물 기초콘크리트의 용융관통에 의한 격납건물의 건전성 위협 

 라. 증기폭발에 의한 비산물이나 동하중에 의한 격납건물의 건전성 위협 

 마.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나 저압계통 냉각재 상실사고 등에 의해 원자로 냉각

재가 격납건물 외부로 직접 방출되는 격납건물 우회누출사고에 의한 격납건물의 

건전성 위협 

  사실상 제거할 수 없는 중대사고 위협요소들에 대해서는 비상계획 조치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외부로의 방사성 물질 방출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3]. 

2. 중대사고 대처능력 평가

 가. 중대사고 대처능력 평가를 위해 중대사고 발생경위들 중에서 공학적 판단과 확률

론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대상 사고경위들을 선정하고, 이를 중대사

고 대처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사고경위에 대해 최적분석방법을 사

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나. 중대사고 대처능력 평가결과, 노심손상을 유발하거나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사고경위들은 그의 발생 확률이 최소화될 수 있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방사선학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3. 중대사고 대처수단 구비 

   중대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를 설계에 반영하거나 대처능력이 있어야 

한다 [2∼7]. 

 

 가. 중대사고시 가연성기체 발생에 대한 대처능력이 있어야 한다.    

    1) 핵연료 피복재 금속의 100%와 물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양에 등가한 수소를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가연성기체 완화계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연성기체 완화계통과 관련 계통은 다음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 핵연료 피복재 금속의 100%와 물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소가 방출되는 

중대사고 기간과 그 후에 격납건물 내부의 균일분포를 가정할 경우 수소농

도가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격납건물 각 격실의 가연성기체 농도는 

광범위한 화염가속이나 연소폭발천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낮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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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격납건물 내의 가연성기체 연소에 의해 격납건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원전의 안전정지 및 격납건물의 건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기기가 핵연료 피

복재 금속의 100%와 물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양에 등가한 수소의 방출

에 수반되는 환경조건 (가연성기체 완화계통이 작동되는 환경조건 포함)하

에 있었던 기간과 그 후에 그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원전 운전기간 중에 가연성기체 완화계통의 오작동이 발생하여도 이를 안

전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핵연료 피복재 금속의 100%와 물의 반응에 의해 수소가 생성 및 방출되고 수소

연소나 사고 후 비활성화에 따른 압력 증가 (비활성화 작용제가 이산화탄소로 가

정)가 수반되는 중대사고 기간과 그 후에 격납건물의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어

야 한다. 강재 격납건물인 경우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 MNE 3220의 C급 운전

한계 허용값에 관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 불안정성 평가는 요

구되지 않는다. 콘크리트 격납건물인 경우 압력과 사하중만을 고려하여 전력산업

기술기준 SNB 3720의 계수하중범주의 허용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이차계통 완전급수상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충분히 감압시켜 

급속감압계통 및 비상노심냉각계통에 의한 충전유출운전을 통해 노심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안전등급의 감압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이 설비

는 고압노심용융사고 기간에 노심용융물의 고압분출사고 및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크리프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감압능력을 가져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부

록 19-1절 참조]. 

 라. 격납건물 직접가열현상에 의해 격납건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심용

융물 고압분출사고를 억제하고 격납건물 직접가열현상 완화를 위한 설비의 설계

에 아래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등급의 급속감압계통을 원자로계통에 설치하고, 

    2) 원자로용기 하부에서 분출되어 격납건물 상부대기로 확산되는 노심용융물 파편

물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게 원자로공동의 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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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원자로용기 파손 후 원자로공동에서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의 반응에 의한 원자

로공동 콘크리트의 용융침식 및 비응축성 기체 생성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심

용융물의 퍼짐과 냉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원자로공동의 바닥면적을 충분히 넓게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노심용융물을 냉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노심용융물

과 콘크리트의 반응으로 발생하는 압력 및 온도 상승 등의 조건에서 노심손상 발

생 이후부터 약 24시간 동안 전력산업기술기준의 C급 운전한계 허용값이나 계수

하중범주의 허용값을 만족함으로써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격납

건물은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의 반응에 따른 불확실성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바. 원자로용기 외부에서 노심용융물과 냉각수의 반응에 의한 압력 및 온도 상승 또

는 증기폭발이나 비산물에 의한 충격 등에 의해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사. 위 ‘마’ 및 ‘바’ 호에 대해 노심손상 발생 24시간 이후부터 격납건물은 제어

할 수 없는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벽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 중대사고 대처를 위한 설계 및 대처능력 평가결과를 중대사고 관리계획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에 의한 노심용융물 

억류방안을 중대사고 관리전략으로 채택한 경우 

    1) 원자로용기의 외벽을 필요한 시간 내에 침수 또는 냉각시킬 수 있는 설비를 구

비하고,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에 의해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외벽냉각에 의해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유지가 가능한 사고들을 분석하고 외벽냉

각전략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및 중

대사고 관리전략에 반영할 수 있다. 

4. 중대사고 조건에서의 설비 생존성

   중대사고 대처를 위해 사용되는 기기나 계기 등의 설비들은 작동되어야 할 중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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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환경에서 필요한 기간 동안 운전될 수 있어야 한다. 중대사고 완화만을 위해 사용

되는 설비에 대해서는 환경검증 요건 (안전심사지침 3.11절)과 품질보증 요건 (안전심

사지침 17장), 다중성 및 다양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설계기준사고에 대하여 설치

된 안전관련 기기로써 중대사고 상황에 대처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그 기기가 

의도된 기능 수행이 필요한 기간 동안 중대사고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 중

대사고 완화기기의 설계에 다음의 각 호를 반영하여야 한다 [2, 3, 6, 7].

 가. 이 기기들은 1E급 소내전원 뿐만 아니라 대체전원으로부터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중대사고 발생 후 격납건물 내부의 환경조건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설비 생존성 

평가에 적절한 여유를 사용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

   중대사고 대처를 위해 사용되는 설비들은 주기적인 가동중 시험과 운전가능성 시

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새로 건설되는 원전에 대해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능

력이 적절히 확보되었는지를 아래와 같이 검토한다. 

1. 중대사고 예방능력

   중대사고 예방능력과 관련한 다음 사항들에 대해 관련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의 

검토결과를 참조하여 새로 건설되는 원전에 중대사고 대처능력이 확보되었는지의 여

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소내정전사고가 발생하면 충전펌프로 밀봉수를 주입하는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계통

이 손상되어 원자로냉각재가 누출됨으로써 노심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소내정전사고 

대처를 위해 대체교류전원을 설치한 경우 용량과 필요시 주제어실에서 수동으로 기동

하여 10분 이내에 안전모선에 연결이 가능한지를 안전심사지침 8.4절에 따른 검토주관

부서의 관련 검토결과를 참조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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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정지불능 예상과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고결과를 완화시키는 설비나 이중

원자로정지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원자로 정지불능 예상과도 완화

설비는 원자로정지계통과는 별도의 계통으로 구성되며 과도상태의 결과를 완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기존 원자로정지계통과는 (센서출력으로부터 최종 구동기 까지) 독립

적으로 신뢰성이 있도록 설치되었는지를 안전심사지침 7.8절 및 15.8절에 따른 검토주

관부서의 관련 검토결과를 참조하여 확인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수위가 고온관 중심부 이하로 배수된 경우가 원자로냉각재계통 

부분충수이며, 부분충수운전 중 잔열제거계통 펌프에 공기가 유입되는 경우 등에 의해 

붕괴열 제거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 부분충수 운전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아래 사항

들을 포함하여 붕괴열 제거기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 있는지를 안전심사지침 

5.4.7절 및 19.1절에 따른 검토주관부서의 관련 검토결과를 참조하여 검토한다. 

   가. 잔열제거계통의 높은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는 설비

   나. 잔열제거계통 흡입부와 원자로냉각재계통 연결부위의 저수위 상태에서 노심과 

잔열제거계통을 통한 연속적인 유량을 보장할 수 있는 설비

   다.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잔열제거계통 흡입부 연결부위의 수위를 신뢰성이 있도록 

측정할 수 있는 설비

   라. 저출력 및 정지시의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

격납건물 우회누출사고 발생가능성 억제를 위해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와 계통

간 냉각재상실사고에 의한 사고대처 방안 (격납기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격납건물 

우회누출사고의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거나 격납건물 외부로 직접 방출되는 원자로냉

각재의 양을 감소시켜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 및 제어계획 등)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개 이상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이 파단할 경우 증기발

생기 안전밸브나 방출밸브가 개방되어 방사성 물질이 격납건물 외부로 방출될 수 있

다. 격납건물 우회누출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이 있음을 안전심사지침 5.4.7 및 15.6.3절

에 따른 검토주관부서의 관련 검토결과를 참조하여 확인한다. 안전심사지침 19.1절에 

의한 증기발생기 전열관파단 사고가 발전소 위해도에 대한 기여도 검토결과를 확인한

다. 이 검토는 격납건물 우회누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설계개선에 대한 신청자 평가

와 잠재적인 설계 취약성을 확인하기 위해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에 의한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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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의 최적평가가 포함될 수 있다. 

2. 중대사고 대처설계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격납건물은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에 대한 신

뢰할 수 있는 기밀방벽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 

   가. 내부 압력이 강재 격납건물의 경우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 MNE 3220의 C급 

운전한계 허용값 또는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경우 압력과 사하중만을 고려하여 

전력산업기술기준 SNB 3720의 계수하중범주의 허용값을 초과할 경우,

   나.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와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연결되어 있는 저압계통의 

계통간 냉각재상실사고의 경우와 같이 격납건물 우회누출이 발생된 경우,

   다. 격납건물이 격리되지 않은 경우,

   라. 격납건물 밀봉재가 고온에 의해 파손된 경우, 또는 

   마. 노심용융물이 격납건물 원자로공동 콘크리트 기반을 관통한 경우

3. 중대사고 대처능력 평가

   대량조기방출빈도 (Large Early release frequency: LERF)는 중대사고 발생 시 원전 

외부에서 비상대응조치를 취하기 전에 격납건물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완화되지 않은 

상태로 방출되어 방사선에 의해 주민들의 조기사망을 일으키는 사고의 발생빈도이다 

[9]. 주민의 안전에 큰 위해를 주는 격납건물 우회누출사고와 격납건물을 조기에 파손

시키는 사고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격납건물을 조기에 손상시켜 방사성 물질을 대량으로 방출시킬 수 있는 수소폭발, 원

자로공동에서의 증기폭발과 고압노심용융사고에 의한 격납건물 직접가열현상 등의 중

대사고들이 발생치 않거나 사고결과를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격납건

물이 조기에 손상될 가능성이 최소화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중대사고 대처능력 평가에 최적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다음이 반영되었

는지 확인한다 [3]. 

   가. 전산코드들의 입력변수들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예상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나. 전산코드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술현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 종합분석이 가능한 전산코드들을 사용함으로써 분석대상 중대사고와 관련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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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현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분석수단으로써 주로 1차원 (lumped parameter) 코드를 사용할 경우 적용한 1

차원 코드로서 중대사고 거동을 충분히 모의할 수 없는 조건에 대해서는 검증

된 3차원 분석코드로써 보완 계산을 수행하거나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 1차원 

코드에 의한 분석결과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마. 계산된 값의 불학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산코드에 의한 최적분석 결과는 민감도 분석이나 불확실성 분석으로 보완되어야 한

다. 민감도 분석은 전산코드의 입력변수들과 모델링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최적분석에 필요한 중요한 변수를 도출하고 입력변수들을 현실적으로 변화

시킬 경우 분석결과에 급격한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이는데 사용된다. 불확실성 분석

은 원전의 조건들, 전산코드 모델들과 관련 현상들이 최적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적 조합을 의미한다. 불확실성 분석은 실제의 원전 변수들이 최적분석 결과 

및 특정의 높은 신뢰도에 의한 불확실성에 의해 포괄됨을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불확

실성을 평가하는데 민감도 분석, 전산코드들과의 비교, 실험자료와 비교 또는 전문가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0]. 

4. 중대사고 대처수단 구비 

   격납건물 직접가열현상이 발생하여도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유지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은 참고문헌 11 및 12에 제시된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원자로용기 파손후 원자로공동에서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 반응에 의한 원자로공동 

콘크리트 침식과 비응축성기체 생성 등의 완만한 에너지 방출사고에 대해서도 격납건

물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는지의 여부와 원자로공동의 노심용융물 냉각을 위

한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원자로공동에서 노심용융물 냉각에 의한 붕괴열 제거와 노심용융물 내부 금속의 산화

반응열 제거가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원자로공동 침수설비와 침수용량은 운전원이 사

고내용 인지 및 판단과 사고완화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증가시켜 적절한 중대사고 완

화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속히 냉각수를 주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원자로공동

의 냉각수 수위와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의 수위 등을 측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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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6.2.1절에 따른 평가결과 확인)와 중요한 계측설비들이 침수되지 않도록 설계

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원자로공동에서 노심용융물 상부를 침수시켜 냉각시키는 방법은 노심용융물의 냉각이 

반드시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상부침수에 의한 노심용융물 냉각의 

타당성은 이에 대한 국제연구결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심사지침의 내

용 중에서 원자로공동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과 노심손상 24시간 이후의 격납건물의 

핵분열생성물에 대한 방벽기능 평가에 대해서는 국제기술동향과 연구진척결과를 참조

하고, 관련 현상들의 불확실한 지식수준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자로공동 침수설비 등에 의해 원자로공동이 침수되도록 설계된 경우 원자로용기 파

손에 의해 분출된 노심용융물과 냉각수의 반응 (증기 급생성 또는 폭발)에 따른 결과 

(증기 및 수소발생, 비산물에 의한 충격과 폭발에 의한 동하중 등)에 의해 격납건물 건

전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설계하였는지를 검토한다. 압력이 낮거나 과냉상태에서는 증

기폭발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 포화상태의 냉각수는 잘게 부숴진 용융물 알갱이를 둘

러싼 증기막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포화상태의 냉각수에 비해 과냉상태의 냉각수에서 

증기폭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수심이 깊을수록 노심용융물의 분쇄를 촉진하

고 증기폭발에 필요한 혼합조건을 조성하기 때문에 폭발이 더욱 강력하다 [13]. 원자로

공동에서의 증기폭발은 원자로용기 지지물 및 중요 원자로냉각재계통 지지구조물 손

상 또는 비산물 발생에 의해 간접적으로, 그리고 폭발에 의한 동하중에 의해 직접적으

로 격납건물에 손상을 가하며, 원자로용기 지지물의 손상은 원자로냉각재계통 배관의 

과도한 변위를 일으켜 격납건물 관통부를 손상시킬 수 있다. 급속감압계통이 설치되었

거나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저압으로 유지되는 저압사고경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원자로 내부로의 냉각수의 주입으로 인한 증기폭발에 의해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설계되었는지 검토한다. 또한 증기폭발 현상의 불확실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였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노심손상 발생 이후부터 24시간 동안 격납건물의 압력이 강재 격납건물의 경우 전력

산업기술기준 (KEPIC) MNE 3220의 C급 운전한계 허용값 또는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경우 전력산업기술기준 SNB 3720의 계수하중범주 허용값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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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격납건물은 핵분열생성물의 누출을 억제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밀방벽의 역

할을 유지할 수 있다. 노심손상 발생 후 24시간은 핵분열생성물의 붕괴, 운전원 조치, 

중대사고관리전략의 활용, 자연대류에 의한 격납건물 내부의 핵분열생성물 침적과 소

외 비상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시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노심손상 발생 후 24시간 

동안 격납건물 기밀방벽 능력이 있음을 보였는지를 검토한다. 노심손상 발생 24시간 

이후부터 중대사고 환경조건에서 제어할 수 없게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누출을 일

으키는 격납건물의 파열이나 붕괴가 발생되지 않음을 평가하는데 격납건물 극한내압

능력 분석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중대사고시 격납건물의 압력이 극한내압능력 분석으

로 제시된 극한내압능력 분석값 보다 작을 경우 격납건물은 핵분열생성물을 제어누출

시킬 수 있는 방벽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프리스트레스 콘크

리트 격납건물의 극한내압능력은 프리스트레스 텐돈의 인장변형률 1% (0.01 inch/inch

의 tensile strain) 등의 파손기준들에 의해 결정된다 [14]. 중대사고시 격납건물의 압력

을 이 극한내압능력 또는 격납건물 취약도곡선의 중간값 (극한내압능력을 PSA 보고서

의 격납건물 취약도곡선의 중간값으로 사용한 경우)과 비교하여 제어할 수 없는 핵분

열생성물의 방출을 일으키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조할 수 있다. 

원자로심이 손상되어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부로 떨어지는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에 의해 노심용융물을 원자로용기 내부에 억류시켜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을 유지시키는 방안을 중대사고 관리전략으로 채택한 경우 아래 사항들

을 검토한다.   

   가. 노심용융물에 의해 원자로 하부용기 내부가 용융 및 침식되어도 원자로냉각재

계통의 압력과 노심용융물 하중에 대해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

토한다.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에 의해 발생되는 열응력에서도 원자로용기의 건

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노심손상이 발생하여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부

로 떨어지기 이전에 급속한 열응력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외벽냉각이 가능하도

록 하였는지 검토한다. 사고분석에 사용된 노심손상 가정과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원자로 하부용기에서의 노심용융물 거동분석결과 (정상상태의 용융물 

분포형태, 금속 및 산화용융물의 양, 상향 및 하향 열유속 등)의 타당성을 검토

한다.

   나. 원자로 공동의 구조, 원자로와 단열재 간격 등의 구조, 원자로용기 하부의 계측

배관 등 설비특성을 고려하여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냉각수의 유동 안정성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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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도록 하고, 원자로용기 외벽의 열전달형태는 핵비등 열전달이 보장되도록 

냉각수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외벽냉각에 의해 가열된 증기와 

고온의 냉각수가 원활하게 배출되어 원자로용기 하부의 가열면으로 차가운 냉

각수가 충분한 유량으로 유입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원자로용기 외벽에서 핵

비등 열전달이 유지되었는지의 여부와 이와 관련된 열수력 특성에 대해 불확실

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검토한다. 현재 원자로외벽에서의 임계열유속으로 활

용가능한 상관식들을 적용할 때 이들의 타당성과 관련 임계열유속 유지에 필요

한 원자로용기와 단열재 사이의 간격 및 수위와 재순환 유량을 유의하여 검토

한다. 

   다. 냉각수 주입설비와 용량은 운전원이 적절한 중대사고 완화조치를 취할 수 있도

록 신속히 냉각수를 주입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외벽냉각설비의 

오작동을 방지할 장치와 절차서를 갖추었는지를 검토한다. 원자로용기의 건전

성 유지를 위한 외벽냉각설계의 장단점 분석결과와 설계자료 등을 중대사고 관

리계획에 반영하였는지를 검토한다.  

   라.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에도 불구하고 원자로용기가 파손되어 금속층 등 노심용융

물이 분출될 경우 증기폭발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증기폭발의 가능성과 영

향에 대처할 수 있게 설계하였는지를 검토한다. 

5. 중대사고 조건에서의 설비 생존성

   다음이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한다. 

   가. 중대사고 완화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기와 이들 기기들이 작동해야 하는 

환경조건 목록 

   나. 중대사고 완화기기가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적용대상 초기사건의 상황 (소내정전

사고 및 지진 등)과 그 기기의 작동이 필요한 환경조건 (압력, 온도, 방사선 포함)

   다. 요구되는 계통의 성능기준

중대사고 완화기기의 규격 및 품질 보증에 대해서는 소내정전사고 요건 (안전심사지침 

8.4절 참조)을 만족하기 위해 설치되는 비안전성 기기에 준하는 계통 및 발전소 기기

의 규격에 관한 Regulatory Guide 1.155 부록 A 및 B의 지침 [15]을 준용하여 검토하

며, 기존 안전관련 계통과의 독립성, 내진검증, 환경 고려사항,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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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설계기준사고에 대해 설치된 계측기를 중대사고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계

측기의 측정범위 및 정밀도, 중대사고 조건에서의 계측기의 성능, 계측기의 상한범위

와 예상되는 중대사고 조건을 측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계측기와 전선의 위치에 따른 

취약성을 검토한다. 

6. 시험 및 검사

   중대사고 대처를 위해 사용되는 설비들은 계통의 건전성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가동중 시험 및 운전가능성 시험과 필요시 누설률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는지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새로 건설되는 원전의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

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중대사고 대처능력의 확보를 위해 제시한 수행방법 및 결과는 타당하며, 관련 규

제입장을 만족한다.

  2. __ 원자력발전소는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원자로 노심의 손상을 방지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원자로 격납시설은 원자로 노심이 손상되더라도 사고결과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구조적 건전성과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에 대한 방벽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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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9.3절 중대사고관리계획

검토주관 : 리스크평가실

I. 검토분야

  중대사고관리란 중대사고의 발생으로 노심손상이 발생하더라도, 노심 손상의 진행을 

완화하고 가능한 한 원자로용기 내에 가두어 격납용기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소외로의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관리팀(발전소 운전원 및 비상대책요원)이 취해야 

할 제반 조치 행위로서 정의되며, 이러한 중대사고 관리를 위해 사전에 마련된 종합적

인 계획을 중대사고관리계획이라 한다. 중대사고관리계획의 목표는 발전소의 설계특성

에 대한 심도있는 지식과 발전소의 인원과 기기의 능력에 대한 이해를 결합시켜서 적

절한 사고관리 전략을 개발하고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중대사고관

리계획을 개발할 때 확률론적안전성평가 및 중대사고분석 결과에 근거한 실질적인 안

전성 향상의 효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중대사고관리계획의 요소를 검토

해야 한다.

  1. 발전소 성능과 취약점의 파악

  2. 의사 결정 책임과 권한의 규정

  3. 필요한 정보의 결정 및 새로운 정보의 반영

  4. 공학적 방법을 포함한 효과적인 전략의 개발

  5. 절차서와 지침서의 개발

  6. 훈련 요건의 결정 및 수행효과의 입증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는 위에서 언급한 중대사고관리계획의 검토와 관계되는 검토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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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평가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만일 신청자가 해당발전소의 중대사고관리

지침서의 근거로서 검증 및 승인되지 않은 기술배경서를 참고하거나 제시한다면 검토

자는 기술배경서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중대사고관리계획의 전반적인 검토를 완수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술부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검토지원부서는 

필요한 경우 추가정보를 요구하고, 해당 검토주관부서에 검토결과를 제공한다.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중대사고관리계획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

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공학적 안전설비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안전심사지

침 6장 및 15장의 허용기준하에 수행된 설계기준사고 분석 정보들이 중대사고관

리지침서 평가에 적절히 활용되는지 검토한다.

  2.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중대사고관리에 사용된 계측기 및 설정치가 적절한지 

검토한다.

3. 운전절차서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3.5.2절의 허용기준에 따라 수행된 비

상운전절차서 작성 정보들이 중대사고관리지침서 작성시 적절히 고려되었으며 연

계성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4. 방사선비상대책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3.3절의 방사선비상계획서 정보들

이 중대사고관리지침서 작성시 적절히 고려되었으며 연계성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5. 품질관리분야 담당부서는 중대사고관리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 및 책임에 관한 규

정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 정책”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16.2, “중대사고 대응방안”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16.4, “중대사고 관리계획”

경수로형 원전 규제지침 16.2, “중대사고 관리계획”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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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관리계획에 대한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

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

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중대사고관리계획은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정책”에 따라 수립되어야 하며 신청

자가 중대사고관리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야 한다. 중대사고 현상에 대한 기술배경 평가의 허용기준은 검토시점에서 통용되는 

기술적 지식을 적용한다. 개별원전의 안전성평가 및 취약점을 파악하고 관련된 중대사

고 분석에 근거한 실질적인 발전소의 안전성 향상 효과를 얻기 위해 중대사고관리계

획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 및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1. 발전소 고유 기술배경서 및 중대사고관리지침서  

   2. 발전소 고유 작성자지침서

   3. 검증 프로그램  

   4. 훈련 프로그램

   5. 유지관리 프로그램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중대사고관리계획 관련 제출서류에 대해 상기 II.의 허용기준에 따라 검토

한다.  중대사고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제출된 다섯 개 분야 즉,  발전소 고유 기술배경

서 및 중대사고관리지침서, 발전소 고유 작성지침서, 검증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및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각 분야별 검토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발전소 고유 기술배경서 및 중대사고관리지침서 

   중대사고관리전략 선정의 적절성과 중대사고관리팀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기술배

경서의 개발이 완료되고, 중대사고 조치에 요구되는 계측기 및 필수정보의 분석이 수

행되었는지 발전소 고유 기술배경서를 검토한다. 신청자는 승인된 일반 기술배경서 또

는 승인되지 않은 기타 기술배경문서를 참조하여 발전소 고유 기술배경서를 작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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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중대사고관리전략이 이러한 기술배경서의 전략에 따르는지 검토한다.

   신청자가 승인된 일반기술배경서를 발전소 고유 기술배경서의 기초자료로 사용한 

경우, 기술배경서의 주요 부분은 일반적으로 검토되었다고 본다. 일반기술배경서를 참

조한 발전소 고유 기술배경서를 검토할 때에는 일반기술배경서와의 주요 안전성 차이

점이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일반기술배경서로부터 발전소 고유지침서로 전

환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일반기술배경서와 비교해서 도출된 주요 안전성 

차이점은 심층 검토되어야 한다. 

   일반기술배경서를 참고하지 않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개별원전 안전성평가 자료 및 

중대사고 분석자료를 검토한다.  중대사고관리지침서 개발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법

은 NUREG/CR-6009에 잘 제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이 수행되었으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가. 개별원전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른 발전소의 취약점 파악 

  나. 개별원전안전성평가 및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 근거한 중대사고 과정의 분류 

  다. 나. 에 근거한 개별 발전소의 사고관리 능력 확인 

  라. 나. 에 근거한 완화 전략 확인 

  마. 현상학적 영향, 인적 요소, 기기 및 계측기 평가 등을 통한 전략 선택과 필요시 

운전설비 향상 

  바. 상기 가. 부터 라.의 수행 결과를 이용한 전략의 효과적 이행에 필요한 절차서/

지침서, 의사결정의 책임 및 권한, 기기 및 공학 설비, 계산지원 도구, 계측기, 

훈련 프로그램 등을 향상하고 보완 

  사. 바. 의 수행결과 검증 

  아. 중대사고관리계획에 대한 새로운 사고관리정보의 추가 및 확인

  자. 상기 가.부터 아.의 과정을 재평가하고 개선된 최종 중대사고관리지침서 개발 

2. 발전소 고유 작성자지침서

   발전소 고유 작성자지침서의 검토는 중대사고 관리팀이 중대사고관리지침서를 효

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검토자는 지침서간의 일관성이 유지되

고 있으며 완전, 정확하며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운전원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인적 

실수를 하지 않도록 기술방법이 적합한지 지침서의 구성, 형식, 서술방법 및 강조기법

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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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증 프로그램

   중대사고관리지침서의 기술정보가 기술배경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자지침서에 따

라 적절하게 표현되었는지를 평가하며, 지침서의 조치 내용과 발전소 설비간에 일치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대사고관리지침서의 검증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검증 프로그

램을 검토할 때에는 중대사고관리지침서의 사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시나리오 개발, 검

증방식의 선택 및 불일치 사항의 평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도출된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혹은 반영 조치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모든 불일치 사항은 보고서로 

문서화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4. 훈련 프로그램

   중대사고관리계획에 대한 교육 내용과 주기적으로 훈련이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할 때에는 중대사고 현상 및 

대응조치에 대한 기본 교육내용의 포함여부, 실제적인 훈련의 주기적인 수행 여부, 그

리고 중대사고 관리팀이 의사 결정의 책임과 직무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는가 확인한다.

5. 유지관리 프로그램

   중대사고관리계획에 대한 발전소 고유 기술배경서 및 중대사고관리지침서 등 관련 

문서가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지관리 프로

그램을 검토한다.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검토할 때에는 지침서 개발 및 지침서에 대한 

사용원칙의 제시와 유지관리 절차를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를 확인한다.  중대사고관

리계획 문서는 사용 가능한 문서로 훈련 및 관리되어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공식적으

로 포함하는 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필요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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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1. 전체적인 중대사고관리 접근 방식은 기술적으로 타당하다.

2. 사고분석의 품질 및 정도는 중대사고관리계획을 모든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불확실도 평가는 모든 수준에서 적절히 수행되었다.

4. 중대사고관리지침서는 발전소의 관련 운전절차서와 잘 연계되어 있다.

5. 중대사고관리지침서는 적절히 확인 검증되었다.

6. 발전소 비상조직과 사고관리 요원의 임무가 정확히 부여되어 있다.

7. 사고 진입 및 종결 기준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및 완화 조치와 절차서들의 상호 관

계가 일관성이 있다.

8. 중대사고조건에서 기기 및 계기의 성능이 적절하다.

   신청자가 제출한 별도의 중대사고관리계획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분야를 검

토하고 만족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1. 발전소 고유 기술배경서 및 중대사고관리지침서

    발전소 고유 기술배경서는 중대사고 현상 및 전략 분석결과에 따른 승인된 일반 

기술배경서, 또는 발전소별 중대사고 취약성 평가, 직무분석, 인간신뢰도분석 및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결과에서 도출된 중대사고 기술문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

다.  또한 중대사고관리지침서는 발전소 고유 기술배경서와 작성자지침서 등 중대

사고 관련 기술 문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개별 발전소에서 확인 및 검증을 

통해 중대사고를 예방, 완화, 종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작

성되었다. 

  2. 발전소 고유 작성자지침서 

    작성자지침서에는 기술배경서를 사용하여 개발된, 중대사고관리지침서가 완전하

고,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이해 및 수행하기에 쉽게 작성된다는 것을 확인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작성자지침서에 기술된 

방법은 중대사고관리지침서의 지침서간 또는 지침서 내에서 연속성을 갖고 있다.

  3. 검증 프로그램

    중대사고관리지침서가 작성자지침서에 따라 작성되고, 중대사고 시나리오 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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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방식의 선택이 적절히 수행되었으며, 중대사고관리지침서의 각 전략에 대한 

조치사항이 발전소 설비와 일치하는지 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들 사항의 문

서화 및 반영에 대한 절차가 준비되어 있다.

  4. 훈련 프로그램

    중대사고관리계획의 기본적인 목표, 접근 방식, 중대사고관리지침서의 구성, 사고

완화전략 및 기술적 배경을 중대사고 관리팀이 이해하고, 중대사고관리계획을 수

행하는데 필요한 실무 지식을 갖도록 훈련 과정, 수단 및 교육훈련결과의 평가방

법이 수립되어 있다.

  5. 유지관리 프로그램

    중대사고관리계획 문서는 사용 가능한 문서로 훈련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대사고

관리지침서에 대한 사용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설계변경 및 운전경험으로 

도출된 개선사항이 지침서에 반영되고 중대사고관리지침서의 적절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절차가 준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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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19-1 일차계통 급속감압 능력확보

 검토주관 : 중대사고분야 담당부서

I. 개  요  

   이 부록의 목적은 사고시 초기에 일차냉각재계통의 냉각을 증기발생기 이차계통에

만 의존하는 발전소 설계에 대하여 추가의 잔열제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을 마

련하기 위함이다. 증기발생기 이차측 급수계통이 상실되면 증기발생기 이차계통 냉각

수가 고갈되고 그 후에는 가압기 안전밸브를 통하여 일차계통 냉각재가 누설된다. 따

라서 일차계통에 냉각재가 공급되지 않고 지속적인 일차 냉각재 누설로 인하여 노심이 

노출되므로 노심의 안전성이 위협받게 된다.

   상기와 같은 사고의 전형적인 예로서 급수완전상실사고 (Total Loss of Feedwater : 

TLOFW)가 있다. 이 사고가 발생하면 노심의 붕괴열이 증기발생기를 통해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은 가압기 안전밸브 개방압력 설정치까지 가압되고 안

전주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노심손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중대사고 발생시 

대체 잔열제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차냉각재계통에 인위적으로 냉각재를 배출시

켜 감압시킬 수 있는 능력 (이하 “급속감압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일차계통을 

감압시킨 후 비상노심냉각계통에 의하여 일차계통을 냉각시킬 수 있다.

   운전원이 일차냉각재계통 감압을 통해 노심손상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결과를 완

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감압설비의 용량, 감압시점과 일차냉각재계통이 고압으로 유지

되는 중대사고의 예상 사고진행범위 등을 포함한 여러 요인들에 달려있다. 특히 일차

냉각재계통 감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전소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1. 정격 열출력

   2. 일차냉각재계통 총 체적

   3. 운전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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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급속감압 용량

   5. 가압기 안전밸브의 개방압력

   6. 증기발생기 2차측 총 냉각수 체적

   7. 축압기 (또는 안전주입탱크) 전체의 냉각수 체적

   8. 축압기 (또는 안전주입탱크) 주입 설정 압력

   따라서 급수완전상실사고시 운전원이 일차냉각재계통 감압조치를 취할 경우, 노심

손상 예방과 사고결과 완화를 위한 일차냉각재계통 감압 및 충전유출운전이 효과적으

로 수행될 수 있는 지를 상기 변수의 특성과 급속감압의 작동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거동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검토연계분야

  1. 안전심사지침 5.2.5절의 검토주관부서인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냉각재 

계통 압력경계에 해당하는 설계사항에 대해, 배관 및 밸브 설계기준, 과압방지 설

비, 배수설비, 누설 감시설비 등 설계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II. 규제 입장

  1. 급속감압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은 급수완전상실사고를 설계기준으로 하여 동 사고 

발생시 안전주입이 가능하도록 일차냉각재계통을 충분히 감압시켜 비상노심냉각

계통에 의한 충전유출운전을 통해 노심의 잔열을 제거시킴으로써 노심손상을 방

지할 수 있어야 한다. 노심손상이란 액체-증기 혼합물의 수위에 대해 노심상부까

지의 여유도가 2 ft 이하로 감소되었을 때 발생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3-9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한다. 사고분석에 최적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단일고장

을 가정하여야 한다. 운전원의 대응능력, 급속감압능력을 가진 계통 및 안전주입

계통의 성능 등의 예측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급속감압기능 설계에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요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설계기준을 만족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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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적용 기술기준

- 급속감압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은 안전등급계통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급속감압기능을 수행하는 계통과 비상노심냉각계통에 각각 단일고장이 발생

하여도 충전유출운전을 통한 노심냉각으로 노심손상이 방지될 수 있어야 한다.

- 급수완전상실사고시 충전유출운전을 위해 급속감압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을 

작동시키는 운전원 조치 등을 포함하여 설계에 사용하는 운전원 조치시간들

은 ANSI/ANS-51.1 및 ANSI/ANS-58.8 혹은 다른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설정

되어야 한다.

- 급속감압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의 내진설계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를 따르고 안전 등급분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9호 “원자

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교류전원 완전상실사고 발생시에도 감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압관련 

기기들은 비상교류전원, 대체교류전원 및 직류전원으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하

며, 또한 충전유출운전은 소외 교류 전원과 소내 비상 교류전원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 급속감압능력을 가지는 계통의 다중기기들은 한 계열(train)의 고장이 다른 

계열의 성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RG 1.75 및 IEEE Standard 384-1981의 지침

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전기적으로 독립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설계사항

- 급속감압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은 급수완전상실사고시 예상되는 원자로냉각

재의 유동조건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하며 이들 조건에서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시험을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TMI 요건 II.D.1)

- 급속감압기능을 수행하는 계통내 모든 감압 및 격리밸브들의 개폐여부를 알

리는 지시기를 주제어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TMI 요건 II.D.3)

- 급속감압능력을 가지는 계통의 모든 기기들은 운전원이 주제어실에서 원격 

수동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급속감압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의 오작동이 방지되도록 동 계통은 설계 및 

통제되어야 한다.

- 급속감압능력을 가지는 계통의 설계시 수격현상 (water hammer) 등에 의하

여 급속감압기능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정상운전 중 급속감압기능을 수행하는 계통 밸브들을 통한 원자로 냉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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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을 탐지할 수 있고 주제어실에서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환경검증 및 동하중

- 급속감압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의 작동이 다른 안전관련 기기들(격납건물 살

수계통 포함)의 성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또한, 상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계통이 작동 또는 오작동될 경우 발생하는 분사충격하중, 온도, 습도, 침수 

등의 가혹한 환경조건이 격납건물 내부의 안전관련 기기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감압기능 작동시 안전관련 

기기의 환경관련 기준요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급속감압능력을 가지는 계통 작동에 의한 가압정도가 격납건물의 설계압력

과 격납건물 소격실의 설계차압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배관 휩(whip) 하

중과 분사충격하중 등의 동적 하중을 구조물 설계에 고려하여야 한다.

- 가압기 안전밸브 및 급속감압능력을 가지는 계통 밸브 작동을 포함하여 정

상운전, 과도상태 및 사고조건 등 발전소의 모든 운전조건에서 급속감압능력

을 가지는 계통 및 기기는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설

계에 동적 하중이 고려되어야 한다.

- 급속감압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은 배관 휩(whip) 하중 및 환경영향 등을 포함

하여 고에너지 배관의 파단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가동중 검사

- 급속감압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은 ASME Code의 Section XI 요건에 따라 가

동중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2. 일차냉각재계통 급속감압은 고압 노심손상사고시 원자로 용기 하부 헤드가 파손

됨에 따라 발생하는 노심용융물 고압분출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감압이 성

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일차냉각재계통의 자연순환현상에 의해 일차냉각재계통의 

고온배관이나 증기발생기 전열관 등이 고온응력에 의한 크리프(creep) 현상으로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감압능력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최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3. 비상운전 절차서 작성시 일차냉각재계통의 급속감압 절차가 반영되어야 한다. 

(TMI 요건 I.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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