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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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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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허가신청자가 작성·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

에 기술된 내용이 원자력안전법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

부를 평가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심사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서는 안전심사과정에서 검토자에게 필요한 규제요건과 허용

기준 기술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내부의 검토절차 또는 

규제입장을 밝힌 문서이다. 따라서 검토자는 본 안전심사지침서를 활용하여 안

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이 해당 규제요건과 허용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 평가

하여 안전성을 심사한다. 허가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심층검토를 위하

여 경우에 따라서는 원자력발전소 설비의 설계자와의 직접적인 논의를 통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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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침이 법적인 강제규정은 아니므로 허가신청자는 해당 규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검토자는 대안의 기술적 타당성과 규제요건 

만족 여부를 판단하여 안전성을 평가한다.  

  허가신청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함에 있어 검토자는 본 안전심

사지침 외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기준과 규제지침을 동시에 참고하여



야 하며, 규제기준과 규제지침은 본 안전심사지침보다 우선하는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규제기준과 규제지침이 본 안전심사지침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규제기준

과 규제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규제기준과 규제지침의 기술적 근거가 불명

확한 경우에는 본 안전심사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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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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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검토부서의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동시에 검토부서간의 상호보완 

및 연계검토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검토주관부서는 해당 절의 안전성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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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며 검토의견을 검토주관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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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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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검토분야

  검토주관부서에 의해 검토되어야 할 안전성 검토업무 범위가 기술되어 있다.  

또한, 검토주관부서가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검토연계

부서가 수행하고 상호 공유하여야할 검토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Ⅱ. 허용기준

  규제요건 및 관련 기술기준이 기술되어 있다. 기술기준은 국내법규에 의한 

해당기준 및 현재 국내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준에 대해서는 외국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의 일부 절에서는 검토주관부서의 기술적 입장이 

부록에 기술되어 검토자가 허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 및 접근방식을 제공한다.



Ⅲ. 검토절차

  검토업무가 어떻게 수행되는가를 기술하고 있으며, 검토자가 검토대상인 안전

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계통, 기기, 분석데이터 또는 정보가 허용기준에 만족함

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계별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Ⅳ.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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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의 각 절에 대해 이러한 형태의 검토결론을 안전심

사보고서에 수록할 수 있다. 본 안전심사보고서에는 검토업무를 어떤 측면에서 

수행하였으며, 어떤 면을 강조했었는지를 포함해서 추가 요구되는 정보, 추후 

해결되어야 할 사항 및 미해결사항과 원전설계자 또는 신청자 계획사항 중 안

전심사지침에 규정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안전심사지침에서 위배된 

사항의 근거 등을 포함한 검토업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Ⅴ. 참고문헌

  안전심사지침서 개발에 사용한 참고문헌의 목록을 열거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은 국내원전 안전성평가와 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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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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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축적된 규제기술 및 국내외 최신기술을 본 지침에 시의 적절하게 반영하여 

심사에서 누락되는 항목이나 다루어지지 않는 분야가 없도록 꾸준하게 개정작

업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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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1 부압형 격납건물을 포함한 건식형 격납건물

6.2.1.2 부격실 분석

6.2.1.3 가상 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분석 



6.2.1.4 가상 2차계통 배관파열에 대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분석 

6.2.1.5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평가를 위한 격납건물 최소압력 분석

6.2.2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6.2.3 이차 격납건물 기능설계

6.2.4 격납건물 격리계통

6.2.5 격납건물내 가연성기체제어 

6.2.6 격납건물 누설시험 

6.2.7 격납건물 압력경계 파단방지 

6.3 비상노심냉각계통 

6.4 주제어실 상주보장 설비

6.5.1 공학적안전설비 공기정화계통 

6.5.2 핵분열생성물 제거계통으로서의 격납건물 살수

6.5.3 핵분열생성물 제어계통 및 구조물 

6.6 KEPIC 코드등급 2 및 3 기기의 가동 중 및 시험

부록 6.1.1-1 비상노심냉각수의 pH 제어

부록 6.2.1.5-1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 평가를 위한 격납건물 최소압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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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6.2.4-1 정상 운전중 격납건물 환기 및 배기

부록 6.2.5-1 냉각재상실사고 시 격납건물내 수소농도 계산 방법

부록 6.3-1 재장전수저장탱크와 재순환집수조로부터 안전주입 펌프까지의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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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7장 ~ 8장)

제7장 계측제어

7.0 계측 및 제어 - 검토절차 개요



7.1 계측 및 제어 - 서론

7.2 원자로정지계통 

7.3 공학적 안전설비계통 

7.4 안전정지계통 

7.5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

7.6 안전에 중요한 연동계통 

7.7 제어계통

7.8 다양성 계측제어계통 

7.9 데이터 통신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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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7.0-1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검토절차

부록 7.0-2 가동 중 원전의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변경허가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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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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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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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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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7-1 고압력의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저압력계통의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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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7-3 원자로냉각재펌프 비가동중 원자로 운전을 위한 보호계통의 정지 

설정치 변경

부록 7-4 보조급수계통의 설계기준 

부록 7-5 가압경수형 원자로 단일제어봉의 불필요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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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7-7 Regulatory Guide 1.22의 적용에 관한 지침 

부록 7-8 원자로보호계통의 예상정지에 관한 요건

부록 7-9 Regulatory Guide 1.97 적용을 위한 지침



부록 7-10 격리장치의 적용과 품질 

부록 7-11 계측장비의 설정치 설정과 유지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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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7-13 디지털 컴퓨터기반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소프트웨어 검토지침

부록 7-14 자기시험 및 감시시험 설비에 대한 평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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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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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7-17 디지털 컴퓨터 실시간 성능에 관한 평가지침

부록 7-18 일반의제, 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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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전력계통

8.1 전력계통 - 서론

8.2 소외전력계통 

8.3.1 소내 교류전력계통

8.3.2 소내 직류전력계통

8.4 발전소 정전사고(SBO)

부록 8.2-1 발전차단기(GCB) 및 부하차단스위치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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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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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8-2 디젤발전기의 첨두부하 시 이용

부록 8-3 소외전력계통의 안정도 

부록 8-4 수동제어 전기구동밸브에 대한 단일고장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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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8-6 발전소 전력계통의 전압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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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8-8 발전소 현장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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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9장 ~ 10장)

제9장 보조계통

9.1.1 신 핵연료 저장 

9.1.2 사용후 핵연료 저장 

9.1.3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9.1.4 경하중 취급계통 

9.1.5 중하중 취급계통 

9.2.1 용수계통 

9.2.2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 

9.2.4 식수 및 위생수 계통 

9.2.5 최종 열제거원 

9.2.6 응축수 저장시설 

9.2.7 필수냉방계통 설계 심사지침

9.3.1 압축공기계통 

9.3.2 공정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

9.3.3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 

9.3.4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9.4.1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

9.4.2 사용 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계통

9.4.3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 건물 환기계통

9.4.4 터빈건물 환기계통



9.4.5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

9.5.1 화재방호계획

9.5.2 통신계통

9.5.3 조명계통

9.5.4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

9.5.5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

9.5.6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

9.5.7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

9.5.8 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

부록 9.5.1-1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 지침

제10장 동력변환계통

10.2 터빈 및 발전기계통

10.2.3 터빈 회전자 건전성 

10.3 주증기 공급계통 

10.3.6 증기 및 급수계통 재료 

10.4.1 주복수기 

10.4.2 주복수기 진공계통

10.4.3 터빈축 밀봉계통 

10.4.4 터빈우회계통 

10.4.5 순환수계통

10.4.6 복수정화계통 

10.4.7 복수 및 급수계통

10.4.8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10.4.9 보조급수계통 



10.5 담수계통

부록 10.2-1 터빈 및 발전기 보조계통에 대한 설계 지침

부록 10.4.7-1 증기발생기에서의 수격현상예방 설계지침

부록 10.4.9-1 비상급수계통 펌프구동 및 동력원 다양성에 관한 설계

제5권 (11장 ~ 19장)

제11장 방사성폐기물 관리

11.1 방사선원항

11.2 액체폐기물 관리계통

11.3 기체폐기물 관리계통

11.4 고체폐기물 관리계통

11.5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

부록 11.3-1 기체폐기물계통 누설 또는 고장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배출

부록 11.4-1 고체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 설계지침

부록 11.4-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임시저장에 대한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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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물 감시기의 설계지침

제12장 방사선방호

12.1 직업상 방사선피폭(ORE)의 ALARA 보증

12.2 방사선원

12.3-4 방사선방호 설계특성

12.5 방사선방호계획 



제13장 운영관리

13.1.1 관리 및 기술지원 조직 

13.1.2-3 운전조직

13.2.1 원자로운전원 훈련

13.2.2 면허 미소지 직원 훈련

13.4 운전단계 활동사항 

13.5.1.1 행정절차서 - 일반사항 

13.5.1.2 행정절차서 - 초기시험 프로그램 

13.5.2.1 운전 및 비상운전절차서 

13.5.2.2 정비 및 기타 운전절차서 

부록 13.5.2.1-1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 평가를 위한 검토절차

제14장 초기시험계획

14.2 발전소 초기시험계획 

제15장 사고해석

15.0 서론 - 과도 및 사고해석

15.0.2 사고해석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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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유량 증가, 증기발생기 압력 방출밸브나 안전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15.1.5 증기관 파단사고

15.2.1-3 외부 부하상실, 터빈정지, 복수기 진공 상실

15.2.6 발전소 보조계통용 비비상교류전원 상실

15.2.7 정상급수유량 상실

15.2.8 격납건물 내·외부의 주급수계통 배관파단



15.3.1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

15.3.3-4 원자로냉각재펌프 회전자 고착 및 펌프축 파손사고

15.4.1 우발적 제어군 인출(미임계 또는 저출력에서)

15.4.2 우발적 제어군 인출(출력 운전중)

15.4.3 제어봉 오작동 

15.4.4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우발적 기동

15.4.6 우발적 원자로냉각재 붕소희석

15.4.7 핵연료집합체 오장전 

15.4.8 제어봉이탈 사고

15.5.1-2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부주의한 작동 및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오작동

15.6.1 가압기 압력방출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15.6.2 격납건물 외부로 일차계통 냉각재를 수송하는 소형배관의 파단에 대

한 방사능 영향

15.6.3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에 의한 방사능 영향

15.6.5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내에서의 가상된 배관파단의 스펙트럼으로부터 

정해지는 냉각재상실사고

15.6.5.1 격납건물 누설분을 포함한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

15.6.5.2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 : 격납건물 외부 공학

적안전설비 부품으로부터의 누설

15.7.3 액체탱크 손상에 따른 방사성물질 누출

15.7.4 핵연료취급사고

15.7.5 사용 후 수송용기 낙하사고

15.8 원자로정지불능 예상과도

부록 15.1.5-1 격납건물 외부 증기관 파단사고의 방사선량 평가

부록 15.4.8-1 제어봉이탈 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평가 



제16장 기술지침서

16.0 기술지침서

제17장 품질보증계획

17.1 설계 및 건설단계 품질보증

17.2 운전단계 품질보증

제18장 인간공학

18.1 인간공학 - 개요

18.2 제어실

18.3 안전변수지시계통

제19장 중대사고 및 위험도 평가

19.1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19.2 중대사고 대처능력

19.3 중대사고 관리계획

부록 19-1 일차계통 급속감압 능력 확보 



제7장 계측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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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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신 ’09.12 김대일 ’09.12

4 김형태 ‘14.11 정충희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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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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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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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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건설허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운영허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설허가사항 변경신청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영허가사항 변경신청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허가사항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영허가사항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원자력안전법 제12조(표준설계인가)

원자력안전법 제23조(주기적안전성평가)

원자력안전법 제100조(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1. 신규원전의 건설/운영허가

신규원전에 관한 원자력안전법 제10조 “건설허가”에 의하면, “발전용 원자로 및 관

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

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법 제20조 “운영허가”에 의하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



제7.0절     개정 4 - 2014. 12- 4 -

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

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법적 허용기준이 신형원자로를 비롯한 모든 신규원전의 설계에 반영된 디지털 계측제

어계통의 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가동 중 원전의 변경허가

가동 중인 원자력 시설의 변경에 관한 중요한 법규는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서 찾

아볼 수 있다. 이 법규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

경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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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에 참여하는 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었다. 특정기술주제보고서는 건설허가, 운영허

가 또는 변경허가와는 무관하게 특정한 기술 사안에 대해서 규제기관의 일반적인 검

토를 받기 위해 제출될 수 있다. 그렇지만,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

므로 심사자는 검토범위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4. 표준설계인가

원자력안전법 제12조에 의하면, “동일한 설계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반복

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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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된 설계내용을 적용하는 신청서에 대한 검토는 제안된 신청서에 안전성평가보고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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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주기 

활동과 연계되어 있다. 어떤 신청서의 검토는 모든 적용가능한 생명주기 활동을 포함

해야 한다. 검토는 계통요건의 수용성과 최종 계통이 이러한 요건을 적절히 만족함을 

확인해야 한다. 디지털이 아닌 컴퓨터 기반 계통(예, 프로그램머블 논리 제어기) 구현

의 검토는 기기와 계통요건, 설계 출력 및 검증(예, 형식시험)에 중점을 둘 수 있다. 디

지털 컴퓨터 기반 계통의 검토는 생명주기 활동의 적합성과 정확한 구현의 확인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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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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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용 기준에 대한 검토 절차를 다룬다. 안전심사지침 7.2절에서 7.9절은 계통에 따른 요건,

계통설계 및 구현에 대한 검토를 기술한다. 컴퓨터가 내재되어 있는 기기나 컴퓨터 기반 

계통에 대해서, 안전심사지침 부록 7.0-1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을 포함하는, 컴퓨

터 기반 계통의 특별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기술한다. 안전심사지침 

7.0절과 7.1절에 대한 부록은 안전심사지침 7.1절에서 7.9절까지 연관되어 사용된다.

각 생명주기 활동의 검토는 Ⅲ.1과 Ⅲ.2에 있는 검토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검

토 시 고려사항은 계통의 안전중요성이나 검토대상 계통의 설계 측면과 상응하여야 

한다. 확률론적 위험도 평가(PRA)는 적절한 검토 수준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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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공한다. 안전심사지침 19장은 위험도 정보에 의해 지원받는 신청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지침을 제공한다. 검토범위는 다른 검토 조직과, 아래 V.에서 논하는 것처럼 통합

되어야 한다.

심사는 정식 등록을 위해 공식적으로 제출된 자료나 신청자 부지에서의 감사를 위

해 적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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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사항들을 뒷받침해 주는 기능들에 대한 전반적인 계측제어계통의 

설계사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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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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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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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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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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 중 원전의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사

항이 안전한 것인지를 검토 및 평가하고, 적용 규제법규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발

전소의 인허가를 위한 기술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야 한다. 변경허가에서 중요

시되는 것은 그 변경의 범위와 복잡성이며, 이것이 미검토안전성문제(USQ)를 제기할 

경우 심층평가를 수행한다.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한 평가에서는 그림 7.0-3에서 제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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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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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해서도 상기(건설허가, 운영허가, 표준설계인가, 변경허가 사항)의 모든 논의사항들이 

검토범위에 따라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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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 주기적 안전성 평가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년마다 안

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주기적안전성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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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서류의 적합성 검토

원자력시설의 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그 신청서의 유형을 결정하고, 실질적인 검토

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심사자는 그 신청 서류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표 

7.0-1은 각종 신청서에 대한 법적 허용기준과 근거들을 표기한 것이다. 특히 신규원전

에 관한 신청 서류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경우에는 RG 1.70, 안전심사지침 7장 부록 

7.0-1 등의 세부 지침을 따라야하며, 가동 중 원전에서의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설계변

경에 대해서는 부록 7.0-2 등의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7.0-1 각종 신청서에 따른 법적 근거 및 허용기준

신청서 유형
법적 근거 및 허용기준

원자력안전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건설허가(CP) 제10조(건설허가)
제11조(허가기준) 제17조(건설허가 신청) 제4조(건설허가의 신청)

운영허가(OL) 제20조(운영허가)
제21조(허가기준) 제33조(운영허가 신청) 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등)

건설허가의 변경
제10조제1항 후단
제11조(허가기준) 제21조(변경허가 신청) 제5조(변경허가의 신청)

운영허가의 변경
제20조제1항 후단
제21조(허가기준) 제34조(변경허가 신청) 제17조(변경허가의 신청)

건설허가 변경신고 제10조제1항 단서 -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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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Topical Report) : 특정기술주제보고서, ** PSR(Periodic Safety Review) : 주기적안전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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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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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검토 또는 일반안전성 현안들에 대한 

신청서 유형
법적 근거 및 허용기준

원자력안전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경미한 사항)

운영허가 변경신고
(경미한 사항) 제20조제1항 단서 - 제1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TR* 제100조(TR의 승인) - 제131조(TR의 승인신청등)

표준설계인가 제12조(표준설계인가) 제22조(표준설계인가 신청) 제9조(표준설계인가신청 등)

PSR** 제23조(PSR)
제36조(PSR의 시기 등)
제37조(PSR의 내용)
제38조(PSR의 방법 및 기준)

제20조(PSR의 세부내용)
제21조(PSR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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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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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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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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다른 검토 부서와 다음의 계측제어계통 설계 사항의 검

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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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평가 관련부서는 보호, 제어, 표시 그리고 연동 기능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2조, 제28

조, 제29조 그리고 제30조의 요건과 계측제어계통의 운영요건 및 사고해석과 일

치함을 확인한다.

계통평가 관련부서는 보조지원설비 및 기타 보조설비가 허용 가능한 요건을 만

족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보조지원설비 및 기타 보조설비에 대한 요건의 적

합성을 평가한다. 이러한 계통은 압축(계기)공기, 냉각수, 붕소, 조명, 난방 그리

고 공기조화를 포함한다. 이러한 검토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한다. (1) 보조지원

설비 및 기타 보조설비 설계가 계측제어계통의 단일고장요건에 부합한다는 것과 

(2) 보조지원설비 및 기타 보조설비가 계측제어계통 기기들이 있는 공간의 요구

되는 환경 조건을 유지 할 것이라는 사항. 이러한 검토는 설계기준과 보조지원

설비 및 기타 보조설비를 구현하는 기기 설치와 지진대비 설계 시 채택된 시험

방법들을 포함한다. 발전소 계통 부서는 또한 보호, 제어, 표시 그리고 연동기능

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이러한 기능들이 지원받는 계통의 운영 요건 및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1조와 일치함을 확인한다.

구조부지 및 안전평가 관련부서는 원자로 건물 내부에 위치하는 계측제어 기기

의 요구되는 환경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원자로 건물 환기 및 대기 조

절 계통을 검토한다. 원자로 건물 및 중대사고 부서는 또한 원자로 건물 계통 

및 중대사고와 연관된 보호, 제어, 표시 및 연동기능을 평가하고 그들이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사고해석, 운영요건과 일치함을 확

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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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전기평가 관련부서는 (1) 전선과 전력기기에 대한 물리적 이격 요건의 적합

성을 평가하고 (2) 다중(redundant) 계통에 공급되는 전력이 적절한 다중의 전력

원에 의해 공급되는 지를 확인하고 (3) 소내 및 소외 전력계통의 적절한 기능과 

관련된 계측제어계통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전기분야 부서는 계측제어계통 기기의 환경 검증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의 범

위는 계측제어계통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과 품질 시험방법과 절차를 포함한다.

기계재료평가 관련부서는 설계기준 및 검증 시험방법과 절차를 포함하는 계측제

어계통 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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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검토범위 결정

신청서
적합성?

검토계획 수립

검토 수행

안전심사보고서 발행

신청자/피면허자
통보 또는 수정

신청서 유형
?

신규원전
디지털 설계

신청

기존원전
디지털 설비

변경허가 신청

디지털 특정기술
주제보고서
승인 신청

No

Yes

사업자/피면허자
신청

건설/운영허가 특정기술주제

변경허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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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2 안전심사지침 7장의 구조

7.0 I&C 검토절차 개요

부록 7.0-1, 부록 7.0-2

디지털 I&C 검토 절차

부록 7-1∼7-18

주요 현안에 대한 평가

지침

7.2∼7.8

특정계통에 대한 지침

검토범위

허용기준

검토주안점

안전성평가보고서 작성기준

일부 검토 현안은 부록

7-1∼7-18 주요 현안에 대

한 평가지침과 직접 연계

7.2∼7.8절

부록 7.1-1∼7.1-4에 기

술된 허용기준 및 검토

절차 적용

7.1 허용기준 및 검토 절차

표 7-1 허용기준 및 규제

지침 요약

부록 7.1-1 허용기준 및

규제지침 검토방법

부록 7.1-2 KEPIC

ENB-6100 준수에 대한

평가지침

부록 7.1-3 KEPIC

ENB-1100 준수에 대한

평가지침

부록 7.1-4 KEPIC

ENB-6370 준수에 대한

평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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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3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개발 단계별 검토사항

시스템 개념

시스템 요건

시스템 설계

HW 계획 사용자 계획

HW 요건

SW 계획

HW 설계

사용자 요건

HW 제작

SW 요건

사용자 배치 SW 설계

사용자 문서 SW 구현

HW 조립/시험 사용자 절차 SW 통합

HW 검증 사용자 검증 SW 검증

HW 설치 사용자 설치 SW 설치

HW 운영/보수 사용자 운영/보수 SW 운영/보수

시스템
통합검증

시스템 검토

건설 허가
신청(CP)

운영 허가
신청(OL)

변경 허가
신청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인간 공학

특정기술
주제보고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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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계측 및 제어 - 서론

검토주관부서 : 계측전기평가실

제․개정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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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형태 ‘14.11 정충희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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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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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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운전과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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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운전과도이나 설계기준사고의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신속히 

제어봉 삽입을 개시한다. 원자로정지계통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7.2절에서 논의된

다.

2.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열을 제거하는 안전기기를 기동하고 제어하거나 방사능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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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피복재,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및 원자로건물에 대한 물리적 방벽의 건전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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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상태를 달성 

및 유지시키기 위해 적절하게 노심을 냉각시키는데 사용되는 계측제어계통들을 포

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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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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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한다. 디지털 컴퓨터-기반 계측제어설비를 갖춘 발전소의 경우에는 다양성 계측제

어계통이 또한 SECY-93-087, 규제요건메모(SRM)의 지침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특별

히 설치된 실 배선의 수동제어기, 다양성 표시기, 그리고 다양성 작동계통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규제요건메모는 심층방어 및 다양성에 관한 규제기관의 규제입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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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 것이며 본 계통은 안전성 분석보고서 7.8절에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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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시에 검토되며 이들 계통의 운전이 보호계통에 의해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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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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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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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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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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통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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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안전심사지침 표 7-1, 3절 (규제요건메모), 4절 (규제지침) 및 5절 (부록)은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에 적용 가능한 허용기준을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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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요건메모는 미국원자력규제기관(NRC) 위원들에게 제출된 정책적 문제에 대한 

쟁점 보고서(SECY)에 대한 NRC의 결정과 규제방향을 제공한다.

∙규제지침은 규제요건을 만족하는 허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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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가능한 방법을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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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들

은 보호 및 안전계통이 비안전 계통으로부터 적절히 격리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KEPIC ENB-1100과 KEPIC ENB-6100은 안전 및 비안전 계통 사이의 

연계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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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시 이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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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허용 기준과 검토방법의 위치

∙ 안전심사지침 부록 7.1-1은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과 관련하여 규제요건 및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만족성 평가에 이용 가능한 검토방법과 그 적용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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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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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내에서 안전성분석보고서 7.1절의 검토목적은 안전성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

들이 안전성분석보고서 7장에서 다루어지고 신청자가 각 계통에 적용될 수 있는 적절

한 허용기준과 지침들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확인은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의 적용 요건들을 만족

하는 것이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는 안전

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수행되어야 할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한 품질

표준에 따라 설계, 제작, 조립 및 시험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성분석보고

서 7.1절의 검토에서는 (1) 안전성에 중요한 각 계통에 대한 각 기준과 지침의 적용성

에 관해서 논의하였고, 그리고 (2) 그러한 기준과 지침들이 안전성에 중요한 계측제어

계통의 설계에서 구현되었거나 또는 앞으로 구현될 것인지를 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지침사항들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다면 검토에서는 그

러한 예외사항들에 대한 허용 가능한 근거가 마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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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는 기본적인 계측제어계통 구조의 이해를 증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측제어계통들의 기능적 할당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

과 그러한 계통에 적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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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기 위해

7.1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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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절에

서 논의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한다. 계측제어계통의 지원을 받는 안전 계통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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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가능한 요건을 적절하게 명시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된다.

본 안전심사지침 부록 7.1-1의 1항 및 2항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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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항 및 5항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에 적용 가능한 지침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검토방법 및 검토범위를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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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가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에 적용 가능한 지침들에 대해서 다른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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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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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심사자는 명시된 허용기준 및 지침들의 이

행은 수행되어야 할 안전기능의 중요성에 상응한 품질 표준에 따라 설계, 제작,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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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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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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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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절      개정 5 - 2015. 1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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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1),”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

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은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1100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준용기준 - KEPIC ENB-6100 및 ENB-1100). 이전에 KEPIC

ENB-6100으로 건설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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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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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

다.

1.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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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을 

제공한다.

상기 허용기준 이외에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제26조 “원자

로보호계통“ 제27조 “다양성보호계통“ 제28조 “반응도제어계통“ 제38조 “경보장치 등“ 등

을 적용할 수 있다.

III.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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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는 아래에 기술된 절차 중 각각의 사례에 적합한 검토자료를 선정한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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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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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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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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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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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시키

기 위해 다른 감지변수를 사용하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변수가 잘못 감

지하더라도 어떤 변수가 독립적으로 비정상조건을 지시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이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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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 작동 기능을 구

비하여야 한다.

- 계통시험 및 운전불능 감시 : 부록 7.1-2 4.9항 및 4.10항 혹은 부록 7.1-3 5.7항, 5.8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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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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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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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정지계통 및 필수보조지원계통이 적용되는 규제지침, 산업기술기준 등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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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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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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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상황 및 예상

운전사건 등을 감지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원자로정지계통

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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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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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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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정지계통은 보호계통의 독립성에 대해 RG 1.75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이

와 같은 검토를 토대로 원자로정지계통이 계통 독립성에 관한 KEPIC ENB-6100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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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

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1),”전력산업기술

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

다. 또한, 상기 허용기준 이외에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

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제26

조 “원자로보호계통“ 제27조 “다양성보호계통“ 제28조 “반응도제어계통“ 제38조 “경보장

치 등“ 등의 기준들이 설계에 적절히 준수했음을 확인하고, 이들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동 계통 설계에 이미 검토되고 승인된 역무활동계획에 따른 권고사항이 설계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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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그 적합함을 확인하였다[적용항목 및 이행방법을 명시할 것]

원자로정지계통 검토에는 필수보조지원계통의 가용성에 관하여 원자로정지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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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통설계” 그림 3, “안전계통 범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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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21),”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

에 관한 지침“ 에 따라 계측제어계통 중 안전관련 보호계통은 KEPIC ENB-1100

“안전계통설계” 및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기술기준을 만족하도록 요구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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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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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통설계”의 요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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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 설계평가가 포함된다. 컴퓨터 기반 공학적안전설비 작동

계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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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통설계”에 대한 부록 7.1-3,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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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전계통설계” 요건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검토에 사용된

다. 부록 7.1-4는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의 기준들에 대해 기술하

고 있으며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검토에 사용된다. 본 심사지침은 공학적안전설비작

동계통에 한정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계통수준에서 전체적인 공학적안전설비 보호기능

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 즉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설계가 사고해석 내용을 만족

해야 한다. 단지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의 설계내용이 KEPIC ENB- 6100 및 KEPIC

ENB-1100의 특정 설계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써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의 적합

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심사자는 표 7.1에 명시된 모든 주제들을 확인해야 한다.

부록 7.1-1은 각 주제들에 대해 검토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검

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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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 작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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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절 개정 5 - 2015.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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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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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할 경우)이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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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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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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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족한다고 판단한다.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과 공학적안전설비 제어계통의 상태정보, 수동 개시능력,

원자로 안전정지를 보조하는 설비 등을 검토한 결과, 동 계통이 정상운전, 예상운전과

도사건, 사고 조건 등의 예측되는 운전범위에서 충분히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을 정도

로 감시설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계통에는 공학적안전설비의 수동개시 및 

제어를 위한 적합한 제어기가 설비되어 있으며, 정상상태시의 발전소 안전운전과 사고

상태 시의 안전유지를 위한 조작을 적절히 지원한다. 그러므로 공학적안전설비 작통계

통과 공학적안전설비 제어계통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0조 

및 25조를 만족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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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상황 및 예상운전과도 

등을 감지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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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동계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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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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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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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한다고 판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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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한다고 판단한다.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의 검토를 토대로 심사자는 이 계통이 제어봉 인출사고와 

같은 반응도 제어계통의 오동작에 대한 보호계통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사고 시 핵연료 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음을 보장하는 계통능력에 관해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이 일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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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한다고 판단한다.

상기와 같은 결론은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의 설계에 관련한 KEPIC ENB-1100

또는 KEPIC ENB-6100의 요건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

통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원자로.21)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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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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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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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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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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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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에서는 공학적안전설비계통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안전정지를 위해 요구되

는 계통들의 검토내용도 언급한다. 안전정지계통들의 명확한 배열은 각 발전소의 형태

(가압경수형 원자로 또는 비등수형 원자로), 개별적인 발전소 설계특성 및 안전정지가 

달성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안전정지계통 및 필수보조지원계통 

등에 대한 기능상의 성능요건들은 안전심사지침 관련 절의 검토주관부서에 의해 검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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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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1),”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

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준용기준 - KEPIC ENB-6100 및 ENB-1100) : 보호계통

으로부터 격리된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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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밸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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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장 부록 등에 대한 목록을 언급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

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

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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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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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4는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에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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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평가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7.1절에서는 계측제어계통의 검토 시 수행되어야 할 일반적인 절차를 

기술하고 있으며, 7.4절에서는 안전정지계통의 검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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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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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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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제어

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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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후 예상되는 발전소 대응을 수용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예

를 들면, 가압경수로형 발전소의 원자로 냉각 시 원자로냉각재 압력은 안전주

입 작동 설정치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이때 제어실은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지를 막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격정지능력은 이러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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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에서 

요구한 바와 같은 소내전원 및 소외전원의 운전성과 계통 기반의 단일고장기

준에 대한 계통의 적합성 

안전정지계통은 KEPIC ENB-1100의 정의에 의한 안전계통이며 관련 기준의 요건

을 만족해야한다. 아래 기술한 주제는 KEPIC ENB-1100과 관련한 검토 주안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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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고장기준 만족 - 부록 7.1-3의 5.1절 참조

-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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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시) 및 소외 전력 운

전(소내전력 이용불능 가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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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통 설계가 적용지침들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동 계통은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안전에 중요한 안전정지계통의 비안전 부분은 안전정지계통의 안전부분을 포함

하여 안전계통으로부터 적절히 격리되어진다. 그러므로 심사자는 안전계통으로부터 

이들 계통의 격리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및 10 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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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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중(사고 이후의 정지 포함)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계측제어설비가 원자로제어실에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

다. 제어실 외부의 적절한 위치에 놓인 장비는 (1) 고온정지중에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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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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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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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1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1),”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

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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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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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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변수지시계통(SPDS)

- 비상대응설비(ERF) 및 비상응답데이터계통(ERDS)과 관련한 정보계통

안전변수지시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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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원자로.21),”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은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1100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준용기준 

- KEPIC ENB-6100 및 ENB-1100). 이전에 KEPIC ENB-6100으로 건설허가를 승인

받은 원전에 대해서는 KEPIC ENB-6100에 기술된 요건으로 대신 적용될 수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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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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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원자로.21),”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에 관한 지침”은 KEPIC ENB-1100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준용기준 - KEPIC

ENB- 6100 및 ENB-1100). 이전에 KEPIC ENB-6100으로 건설허가를 승인받은 원전

에 대해서는 KEPIC ENB-6100에 기술된 요건으로 대신 적용될 수도 있다.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지시(BISI) 계통의 경우, KEPIC ENB-6100의 4.13절 및 KEPIC

ENB-1100의 5.8.3절을 적용한다. 보호계통으로부터 격리된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

지시(BISI) 계통의 경우, KEPIC ENB-6100의 4.7절과 KEPIC ENB-1100의 5.6.3절 및 

6.3절을 적용한다.

2. 10 CFR 50.34(f)(2)(v), "TMI 관련 후속요건". 우회/작동불능상태 지시(BISI) 또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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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원자로.21),”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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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보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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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변수지시계통(SPDS), 비상대응설비(ERF)의 정보계통, 비상응답데이터계통

(ERDS)의 정보계통 등에 적용 가능한 허용기준

1.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원자로.21),”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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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상응답데이터계통(ERDS)의 정보계통, 비상대응설비의 정보계통, 안전변수지시계통

등의 경우, KEPIC ENB-6100의 4.7절과 KEPIC ENB-1100의 5.6.3절 및 6.3절을 적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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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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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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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기술, 그

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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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제어에서의 KEPIC ENB-1100 “안전계통설

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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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가능한 사고 상태 변수 감시 계측설비에 대한 방법을 기술하

고 있다. 2006년 6월 이전에 운영허가를 얻은 발전소는 RG 1.97, Rev 2, 3을 적용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발전소의 설비개선 없이 운영변경을 통해 RG 1.97, Rev. 4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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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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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계통들

(예, 발전소 전산기 및 중대사고 감시계통 등)은 본 절의 검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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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통설계”

의 지침에 따른 연동계통의 설계 평가를 포함하며, 이는 설계기준에 관한 신청자/

인허가대상자의 적용방법에 따른다. 컴퓨터 기반의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의 경

우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를 따른다. KEPIC ENB-6100 “보호

계통 설계”, KEPIC ENB-1100 “안전계통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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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자는 계통수준에서 전체적인 정보계통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정보계통의 설

계는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 혹은 KEPIC ENB-1100 “안전계통설계”,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의 설계기준사고분석 및 운영 절차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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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검토는 사고감시 계측설비, 비상대응설비(ERF), 안전변수지시계통(SPDS)

등과 관련하여 NUREG-0737, 부록 1에 제시된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정보계통의 검토는 표 7-1의 해당 주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부록 7.1-1은 각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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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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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작동불능 상태지시(BISI) 계통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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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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압력계통의 격리를 위한 연동 : 부록 7-1 참조

3) 비상노심냉각계통 축압기 격리밸브 : 부록 7-2 참조

4) 안전주입으로부터 재순환모드로의 전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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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전소 안전계통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지시설비 

내에서 발생한 고장이 보호기능의 고장이나 우회를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우

회상태 지시가 다중화된 안전계통 사이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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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통설계"에 따른 적합성 : 안전계통의 안전기능 수행완

료를 지시하기 위한 경보계통과 자동제어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수동제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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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보계통은 ENB-1100 "안전계통 설계"의 요구사항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

다. 부록 7.1-3 참조. 이러한 검토는 SECY-93-087, 항목 II.T, “제어실 경보 신뢰

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안전변수지시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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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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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러므로 동 계통 및 기기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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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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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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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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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의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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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운전원들에게 시기적절한 정보 및 상태 보고를 제시하는 우회지시기가 적절

히 갖춰져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들이 RG 1.47의 지침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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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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통설계"의 5.6절 독립성 요건에 따라 다중 경보계통 사이

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 자동제어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수동제어가 안전계통

의 안전기능 수행완료를 위한 수동제어일 경우, 이러한 수동제어를 위한 경보계통

은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경보계통은 SECY-93-087, 항목 II.T,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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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의 요건(발전소 정상상태

의 안전운전 및 발전소 사고 상태의 안전한 상태유지와 관련된 제어실의 정보계통 

제공)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안전변수지시계통, 비상대응설비 및 비상응답데이터계통의 정보계통, 사고 감시

계통의 비안전 부분, 우회/작동불능상태지시계통의 비안전 부분, 경보계통의 비안

전 부분 등이 안전계통과 적절히 격리되어야 한다. 전기적 격리장치는 부록 7-10의 

지침을 따라 해당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안전계통으로부

터의 동 계통의 격리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

호계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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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및 기타 보조설비의 기능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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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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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시험 등과 같

은 설계 고려사항이 동 계통의 설계기준을 만족하고, 수행되어야 할 안전기능의 중요

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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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시 일차냉각재계통의 과압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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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원자로.21),”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은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1100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준용기준 

- KEPIC ENB-6100 및 KEPIC ENB-1100). 이전에 KEPIC ENB-6100으로 건설허가

를 승인받은 원전에 대해서는 KEPIC ENB-6100에 기술된 요건으로 대신 적용될 

수도 있다. KEPIC ENB-1100에 따라 안전계통으로 분류되지 않고 안전계통으로부

터 격리된 연동계통은 KEPIC ENB-6100의 4.7, KEPIC ENB-1100의 5.6.3절 및 6.3

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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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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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

준, Regulatory Guide(이하 "RG"), 규제입장 등을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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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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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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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통설계"의 지침에 따른 연동계통의 설계 평가를 포함하며, 이는 설계기준에 

관한 신청자/인허가대상자의 적용방법에 따른다. 컴퓨터 기반의 연동계통의 경우,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을 따른다.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 및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 적용에 대한 절차는 각각 부록 7.1-2, 부록 7.1-3 및 부록 7.1-4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부록 7.1-2, 7.1-3 및 7.1-4는 각각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 KEPIC

ENB-1100 "안전계통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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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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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운전과도사건 및 사고 상황 등과 같이 예측되

는 운전범위 내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동설비 감시정보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연동기능의 개시 및 우회를 위한 제어기가 적절한 설비되어 있으며, 이 

연동 설비는 정상상태의 발전소 안전운전 및 사고 상태의 안전유지를 위한 조작을 

적절히 지원한다. 그러므로 연동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

로제어실 등“를 만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동계통의 검토를 수행한 결과, 동 계통들이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

또는 KEPIC ENB-1100 "안전계통설계"의 신뢰성 평가지침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동 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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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의 다중성 요건을 만족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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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작동불능상태지시(BISI)계통을 검토한 결과, 운전원이 예기치 

않은 계통 이용불능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운전원들에게 시기적절한 정보 

및 상태 보고를 제공하는 우회지시기가 적절히 갖춰져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들

이 RG 1.47의 평가지침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안전계통의 우회/

작동불능상태지시(BISI) 기능이 10 CFR 50.55a(h)와 10 CFR 50.34(f)(2)(v)의 적용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안전 관련 연동계통은 안전계통으로부터 적절히 격리되어 있으므로, 동 계통

의 격리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의 요

건을 만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 관련 연동계통 설계를 검토한 결과, 연동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이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 또는 KEPIC ENB-1100 "안전계통설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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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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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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9.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10.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1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잔열제거설비“

1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1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최종 열 제거“

1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1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1),”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16.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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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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운전과도사건 또는 사고 후에 안전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정상운전에 

사용되는 제어계통에 대한 검토절차와 허용기준을 기술하고 있다. 본 절은 발전소

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발전소 공정(process)들을 제어하는 제어계통을 포

함한다. 이러한 제어계통은 정상 운전, 계통 고장 또는 부주의한 운전을 통해 중요 

안전기능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7.7-1은 본 안전심사지침 7.7절의 검토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제어계통 기능들을 예시하고 있다. 본 안전심사지침 7.7절의 

검토범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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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또한 이보다 더 많은 기능을 포함하거나 이와 다르게 여러 기능을 조합하

여 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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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합하여 구성한 것은 아니다.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가 2차 검토책임을 지는 계통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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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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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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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에 변수들을 운전 제한치 이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제어계통이 적

합한지와, (2) 제어계통의 고장영향이 설계기준사고 분석에 적절히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원자로계통 및 발전소계통을 검토하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검토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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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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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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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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제거“

9.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어재구동장치“

1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1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1),”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

에 관한 지침“(준용기준 -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1100 또는 

KEPIC ENB-6100 : 안전계통으로부터 격리된 제어계통의 경우 KEPIC ENB-6100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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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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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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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제어계통의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어계통을 위해 심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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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처음에 KEPIC ENB-1100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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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방

어 및 다양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6은 추가적인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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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

져야 한다. 이 검토 절차들은 확인된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러한 허용 기준들의 차이에 대하여 심사자는 제안된 대안방법들이 II절에서 확인된 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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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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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등급 분류 : 검토담당부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의 발전소 사고해석에서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어계통 기능의 운전성에 의존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다. 사고 시 제어계통 운전의 영향 : 검토담당부서는 사고 및 예상운전과도시에 발

전소 과도응답을 평가할 때 안전성 분석이 제어계통의 동작 및 부동작에 대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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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어계통 검토담당부서는 예상운

전과도사건/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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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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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킬 수 있는 잠재성이 제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카. 접근통제 : 디지털 컴퓨터-기반 제어계통의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에 대한 물리적

/전자적 접근은 비인가자에 의한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되어야 한다. 이 관

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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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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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운전과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작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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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 제어계통은 발전소 정상운전에 관련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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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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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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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최종 열 제거“

9.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어재구동장치“

1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1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1),”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12. KEPIC ENB 6100-2005, “보호계통 설계”

13. KEPIC ENB 1100-2005, “안전계통설계”

14. KEPIC ENB 6370-2008,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

15. IEEE Std 279-1971, "Criteria for Protection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16. IEEE Std. 603-1991, "IEEE Standard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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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s." July 15,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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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7-1. 7.7절의 검토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제어계통 예시

표 7.7-2. 안전심사지침 다른 절에 포함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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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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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7.8절 다양성 계측제어계통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검토협조 : 안전평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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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칙 제 27조 (다양성보호계통)의 요구조건에 따라 설계되고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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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 27조 (다양성보호계통)에서 ATWS 완화계통 및 설비에 대한 

설계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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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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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수준의 작동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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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심층방어 및 다양성분석의 

가정 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들 계통에 대한 요구조건과 심사자의 검토는 각각의 

해당계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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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양성보호계통)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는지와 원자로 정지불능 사고해석이 예상운

전과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으로부터 참조되고 제시

된 해석들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ATWS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기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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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제거, 냉각재 재고량, 격납건물 격리 및 격납건물 건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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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하는데 적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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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1),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

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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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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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설계인

증을 위해 제안된 안전에 중요한 모든 정보계통에 적용 가능하다 요건 :

ATWS 완화기능에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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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야 한다.

1. 디지털 원자로정지계통 또는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의 경우 D3에 대한 규제기

관의 입장이 다루어져야 하며, 이는 SECY-93-087의 II.Q.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

서의 공통유형고장에 대한 방어”에 포함되어 있다. 다양성 계측제어계통의 기능

에 적용 가능하다 규제요건은 다음과 같다.

“만약 어떤 가상된 공통원인고장이 안전기능을 상실시킬 수 있다면 그와 동일

한 기능 또는 그와 다른 기능이라도 수행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

어야 한다. 다양한 방법이라 함은 문서화된 기준으로 판단할 때 동일한 공통

모드고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어야 한다. 다양한 기능이나 대체 기능은 

관련된 사고조건하에서 계통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품질이 확보될 

경우, 비안전계통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

“원자로제어실에 위치한 일련의 표시 및 제어 설비가 안전기능을 지원하는 변

수들의 감시 및 중요 안전기능의 수동시스템 작동을 위해 제공되어져야 한다.

표시 및 제어설비는 안전등급컴퓨터 시스템과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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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은 KEPIC ENB-1100의 안전계통에 대한 허용기준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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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

제어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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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루어야 

한다. 부록 7.1-1은 각 주제에 대해 검토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다양성계측제어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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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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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적용 가능하다 특정 설계요건 및 기타 적용 가능하다 설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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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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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보증 지침”은 다양성 계측제어계통 및 기기의 품질보증에 대한 허용지침을 제공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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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에 시험이 가능해야 한다.

4. 디지털 시스템의 사용 : 부록 7.0-1, 부록 7.1-4, 부록 7-13, 부록 7-14, 부록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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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16, 부록 7-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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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출력으로부터 최종 구동기까지 다양성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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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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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예를 들어 다양성 계측제어계통 장비는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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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부터 최종 구동기(포함되지 않음) 까지를 요구한다.

마. 감지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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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와 계측채널 전원은 공통원인고장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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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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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능할 경우)이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 포함된 아래의 결론형태들을 뒷받침할 수 있

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자는 이러한 결론에 대한 근거를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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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가능하다 지침들을 명시했다고 결론 내렸으며, 지

침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계통설계의 검토에 의해 심사자는 계통들

이 이들 계통들에 적용 가능한 평가 지침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

증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검토담당부서에서는 다양성 계측제어계통이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만족했으며 또한 신청자의 GL 85-06

의 품질보증지침에 대한 신청자의 이행내용에 근거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품질보증요건이 만족되었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다양성 

계측제어계통의 상태지시, 수동개시능력 및 안전정지를 위한 설비들에 대한 검토

를 기초로 검토담당부서에서는 정상운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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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하에서는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

도록 보조한다. 따라서 검토담당부서에서는 다양성 계측제어계통이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및 제25조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결론짓는

다. 다양성 계측제어계통의 주기적인 시험을 위한 신청자의 이행내용에 근거하여 

검토담당부서에서는 계통 가용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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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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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TWS 완화계통에 적용 가능하다 추가적인 평가결과 

ATWS 완화계통 계측설비는 검토를 위해 제출된 계측제어계통의 기본기능 및 요

소들을 포함하여 제출된 설계기준 및 이들 기능의 검토에 의해서 검토담당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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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 받지 않는다고 판

단한다. ATWS 완화계통과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원자로정지계통에 격리장치들

이 설계될 경우, 격리장치들은 부록 7-10의 지침에 따라 검증된 것이 사용되었다

고 판단한다.

상기 내용에 따라 검토담당부서에서는 ATWS 완화계통의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다양성보호계통“에서 확인된 특정한 설계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허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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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8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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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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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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체 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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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원자로.21),”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은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1100 “안전계통설계” 및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의 만족을 요구한다. 모든 데이터 통신계통에 적용 가

능한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의 유일한 요구조건은 4.7.2항의 “격리장

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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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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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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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신계통에 대한 특정한 검토절차는 부록 7.1-1로부터 참고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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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통설계” 또는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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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검토 

절차는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에 관한 안전심사지침 부록 7.1-2, KEPIC

ENB-1100 “안전계통설계”에 관한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 및 KEPIC ENB-6370 “안전

계통 디지털 컴퓨터”에 관한 안전심사지침 부록 7.1-4에 상세히 기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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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시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 또는 KEPIC ENB-1100 “안전계통설

계”의 상세 요건을 만족하는 설계인지 여부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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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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실시간 성능은 부록 7-17로서 검토되어야 한

다. 이것은 데이터 통신계통 안전계통의 타이밍이 결정론적인가를 확인하

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데이터 통신계통에 의해 야기된 측정의 부정확성

과 데이터 통신 내에서의 시간지연은 계측기의 설정치를 검토할 때 고려

되어야 한다(RG 1.105 및 부록 7-11 참조). 정상 및 비정상 작동일 때의 

데이터 전송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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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시에 데이터 

통신계통의 안전계통이 결정론적인가를 확인한다. 데이터 통신계통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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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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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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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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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선

로로 다중신호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 통신계통의 사용은 단

일고장의 결과로서 대규모의 중대한 고장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야기시킨다. 본 검토는 통신하부계통 각각에 대한 채널 할당이 관

련된 계통 내에서 다중성 및 다양성 요건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해

야 한다(부록 7-16). NUREG/CR-6082는 독립성 및 고장유형에 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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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7.1-4 항목 5.6을 참고한다. 다중 통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면 독

립성과 다중성이 상실될 수 있다. 만약 다중 통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안전 및 비안전 통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통

신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연결성이 있다면, 독립성에 대

한 결정은 복잡해지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연결로 

인해 연결되어 있는 계통으로부터 입력이나 영향이 없이 안전기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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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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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방어

분석이 요구되어지는 원자로정지계통, 공학적 안전설비계통, 원자로정

지불능 예상과도(ATWS), 다양성계측제어계통의 일부분이라면 신청자

에 의해 분석이 수행되어져야 하며 모든 유사한 데이터 통신계통의 

공통유형고장에 대한 취약성도 평가되어져야 한다. 심사자는 데이터 

통신계통을 포함하는 설계가 충분한 심층방어개념을 갖고 있음을 확

인해야 한다. 심층방어에 대한 검토지침은 부록 7-1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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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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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가능하

다 지침들을 명시했음을 확인하였다. 지침들에 대한 준수 확인을 위한 계통설계의 검

토를 기초로 하여 검토담당부서에서는 계통이 이들 계통에 적용 가능한 지침들에 적

합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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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품들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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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예상사고와 사고 상황을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데이터 통신 계통이 원자

로정지계통 및 공학적안전설비계통을 적절하게 보조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므로 검토

담당부서에서는 데이터 통신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원자로정지계통 및 공학적안전설비계통을 보

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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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지침을 따른다. 이러한 검토결과에 따라 검토담당부서에서는 데이터 통신계통은 계통

의 신뢰성 및 시험성에 관한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의 요구조건을 만족하

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그러므로 검토담당부서에서는 데이터 통신계통은 원자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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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자는 데이터 통신계통의 지진관련부분 및 EMI/RFI의 민감성에 대해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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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결과와 검토에 따라서, 검토담당부서에서는 데이터 통신계통

이 자연현상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조건을 만족한다고 결론짓

는다. 데이터 통신계통은 보호계통의 독립성을 위한 RG 1.75의 지침을 따른다. 계통의 

독립성 및 분리에 대한 검토에 따라, 검토담당부서에서는 데이터 통신계통은 독립성에 

관련된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 혹은 KEPIC ENB-1100 “안전계통설계”의 

요구조건을 만족한다고 결론 내린다. 그러므로 검토담당부서에서는 데이터 통신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확

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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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통설계”의 요구조건을 만족한

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므로 검토담당부서에서는 데이터 통신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의 요구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위의 모든 검토에 따라서 검토담당부서에서는 데이터 통신계통이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요구조건을 만족한다고 결론 내린다.

위에서 언급한 심사자의 결론은 데이터 통신계통의 설계에 대한 KEPIC ENB-

6100 “보호계통 설계” 혹은 KEPIC ENB-1100 “안전계통설계”의 요구조건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검토담당부서에서는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에 관해서 원

자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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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 

및 제어장치“와 SECY-93-087관련 규제요건 메모 Ⅱ,Q항의 요구조건을 만족함을 확인

한다. 데이터 통신계통은 사고에 따른 정지를 포함한 원자로 정지 기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조건으로 유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어실내에서 계측제어기기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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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기간 동안 격납건물,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원

자로심의 건전성, 핵분열 과정 및 그것들의 관련 시스템을 규정된 운전범위내에서 유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 및 변수들을 전송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므로 검토담당

부서에서는 원자로제어계통에 의해 채택된 데이터 통신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의 요구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한다.

데이터 통신계통은 사고에 따른 정지를 포함한 원자로 정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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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성 계측제어계통을 지원하는 모든 데이터 통신계통에 적용 가능한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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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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족함을 확인한다. 데이터 통신계통은 사고에 따른 정지를 포함한 원자로 정지 기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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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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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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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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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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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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고시“ 및 제2013-8호 “전력산업기술기준

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고시“와 관련된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6100, KEPIC ENB-1100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안전등급 계측제어계통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등에 적용되어야 할 품질보증프로그램

에 관한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들은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계통들의 인허가 신청 시에 이용된다.

Regulatory Guide(이하 “RG") 1.152, 개정 2에서 승인한 KEPIC ENB-6370 “안전계

통 디지털 컴퓨터”는 KEPIC ENB-1100 “안전계통설계”의 요건을 보충하는 컴퓨터 관

련 지침을 제공한다.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의 적용에 대한 지침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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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통설계”과 일반설계기준에서 선정된 기능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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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의 입력 조건에서 수행된 시험이 대상 계통의 성능을 허용 가능한 것

으로 입증한다면, 임의로 선택된 시험 점들 사이의 중간 입력 값에서의 성능은 높은 

신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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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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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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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제어계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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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통설

계”의 기능요건들과 일반설계기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7.1절의 디지털 컴퓨터

-기반 안전계통에 대한 추가지침에서는 디지털계통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관점

들을 기술하고 있다.

5. 생명주기 공정계획 - 컴퓨터계통 개발공정, 특히 디지털계통의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계획이 각 활동그룹의 유기적인 실행과 개발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할 제품 및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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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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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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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블록도면은 

보호계통에서 수행되는 논리적 기능을 상세히 기술하는데 충분하다. 이러한 언어는 명확

성을 높여주며 불완전하고 모순되는 요건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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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며 모든 요건들은 명시되고 언급되어야만 한다. 다른 형태로 기술된 요건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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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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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승인한 

RG 1.152의 지침과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을 상세히 기술한 일련의 소프트웨어공학 표

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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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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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제어계통에 대해서는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기존의 디지털 원자로정지계통과 공학적안전설비 작동

계통을 갖는 발전소에서 기타 계측제어계통을 디지털 설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그 변경내용이 

기존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에서 이루어진 가정 및 준수사항들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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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시 동 소프트

웨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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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단순한 디지털기능을 아날로그 계측제어계통에다 적용시키는 것과 같은 단순한 변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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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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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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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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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7-13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공정계획을 평가하기 위해서 검토되어야 할 상

세한 규제근거와 자료들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부록 7-13의 Ⅱ.3.1절은 이런 검토를 

위한 허용기준을 기술하고 있다. 심사자는 동 계획서류들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 외

에도 현장 감사를 통해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 중에서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활

동들을 확인/평가해야 한다.

대부분의 컴퓨터계통은 어느 정도까지는 기성 소프트웨어제품(PDS)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기성 소프트웨어제품은 발전소 컴퓨터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거나, 발전

소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기성 소프트웨어제품에 대한 사용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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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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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제근거, 검토되어야 할 자료, 허용기준, 그리고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 7.1절과 안

전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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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활동 시 이들을 고려해서 확인/평가해야 한다. 부록 7-13, Ⅱ.3.2절에는 소프트웨

어 생명주기 공정이행에 따른 허용기준을 기술하고 있다. 그 검사의 범위와 깊이는 

신청된 디지털계통의 범위와 복잡성 그리고 계통의 고장에 따른 안전성 영향에 알맞

게 선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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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류감사(desk audit)”로 대체할 수 있다. 통합된 디지털 보호 및 제어 계통과 같은 대

형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검토에서는 다양한 범위의 소프트웨어 공정문서들을 상세

히 다루어야 한다. 이상적인 공정검토는 그림 7.0-1-4에 나타나 있는 생명주기 공정 중

몇 단계의 생명주기 공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본 부록 Ⅲ.3.7절에서 논하

는 바와 같이 일련의 생명주기 활동들에 대한 감사와 각 활동 과정 중 발생한 결과물

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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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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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뉴얼, 보수 매뉴얼, 그리고 훈련 매뉴얼 중에서 선정된 대표적인 샘플에 대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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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계획, 공정감사, 그리고 제품검사에 대한 긍정적인 확인결과는 전 소프트웨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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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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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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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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절차에 대한 허용 가능한 일련의 기본 요건들은 KEPIC ENB-6370 “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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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디지털 컴퓨터”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표준은 RG 1.152 (개정 2)에서 승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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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을 이용하

는 것과,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중 누락된 요소들을 대체하기 위한 보상인자를 이용하

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이 기성 소프트웨어를 허용함에 있어서 기술적

으로 근거가 없는 주관성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동 신규 개발 소

프트웨어에 대한 검토지침은 공학적 판단 및 보상인자의 사용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

한 기술적 배경을 기술하고 있다. 이 표준은 허용과 허용근거를 검증문서와 함께 문

서화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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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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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조치”에 대한 메모), GL 91-05 (“사업자의 상용등급 구매 및 인증 프로그램”에 대

한 메모) 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 한가지의 방법으로는 인증절차를 만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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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일반적인 인증절차는 상기 방법 중 (1), (2), (4)번 방법을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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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관리되어야 한

다. 인증된 소프트웨어 제품은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선행되지 않는 한 

새로운 버전으로 갱신되지 않아야 한다. 상용으로 인증된 제품은 최초로 인증된 

환경이외의 구성 체계에서 운전되지 않아야 한다.

- 사업자는 결함이 발견될 경우, 공급자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가져야 한

다. 이것은 공급자가 이러한 필요성을 지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위해 요구된다.

- EPRI TR-106439는 “모든 상용제품이 성공적으로 인증되지는 않는다” 라고 언급하

고 있다.

Ⅳ.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원자로출력 및 출력분포 진동 제

어“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다양성보호계통“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어재구동장치“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경보장치 등“

9.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9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고시“

1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3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

에 관한 지침 고시“

11. KEPIC ENB-6370-2008,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



부록7.0-1 개정 4 - 2014. 12- 20 -

12. KEPIC ENB-1100-2005, “안전계통설계”

13. ANSI/IEEE Std 279-1971, "Criteria for Protection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14. ASME Std NQA-1-1994,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s."

15. EPRI NP-5652, "Guideline for the Utilization of Commercial Grade Items in

Nuclear Safety Related Applications." Final Report,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June 1988.

16. EPRI Topical Report TR-106439, "Guideline on Evaluation and Acceptance of

Commercial Grade Digital Equipment for Nuclear Safety Applications."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October 1996.

17. Generic Letter 88-20, "Individual Plant Examination for Severe Accident

Vulnerabilities." November 23, 1988.

18. Generic Letter 89-02, "Actions to Improve the Detection of Counterfeit and

Fraudulently Marketed Products." 1989.

19. Generic Letter 91-05, "Licensee Commercial-Grade Procurement and Dedication

Programs." 1991.

20. IEC Std 880, "Software for Computers in the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Stations." IEC Publication, 1986.

21. IEC Std 880, Supplemented 1 Draft. "Software for Computers in the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Stations." IEC Publication, October 1996.

22. IEC Std 60880-2, "Software for Computers Important to Safety for Nuclear

Power Plants-Part 2: Software Aspects of Defense Against Common Cause

Failures, Use of Software Tools and of Pre-Developed Software" IEC Publication,

2000.

23. IEEE Std. 1074-1991, "IEEE Standard for Developing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24. IEEE Std. 1074-1995, "IEEE Standard for Developing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25. IEEE Std. 603-1991, "IEEE Standard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부록7.0-1 개정 4 - 2014. 12- 21 -

26. IEEE Std. 610.12-1990, "IEEE Standard Glossary of Software Engineering

Terminology."

27. IEEE Std. 7-4.3.2-2003, "IEEE Standard for Digital Computers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28. IEEE Std. 934-1987, "Requirements for Replacement Parts for Class 1E

Equipment in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29. NRC Inspection Manual, Chapter 52001. "Digital Retrofits Receiving Prior

Approval."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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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Regulatory Guide 1.153, "Criteria for Powe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Portions of Safety Systems." Office of Nuclear Regulatory Research,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96.

32. Regulatory Guide 1.168, "Verification, Validation, Reviews and Audits for Digital

Computer Software Used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Office of

Nuclear Regulatory Research,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February

2004

33. Regulatory Guide 1.169,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s for Digital Computer

Software Used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Office of Nuclear

Regulatory Research,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September 1997

34. Regulatory Guide 1.170, "Software Test Documentation for Digital Computer

Software Used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Office of Nuclear

Regulatory Research,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September 1997

35. Regulatory Guide 1.171, "Software Unit Testing for Digital Computer Software

Used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Office of Nuclear Regulatory

Research,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September 1997

36. Regulatory Guide 1.172, "Software Requirements Specifications for Digital

Computer Software Used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Office of

Nuclear Regulatory Research,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September

1997



부록7.0-1 개정 4 - 2014. 12- 22 -

37. Regulatory Guide 1.173, "Developing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for Digital

Computer Software Used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Office of

Nuclear Regulatory Research,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September

1997

38. SECY-91-292. "Digital Computer Systems for Advanced Light-Water Reactors."

September 1991.

39. Safety Evaluation by the Office of Nuclear Reactor Regulation. "EPRI Topical

Report TR-106439." May 1997.

40. SECY-93-087. "Policy, Technical, and Licensing Issues Pertaining to Evolutionary

and Advanced Light-Water Reactor (ALWR) Designs." April 2, 199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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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7.0-1 개정 4 - 2014.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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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중인 문서가

지침을 준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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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1-3 심층방어 및 다양성 검토절차 

다양성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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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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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1-7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이행사항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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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1-8 설계결과물에 대한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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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1-9 통신 독립성 검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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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1-10 실시간 성능요건 검토 절차 

시스템 실시간 성능

요건 추출의 적합성?

설계내용의 성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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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it Yes Exit No

실시간 성능요건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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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1-11 가동 중(On-line) 시험기능 검토 절차 

계통 주기시험

요건과의 일치성?

자기진단 기능의

적합성 ?

시험범위의 적합성?

Y

Y

Y

N

N

N

Exit Yes Exit No

가동 중 시험 및 가기진단

설비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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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7.0-2 가동 중 원전의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변경허가 검토절차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개  요  

가동 중 원자력시설의 변경에 관한 중요한 법규는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규정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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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 중 원전의 디지털 설

비개선과 관련해서 미국 10 CFR 50.59와 EPRI TR-102348의 기술적 배경을 근간으로 

해서 그 변경이 법적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인지 또는 단순히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만으로도 가능한지를 결정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그림 7.0-2-1은 신청된 디지털 변경사항이 국내 법규상의 인허가 관점에서 변경허가

사항인지 또는 변경신고사항인지를 구별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면, 아날로그설비를 디지털설비로 변경하고자 할 때 원자력안전법 제20조(운영허가)

및 동 법 시행령 제34조(변형허가 신청)에 따라 변경허가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사항이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변경을 수반할 경우, 동 법 시행규칙 제17조(변경허가의 신청)에 따라 총리령이 정한 

바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그 변경사항이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

니하는 경우,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2항에 따라 총리령이 

정한 바에 의한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 신고서는 해당 변경사항

이 안전관련설비의 기능수행에 영향을 미칠 경우 변경예정일 30일 전, 그 외의 경우 

매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변경사항이 안전관련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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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시설의 변경이나 개조를 수반하는 변경사항일 경우 변경예정일 30일 이전에 별

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가동 중 원전의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고려사항 

그림 7.0-2-1은 신청된 디지털 변경사항이 국내 법규상의 인허가 관점에서 변경허가

사항인지 또는 변경신고사항인지를 구별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 절

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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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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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사항, 또는 

시험 요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교체된 기존 계통에는 요구되지 않지만 디지털 

계통 또는 기기에만 추가로 필요한 독특한 변수, 가정 사항, 또는 시험요건들을 포함

시켜야 한다. 만약 신청된 설비개선사항이 운영기술지침서의 변경을 필요로 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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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안전관련설비의 변경을 수반한다면, 신청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4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하고 검토 및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출물은 운영기술지침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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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계통 설계” 및 KEPIC ENB-1100 “안전계통설계” 등을 만족해야 하며, 특히 변경된 계

통이 변경되지 않은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디지털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본적인 허용기준을 따르고 있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아날

로그계통에 비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전자기적합성(EMC)을 비롯한 환경검

증,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품질보증 확증, 하드웨어 필수특성들의 확증, 실시간 결정론

적 성능 보장, 온라인 시험 및 주기시험 설비, 그리고 통신 독립성 등이다. 신청자는 

디지털계통이 갖는 기능적 현안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고 그 해결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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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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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그 계전기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안

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과속도 트립회로의 성능 또는 설계가 변화될 수 있다는 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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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 중 원전의 디지털 설비변경

과 관련해서 10 CFR 50.59의 안전성 평가개념이 변경허가사항인지 또는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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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인지를 구분 짓는 기준으로서 적용될 수가 있다. 따라서 가동 중 원전의 기

존설비를 디지털로 변경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아래의 안전성 평가지침에 따라서 변경

된 디지털설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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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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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변경

(예, 디지털)

기술지침서/안전해석
사항 변경 및 

안전설비 변경 수반?

안전관련설비의 

기능수행에 영향?

기술지침서/안전해석

변경허가 신청 및 허가 

FSAR 개정 제출

변경 예정일 30일 이전 

경미한 사항 신고 FSAR 

개정 제출

매 반기 경과 후 20일 

내 경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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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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침 번 호 KINS/GE-N001

분 류 번 호 부록7.1-1

개 정 번 호 4

발 행 일 자 2014.1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분류번호 : 부록 7.1-1

제 목 :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허용기준 및 지침

검토주관부서 : 계측전기평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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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형 ‘09.12 김대일 ‘09.12

4 김형태 ‘14.11 정충희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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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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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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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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과 일치하는 번호로 괄호 속에 표시되어 있다. 부록 7.1-1은 TMI Action Plan 항

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허용기준을 설명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관련보고서에 개념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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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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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기

준 및 지침을 준용하여 설계하고 이들 설계는 해당 규제기준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 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

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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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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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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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과

KEPIC ENB-1100에 기술된 다음 특성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

며 부록 7.1-2 및 부록 7.1-3은 이들 특성들에 대한 검토방법을 설

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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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동계통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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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 진단시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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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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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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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 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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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분석보고서 7.5절에 기술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 7.5절에 제시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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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부적절한 노심냉각 계측계통은 이들 

조건들에 대한 정확한 지시를 제공해야 하며, 안전계통들이 적절히 

동작하는지 여부 및 계획된 수동조작을 취할 수 있도록 사고 조건동

안 충분한 정보를 운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환경으로

의 방사능 누출 등을 포함하여 보호방벽의 대형균열 및 노심노출 등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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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시 자동 닫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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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립 설정치는 사고분석

에 의한 분석적 제한치에서 오차를 빼는 방법보다 발전소 정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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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간동안 예상되는 최대압력 값으로부터 측정오차를 더하는 방

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설정치는 분석적 제한치에 도

달되기 이전에 보호계통기능이 작동되도록 충분히 낮음이 입증되

어야 하며, 압력설정치는 정상운전 기간 동안 압력센서의 정확도에 

따른 계측기 드리프트 혹은 변동에 의한 불필요한 격납건물 격리

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운전 시 격납건물내의 예상 혹은 최대측

정압력보다 충분히 크게 설정되어야 한다. 정상운전 시 격납건물 

압력이력은 격납건물 격리를 개시하기 위한 적절한 최소압력설정

치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며, 신규 발전소 신청자의 경

우 최소격납건물 압력설정치를 설정하기 위하여 비슷한 발전소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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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장

치가 설계되어야 한다.

- 적용범위 :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 

- 검토방법 : 노심손상이후 발전소 상태를 감시하는 계측계통이 안전에 중요한 정

보계통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고 후 및 진행기간 동안 발전소 변수 

및 계통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품질, 계측범위, 유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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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1) 수위지시기는 필수 전원으로부터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고 

2) 구동 및 제어용 전원은 안전에 중요한 계통에 적용되는 요건에 맞도록 품질 

보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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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시에 동 규제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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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일치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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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가.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

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규와 표준 등을 사용할 경우 그것들의 적용범위, 적합성 및 충분성 등을 결

정하기 위해 이들 법규와 표준 등은 확인 및 평가되어야 하며, 요구된 안전기

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품질 제품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들 법규와 

표준은 추가 혹은 수정되어야 한다.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그것들의 안전

성 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할 것임을 적절히 보증하기 위해 품질보증계획을 

수립 및 이행해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부품 등의 설계, 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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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분석

보고서 7.1절 검토에서는 RG 및 승인된 산업표준이 안전에 중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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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그러한 구조물, 계통 및 부품에 대한 설계기준은 다음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

연현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

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그리고 (3) 수행되

어야 할 안전기능의 중요도

- 적용범위 : 안전에 중요한 모든 계측제어계통 및 부품과 관련 데이터 통신계통

- 검토방법 :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의 자연현상에 대비한 보호시설의 



부록7.1-1 개정 4 - 2014.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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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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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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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부록 7.1-2 항목 4.4 및 부록 7.1-3 항목 5.4에 제시된 규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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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중대사고에 필요한 계측계통이 설계되

어야 하며 중대사고 조건하에서도 필요한 기간이상 동안 요구되

는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동 계통은 추가적인 환경 및 내진

품질시험 혹은 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원자로의 노심·냉각계통, 제어계통 및 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연료

허용손상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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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립 설정치 계산 시에 요구되는 최소성능보다 더 나은 성

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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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운

전·예상운전과도 및 사고 조건 시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걸쳐서 관련 변수 및 계

통들을 감시할 수 있는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에는 위의 관련 

변수와 계통들을 설정된 운전범위 이내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높은 신뢰성을 갖는 

제어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에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는 연속적으로 자동 기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적용범위 : 모든 계측제어계통 및 관련 데이터 통신계통

- 검토방법 : 적합성 평가에는 다음의 주제들에 대한 고려사항이 포함된다.

1) 발전소 변수 및 계통 감시 계측 - 7.5절 및 7.7절 참조 



부록7.1-1 개정 4 - 2014.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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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상태로 변수 및 계통을 유지하기 위한 연동계통 - 7.6절 참조 

7) 정상운전 제한치 안에서 변수 및 계통을 유지하기 위한 계측제어 - 7.7절 참조 

8) 과도한 환경조건으로부터의 계측용 감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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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운전

과도 동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여유도를 

가져야 한다.“

- 적용범위 : 계측제어 보호 및 제어계통

- 검토방법 :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위한 설계 여유도에 대한 계측제어계통의 평

가는 계측제어 안전 및 제어기능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의 일부

분이다. 이러한 검토는 원자로 계통의 검토를 담당하는 조직에 

할당된다. 계측제어계통은 다양한 방법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수적으로 트립 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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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위해 함께 일을 해야 한다.

사.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격납건물 및 관련계통은 설계에 고려되는 모든 사고조건에 대하여 격납건물 외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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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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제어실로부터 물리적·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원자로제어실외의 장소에서 적합

한 절차에 따라 원자로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장

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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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기능, 연동기능 및 

다양한 계측제어 기능들에 대한 평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7.2,

7.6 및 7.8절 검토를 통해 수행된다. 제어실 설계에서 인간공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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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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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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절 

검토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차.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원자로시설의 보호계통은 안전기능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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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하여 보호기능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다중성 및 독립성 설계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호계통의 운전 허용신뢰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일기기 또는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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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전에서 제거하더라도 요구되는 최소 다중성은 유지할 수 있을 것. 나. 원자

로의 운전 중 발생 가능한 고장 및 다중성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채널에 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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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의 주제들을 포함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2 및 7.1-3은 이들 

주제들에 대한 검토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 요건들에 대한 적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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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다중채널(multiple channel)에 미치는 자연현상의 영향, 점검·보수·시험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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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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환경조

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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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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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26에 대한 일치성 검토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요건들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7.2절 및 

7.3절 검토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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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보호계통은 다음 각목의 상태에서도 다중성·독립성 및 신뢰성의 요건을 만족하는 

건전한 계통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어계통으로부터 분리할 것. 가. 단일 제어계

통 기기 또는 채널 고장. 나. 제어 및 보호계통의 공용기기 또는 공용채널 고장.

다. 단일 채널의 운전 중 제거"

- 적용범위 : 모든 계측제어계통

- 검토방법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에 대한 적합성 검토

는 KEPIC ENB-6100 및 KEPIC ENB-1100에 기술된 다음 주제들

을 포함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2 및 7.1-3은 이들 주제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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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한 검토지침을 제공한다. 이들 요건에 대한 일치성 평가는 안전성

분석보고서 7.2절 검토에서 수행된다.



부록7.1-1 개정 4 - 2014. 12- 17 -

거.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반응도제어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에서 예상되는 반응도 변화를 신뢰성 

있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운전 상태를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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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제어계통은 예를 

들어 제어봉 블록이나 제어봉 흡수치 최소화 계통을 포함할 수 있

다. 검토는 계측제어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와 합치됨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반응도 증가를 제한하는 

기능, 성능 및 신뢰도를 제공함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원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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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평가는 상기 항들에서 적용한 일반설계기준 들에 따른 보호계통 

및 반응도 제어계통의 준수내용을 토대로 결론지어진다. 확률론적 

안전성분석은 특정계통에 대한 결정론적 기준 개발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규제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들 계통의 검토는 수립된 결정론적 기준의 충족을 언급할 것이다.

반응도 제어계통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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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급자 또는 신청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사고해석 절에서 평가된 각종 사

건에 대해 최적평가방법을 이용해서 가상된 각종 공통원인고장을 분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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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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항목에 있는 안전등급 컴퓨터계통

과는 독립되고 다양한 것이어야 한다.

- 적용범위 : 디지털 컴퓨터기반의 원자로정지계통 또는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

통이 적용된 발전소에서의 원자로정지계통,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

통, 다양성 계측제어계통, 제어계통 및 관련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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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창 표시, 비디오 표시장치(VDU) 혹은 기타 장치 등) 장

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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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계통에 대한 수동개시(RG 1.62)등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설계자는 

이러한 기준들을 만족하는 다중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제공되는 경보, 표시,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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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보증하기 위해 적절하게 기존의 방어적인 수단들(예, 분할, 고장허용, 신호

검증, 자가시험, 오류점검 및 감시용 워치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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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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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가능한 주기시험 설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나. RG 1.47,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의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 지시"

- 적용범위 : 원자로정지계통,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안전에 중요한 정보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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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

하고 있다. 안전성분석보고서 7.5절은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

의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 지시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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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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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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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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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계측제어분야 담

당부서의 평가는 발전소 조건을 감시하는 계측설비의  검토로  제

한한다. 환경조건을 감시하는 계측설비와 방사선 감시계통의 평가

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다른 절의 검토에서 언급한다. 안전성분석보

고서 7.5절 및 부록 7-9는 사고 후 감시계통 검토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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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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시 발전소 조건을 결정할 때 측정 불확실도를 평가하는 경우

에도 동일하게 이 지침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RG 1.105는 자동트

립기능에 포함되지 않지만 안전에 중요한 모든 계측제어계통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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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신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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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환경제어계통은 안전성분석보고서 7.7절 검토 시에 다루어진다.

차. RG 1.152,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의 디지털 컴퓨터 응용에 대한 기준 (KE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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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B-6370,”안전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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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통설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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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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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안전계통 소프트웨어의 확인 

및 검증을 계획하는데 IEEE Std. 1012를 승인하고 있으며 소프트웨

어 검토, 검사 및 실사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수단으로서 IEEE Std.

1028을 승인하고 있다. 부록 7-13은 디지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

한 확인, 검증, 검토 및 실사의 이행과 계획서에 대한 검토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파. RG 1.169,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디지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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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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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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조,

제84조에 대한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

은 안전계통 소프트웨어의 시험서류에 대해서 IEEE Std. 829를 승

인하고 있으며 부록 7-13은 디지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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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프트웨어 요건시방서”(IEEE Std. 830, “소프트웨어 요건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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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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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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주

기 공정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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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4조에 대한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안전계통 소프트웨어의 생명주기 공정개발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지

침으로 IEEE Std. 1074를 승인하고 있고 부록 7-13은 신청자 및 허

가소지자의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을 설명하는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및 소프트웨어 과제관리계획서 검토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IEEE

Std. 1074에서 기술된 각 활동그룹에 대해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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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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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RG 1.177, “발전소별 위험도-정보 활용 결정을 위한 접근법: 기술지침서”

- 적용범위 : 모든 계측제어계통 

- 검토방법 : 본 규제지침은 24개월 핵연료 교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 계측제어 

정기 시험주기 변경에 대한 평가의 일부분으로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대한 만족성 여부에 대한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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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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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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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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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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제어계통 및 기기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

한다. 본 규제지침의 규제입장 5번은 안전정지, 대안 및 전용의 정

지계통의 성능목표를 제공한다. 이 입장은 고온정지 및 저온정지를 

달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계통 및 계측설비를 식별하고 이

러한 계통에 대한 설계기준 및 분석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안전정지 계측제어계통의 검토를 위한 RG 1.189 적용은 화재방호 

담당부서와 협조하여야 한다.

어. RG 1.200, “위험도 정보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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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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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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

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 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

격에 관한 규정“ㄴ에 대한 계측제어계통 및 기기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본 규제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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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62.45

에서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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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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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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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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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기준을 

제공한다.

II. 범 위

본 부록은 보호계통 검토에 이용되고 있는 KEPIC ENB-6100요건을 기술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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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일한 검토서류로 사용할 의도는 아니다. 이 부록의 각 부분은 직접적으로  

KEPIC ENB-6100의 하나 이상의 기준과 관련이 있다. 이 검토와 관련된 부가적인 배

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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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설

비가 심사자에 의해 적절히 검토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장의 심사자

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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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시 고려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계통의 담당부

서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각 계측제어계통에 필요한 협조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0

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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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설

명하여야 하고 보호계통에 대한 설계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26조의 요건들을 설명하기 위해 확인되어야 한다. 각 설계기준항목에 기술된 정

보는 계측제어계통의 상세설계가 가능하도록 상세하여야 하며 계측제어계통들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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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기능적 요건들과 운전환경들이 기술되어야한다. 최소한으로 KEPIC ENB-6100 3

절 (1)부터 (9)까지에 명시된 각 설계기준 내용들이 설명되어야 한다.

• 일관성 -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의 설계기준사건 분석내용을 포함(기계 및 전기계

통설계, 기타 발전소 계통설계)하여, 발전소의 안전관련 분석내용들과 정보의 일관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기준에서 제공된 정보들은 분석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설

계기준들은 모순된 요건들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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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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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시 고려되

어야 할 반응도제어의 오동작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가정된 오동작은 안전성

분석보고서 7.7절에 기술된 제어계통 고장모드와 7.6절에 기술된 반응도제어 연동기능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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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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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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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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기 설정치" 그리고 부록 7-11은 안전계통의 설정치 결정

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설정치 분석에서 사용되었던 계기의 성능자료는 3(9)절

에서 논의되었던 설계기준에서 확립되었던 성능요건들과 일치하여야 한다.

부록 7-6은 주입모드에서 재순환모드로 전환하기 위해 수동으로 조작되는 과도기간

을 허용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를 결정하는데 특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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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가능하다 부분을 포함한 신청자의 분석결과는 계통의 성능요건이 

보호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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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신청자의 분석결과는 보호계통이 성능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검증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평가에서는 일반적인 기능요건이 다양한 계통기기들에 적절하게 할당

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보호계통의 정밀도 평가에는 설정치, 여유도(Margin), 오차 

및 응답시간 등이 그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언급해야 한다. 자동개시는 모든 

보호기능에 요구되며 수동개시 능력도 역시 동일하게 요구된다(4.17절 및 RG 1.62 참

조). 신뢰도에 대한 내용이 다음에 기술되어 있다.

심사자의 계통신뢰도에 대한 수용은 정량적인 신뢰도 목표들보다 KEPIC ENB-6100

에서 기술된 결정론적인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검토담당부서는 보호계통의 신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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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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부품 및 모듈 품질 (KEPIC ENB-6100, 4.3절)

신청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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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 관한 품질보증“의 품질보증에 관한 규정이 보호계통에 적용되었음을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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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계

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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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하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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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내에 있지 않는 보호계통이 그 

안전기능을 완수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제어계

통의 상실은 보호계통이 안전기능을 달성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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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방법이다.

낙뢰로부터의 보호는 전자기 적합성(EMC) 검토의 한 부분으로서 다루어져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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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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이러한 분야의 검토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채널의 건전성에 대한 검토는 계통의 차단, 에너지상실, 가혹한 환경과 같은 조건

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가 보호계통이 고장 시에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거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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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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상태로 되어야 한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ESFAS) 기능은 고장시 사전에 

정의된 안전한 상태로 되어야 한다. 많은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의 사전 정의된 안전 

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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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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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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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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시험”, 에 제공되어 있다. 시험 및 교정능력의 정도는 주로 설계가 단일고장기준을 만

족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검출될 수 없는 고장은 우발적이고 검출 가능한 단일고장과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주기시험은 보호계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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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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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운전중 시험이 중첩시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때에는 시험계획은 한 시험

대상부분과 다른 시험대상부분이 중첩되도록 해야 한다. 배선분리, 점퍼설치, 설치된 

기기에 대한 유사한 변경을 요구하는 시험절차는 출력 운전중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험 및 교정규정의 검토는 계통설계가 운영기술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유형별 시험

을 지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한다. 계통설계는 운전제한조건이 

충족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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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우회의 자동제거에 대한 요건은 원자로운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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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다중 설정치 (KEPIC ENB-6100, 4.15절)

"긍정적 수단" 에 대한 해석은 보다 엄격한 설정치가 필요시에 사용되도록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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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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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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점에 대한 접근과 설정치 변경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 보호계통기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통제는 보호계통 판넬 문에 대한 경보와 잠금장치와 같

은 대책이나 보호계통기기가 위치한 방에 대한 접근통제를 포함한다.

4.19. 보호조치의 식별 및 정보 판독 (KEPIC ENB-6100, 4.19절, 4.2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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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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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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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 KEPIC ENB-1100 "안전계통설계" 준수에 관한 평가지침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 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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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전관련 계측제어분야의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규로 인허가를 받고자 할 경

우에는 KEPIC ENB-1100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KEPIC ENB-1100의 기준은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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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부 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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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기반계통

에 안전계통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지침은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

가 제공되어 있다. KEPIC ENB-6370은 RG 1.152,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의 디지털 

컴퓨터에 대한 기준”이 승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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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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시에 시작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고려사항에는 설계기준, 다중성, 독립성, 단일고장, 검증, 우회,

상태지시, 시험이 있다. 7.9항에 기술된 디지털 데이터 통신계통은 다른 계측 제어 계

통을 위한 지원 계통이다. 따라서 디지털 데이터 통신계통은 지원을 받는 계통에 적용

되는 요건과 지침을 따르게 된다. 결과적으로 KEPIC ENB-1100 지침은 안전계통의 기

능을 지원해주는 데이터 통신 계통에도 직접 적용될 수 있다. KEPIC ENB-1100의 지

침을 따르는 안전계통에 대한 계측제어분야의 검토는 다음의 고려사항들과 관련이 있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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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시에 적절하게 언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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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측제어계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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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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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제어계통의 상세설계가 가능하도록 충분해야 한다.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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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계기준사고해석, 기계 및 전기계통설계, 다른 발전소 계통설계와 일관성을 유지하

고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설계기준은 모순된 요건들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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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한다.



부록7.1-3 개정 4 - 2014.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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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시에 고려

되어야 할 반응도제어의 오동작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가정된 오동작은 안전

성분석보고서 7.7절에 기술된 제어계통고장모드와 7.6절에 기술된 반응도 제어 연동기

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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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수와 위치를 명

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청자의 분석은 감지기의 수와 위치가 적절함을 증명해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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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이에 따라서 필요한 보호동작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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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기술기준의 5.4항, “기기 검증”에 대한 집중적인 고려와 함께 이후의 평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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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제어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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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결과

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의한 불확실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른 방법론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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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의 하부 절과 6, 7, 8(추후 논의됨)절들은 안전계통이 설계기준요건을 만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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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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고장

기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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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작동이 안전계통성능에 역효과를 준다면 이

들 기기와 계통이 작동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기기검증의 미비는 어떤 고

장의 가정을 하게 되며 임의의 사고에 의해서 비안전등급 및 품질 보증되지 않은 기

기들은 먼저 고장 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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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들로 인해 검토담당부서는 기능내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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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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제어계통

의 공통원인고장에 방어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규제기관의 입장이 SECY- 93-087, "개량

형경수로(ALWR)설계관련 정책, 기술적, 인허가현안“의 규제요건 메모에 나타나 있다

(18번 항. ⅡQ,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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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내에서 기능적 성능요건을 만족하

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측제어분야는 안전계통 계측제어 계통기기에 대한 온화한 환경의 검증과 전자파 

장해의 검증을 검토한다. 그리고 극한 환경과 지진에 대한 검증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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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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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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자파 장해검증은 전자파 장해와 정전기방전에 대한 검증요건을 만족하는 방법으로 인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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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조건의 범위에서 보호동작의 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증명하기 위해 안전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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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부품 계통선반(Rack) 및 제어반에 대한 시험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야 한다. 시

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자는 안전계통부품이 사용조건범위에서 동작하도록 

보수적으로 설계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디지털 컴퓨터기반 계통에 대한 중요한 쟁점 하나는 계통의 실시간 성능이 4.10절

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특정 시간내에 보호동작의 완료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있다.

부록 7-17은 디지털 컴퓨터 기반의 계통에 대한 응답시간 평가지침을 추가적으로 제공

하고 있으며 실시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결과분석이나 시제품(Prototype)시험에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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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시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포함한 컴퓨터계통 소프트웨

어의 건전성은 신청자의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부록 7-13

의 3.1.자. 항은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의 특성들을 기술하고 있다. 부록 7-13의 3.2.

가. 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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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상태는

작동된 기기가 그 상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동작불능의 입력계측기 탐지 시 운전원이 영향 받는 채널을 우회모드로 전환하지 

않았다면(2/4 논리를 2/3논리로 변환할 수 있음), 컴퓨터기반 안전계통은 고장 난 계

기와 관련된 보호기능들을 자동적으로 동작시켜야 한다(예를 들면, 영향 받는 채널을 

트립시킴.). 자기진단에 의해 감지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고장도 보호기능을 동작

시켜야 한다. 컴퓨터계통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고장은 보호기능의 수동개시나 

사전에 계획된 비상 혹은 복구동작을 위한 운전원의 조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전원

상실후 부분 혹은 전체계통 초기화나 정지 중에 안전계통 구동기의 제어출력은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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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전에 정의된 상태로 가야 한다. 전원복구시 계통의 재초기화는 구동기를 자동으

로 사전에 정의된 상태에서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재동작 및 재초기화에 이은 사전에 

정의된 상태로부터의 발전소 기기상태의 변화는(적합한 안전계통 신호응답에 의한 변

화제외)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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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장벽에 의해 이루

어진다. 전기적 독립성은 분리된 전원의 이용을 포함해야 한다(계측제어분야와 전력계

통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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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하고 있다. 통신의 독립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관련 신호의 전달이 (1) 통신계통을 통한 

적절한 채널화(Channeling) (2) 다중 채널간의 적절한 데이터 격리 또는 한 채널의 데

이터가 다른 채널의 운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없는 데이터통신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을 확인해야 한다.

안전계통의 다른 부분들 사이에 데이터 통신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분석은 한 

부분의 논리적 혹은 소프트웨어 고장이 다중성부분의 안전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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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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시험”에 제공되어 있다. 시험 및 교정능력의 정도는 주로 설계가 단일고장기준을 만족

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검출되지 않은 고장은 우발적이고 검출가능한 단일고장과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주기시험은 안전계통에서 요구하는 전반적인 성능

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실제에 가깝게 수행되어야 한다. 시험은 자동 및 수동

회로의 운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출력운전중 시험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출력운

전중 시험이 중첩시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때에는 시험계획은 한 시험대상

으로부터 다른 대상으로 중첩되도록 해야 한다. 배선분리, 점퍼설치, 설치된 기기에 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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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족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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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지원해 주는지를 원자로계통분야와 협조하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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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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점에 대한 접근과 설정치 변경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 안전계통 기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

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통제는 안전계통 판넬 문에 대한 경보와 잠금장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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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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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을 승인하고 있는 RG 1.75에 제공되고 있다.

우선적인 식별 방법은 기기, 전선, 캐비넷에 대한 색깔표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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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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트웨어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KE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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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B-6100, KEPIC ENB-1100의 기본적인 신뢰도 요건을 따르는지 검토담당부서에 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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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6.2 수동제어 (KEPIC ENB-1100, 6.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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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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고장으로부터 격리

6.4 계통입력 유도 (KEPIC ENB-1100, 6.4절)

KEPIC ENB-1100의 6.4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감지 및 명령특성의 입력은 가능하

면 설계기준에 명시된 요구변수를 직접 측정하는 신호로부터 유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유량상실시 보호기능을 요구하는 안전계통은 일반적으로 유량감지기로부터 신호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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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고에 주어진 신뢰도와 가상사고에 대한 응답도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직접 및 간접변수에 대하여, 신청자는 안전계통입력을 제공하는 계측기의 특성들

(예를 들면, 범위, 정확도, 분해능, 응답시간, 샘플율)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15장에 제

공된 분석과 일치함을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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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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제어계통을 위한 시험규정과 감지기점검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6.6 운전 우회 (KEPIC ENB-1100, 6.6절)

운전 중 우회의 자동제거에 대한 요건은 원자로운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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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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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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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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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항에 논의된 바와 같이 다중 설정치가 필요한 경우 “긍정적인 수단”에 대한 

심사자의 해석은 보다 엄격한 설정치가 사용되도록 자동동작이 제공됨을 의미한다. 부

록 7-3은 원자로냉각재펌프 고장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 다중 설정치에 대한 추가지

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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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에는 

안전기능에 적절한 시간지연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봉인 특성은 계통이 응답시간

요건을 만족한다는 가정 하에 검증된 보호명령이 내려졌음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동

할 필요가 없다.

7.4 운전 우회 (KEPIC ENB-1100, 7.4절)

6.6절과 내용과 동일하며 추가적인 요건은 없다.

7.5 보수 우회 (KEPIC ENB-1100, 7.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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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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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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블 컴퓨터를 이용하는 안전계통에 대한 KEPIC ENB-1100 기준의 적용에 대한 지침

은 KEPIC ENB-6370에 제공된다. 컴퓨터 기반의 안전계통에 이러한 안전계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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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구성한다. 대조적으로, 만일 인용된 규정과 표준이 규제기관의 규정에 통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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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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주

파수 간섭(EMI/RFI)을 다루는 기준을 제공하고 단일고장기준에 디지털 컴퓨터의 공통

원인고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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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식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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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제어계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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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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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I&C 계통들의 기준 및 지침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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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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통설계 기준(ENB-6370, 4절)

KEPIC ENB-1100의 4절에서는 각 안전계통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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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통기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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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

을 제공한다. KEPIC ENB-1100의 5.1절은 단일고장기준을 정의한다. 이 요건의 적용을 

위한 지침은 RG 1.53, 개정 2, “안전성을 위한 단일고장 기준의 적용”에서 승인한 

KEPIC ENB-3000에서 제공된다. KEPIC ENB-3000의 5.5절에서 논의된 접근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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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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된 품질기준을 다루어야 한다. 하드웨어 품질은 KEPIC ENB-1100에 설명되어 있

다. 소프트웨어 품질은 IEEE/EIA Std 12207.0-1996과 보충 표준들에 설명되어 있다.

KEPIC ENB-1100 요건에 추가적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활동은 품질 기준에 적용 가능

하다 추가적인 기준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기준들은 KEPIC ENB-6370의 다음 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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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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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기기의 평가와 허용에 관한 지침”과 EPRI 특정주제보고서 TR-107330, "원자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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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공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은 EPRI 특정주제보고서 TR-106439에 기술된 공급업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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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 공통원인고장에 대항한 소프트웨어 방어사항, 소프트웨어 도

구의 사용과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도구의 사용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하지만, 만일 소프트웨어 도구에 의해 감지되지 않거나 소프트웨어 도구에 기인

한 결함이 확인 및 검증 활동에 의해 감지된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해당 소프트

웨어 도구는 그 자체를 안전성 소프트웨어에 수반 되는 모든 규제 요건에 따라 안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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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7-13은 다음 세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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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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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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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과, 컴퓨터의 안전계통과의 통합은 개발 공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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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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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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정확성 - 감지기와 운전원 입력의 오차로 부터 벗어나는 정도(degree of freedom),

근사 또는 측정에 의해 표시되는 정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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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장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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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통

의 속성과 특성.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에서 논의된 나머지 특성들은 소프트웨어

로 제어되는 안전 계통의 전체 안전성에 중요한 인자들이지만 소프트웨어의 내부 

동작과 주로 관련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안전성은 계통 위해도 측면의 소프트웨어

의 영향과 그러한 위해도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과 우선적으로 관련된다.

ㆍ 보안성 - 허가되지 않은, 바라지 않는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침입을 방지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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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되고 있는 확인 및 검증에 추가해서 소프트웨어 품질 측정기준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활동의 이행 동안 고

려되어야 하는 특성들 중 하나로 “측정” - 계획 문서에서 정의된 활동과 임무의 성공

과 실패를 결정하기 위해 쓰이는 일련의 지표(indicator) - 을 제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품질요건이 만족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내내 소프트웨어 품질 측정기준의 사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품질 측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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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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론을 

위한 IEEE 표준”은 소프트웨어 품질 측정기준 방법론과 다양한 측정기준 계통이 평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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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소프트웨어 도구는 소프트웨어 도구로 검출되지 않는 결함이 확인 및 검증 활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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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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시에 특히, 도구 운전경험은 도구의 적합성 측

면에서 추가적인 신뢰성 제공에 이용될 수 있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은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에서 설명하여야 하는 자원특성에는  

방법/도구 및 표준을 포함하여야 됨을 기술하고 있다. 방법/도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기술 및 사용되는 도구의 설명을 요구한다. 재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해 준수한 

접근방법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일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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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성 중요도와 상응하는 정도로,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되는 도구가 상세하고 엄격하

게 품질 보증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허용 가능한 것으로 입증될 수 없거나 안전성 

요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생산하는 방법, 기술, 도구 등은 이에 대한 대안이 더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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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3 확인 및 검증 (KEPIC ENB-6370, 5.3.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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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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만큼의 노력을 요구하며, 동등한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

로 한다. 검토자는 적절한 확인 및 검증노력이 가능함을 확신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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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동으로 나누어지고, 활동은 다시 업무로 나누어진다. “확인 및 검증 작업(effort)”이라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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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확인 및 검증 조직이 효과적인가? 만일 선별된 기능에 대한 일괄(thread) 감사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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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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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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형상관리계획”은 IEEE Std 828-1990,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에 관한 IEEE 표준”을 

승인하였으며,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의 개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소프트웨어 

형상관리는 IEEE Std 1042-1987, "소프트웨어 형상관리에 관한 IEEE 지침”에 따라 수

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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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소프트웨어 설계와 코드의 식별 및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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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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생한 승인된 변경은 기준선에 추가되어야 한다.

형상통제를 위한 표식은 각 형상 항목별로 고유의 식별과 개정 및/또는 일자시간

스탬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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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그램의 수립과 이행  을 위임(또는 이들 중 일부분)할 수도 있으나, 사업자는 이에 대

한 책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검토자는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소

프트웨어 형상관리 프로그램이 사업자에 의해 승인받았는지 여부와 그것이 사업자의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프로그램과 일치하는 지를 결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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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1.169에서 승인한 KEPIC EME-3300과 KEPIC EME-3310은 소프트웨어 형상관

리 체계를 위한 허용지침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러한 표준의 이용이 의무적인 것은 아

니다. 만일 사업자에 의해 상기한 표준이 인용되어지면, 검토자는 구현대로 소프트웨

어 형상관리 체계가 원전 안전관련 소프트웨어로 적합한지를 독립 결정해야 한다. 만

일 공급자나 사업자가 KEPIC EME-3300 및 KEPIC EME-3310에서 제시한 방법 이외의 

방법을 이용하면, 그 적합성 결정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이 경우, 검토자는 소프트

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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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디지털 계통에 대해서 수행되어야 할 리스크 관리 범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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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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저하된 기기와 발전소 계통으로 운전하는 것을 포함함으로써 발

전소 설계 기준 사건을 넘어 확장된다. 소프트웨어 안전 계획은 신청자/사업자가 수행

해야 하는 안전성 분석 구현 임무를 포함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분석 구현에 대

한 허용기준은 계획상의 직무가 완전히 수행되어지는 것이다. 문서화는 안전성 분석 

활동이 각 생명주기 활동그룹에 대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보여 주도록 존재해야 

한다. 특별히, 그러한 문서화는 계통 안전성 요건이 각 활동그룹을 적절히 다루고 있

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즉, 신규 위험요소들이 도입되지 않았으며, 안전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요건, 설계 요소 및 코드 요소들이 식별되었고, 모든 다

른 소프트웨어 요건, 설계 및 코드 요소들이 안전성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부록 7-13의 II.3.1.9절은 소프트웨어 안전계획의 관리, 구현 및 자원특성에 대한 추

가적인 세부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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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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관리프로그램을 분석할 때, 검토자는 사업자의 리스크에 대한 허용이 반드시 

충분하거나 허용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만일 사업자가 단

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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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검증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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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RI TR-107330,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련 적용을 위한 상용으로 이용 가능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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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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활동은 KEPIC ENB-6370의  5.4.2.1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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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과 교정을 위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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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검출 및 자기진단기능

5.6 독립성 (KEPIC ENB-6370, 5.6절)

KEPIC ENB-1100의 요건과 일치하게, 안전 채널 간 또는 안전계통과 비안전계통

간의 데이터통신에 의해 안전기능 수행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물리적, 전기적 

및 통신 독립성에 대한 추가 지침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의 5.6절에 기술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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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통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포함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안전기능을 제공하는 

컴퓨터상에 상주하는 비안전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안전계통의 일부분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만일 신청자/사업자가 안전 컴퓨터에 의해 비안전 기능이 수행되기

를 원한다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는 안전 관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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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인 어떠한 단일 제어계통 기기

(또는 채널)의 고장 또는 제거 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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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데이터를 브로드 캐스팅하는 통신계통은 이러한 요건을 만족한다.

∙ 만일 통신계통이 안전계통과 비안전계통 간에 양방향 통신을 허용한다면, 그러한 

결정은, 메모리 할당방법, 통신 프로토콜 및 메시지 포매팅 방법을 포함하여, 통신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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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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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7.1-4 개정 4 - 2014.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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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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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

통에서 표시기까지의 통신경로가 단방향이거나, 또는 표시기와 제어기가 안전 관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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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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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폭탄 코드)를 포함하지 않고, 악성 프

로그램(예, 바이러스, 웜 및 트로이 목마)에 대항해 회복력이 있는 계통을 개발하고 (3)

발전소 행정 절차와 사업자의 보안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계통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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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스마트카드) 혹은 개인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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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어 및 호출 라이브러리 함수의 계통에 대한 사항은 성공적으로 스캐닝 되지 않을 

수 있고 단지 불법이용을 위한 터전이 될 수 있다. 상용제품(COTS)은 특허 사항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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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일반적으로 검토가 불가능 할 수 있다. 운영체제에 대한 보안 취약성 결정을 위

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수 있다.(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와 다른 운영체제 

제공자는 운영체제와 호출 코드 함수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에, 응용 개발자에 의해 그러한 시스템이 수정되지 않으면 보안 노력은 그러한 시스템

상의 특성이 계통의 보안 요건을 상쇄하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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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통 보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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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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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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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write)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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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1 고압력의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저압력계통의 격리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발전소 정상 및 비상 운전 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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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냉각재압력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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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압 계통들과 고압 원자로냉각재계통간의 경계영역 설계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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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원자로냉각재계

통의 압력이 하부계통의 설계압력을 초과시에는 자동밸브 잠금 신호가 밸브조작기에 

제공되어져야 한다.

3. 계통경계에 한 개의 역지밸브와 한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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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력산업기

술기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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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2. 전력산업기술기준 ENB-6100-2005, "보호계통 설계."

3. 전력산업기술기준 ENB-1100-2005, "안전계통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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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호기능의 우회가 자동으로 제거될 것이라고 기술한 "운전우회"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

고 있다. KEPIC ENB-1100 "안전계통설계"에도 유사한 요건이 기술되어 있다. 본 부록

은 안전주입탱크의 전동기 구동밸브에 대한 KEPIC ENB-6100 및 KEPIC ENB-1100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부록 8-4 "수동제어 전기구동밸브에 대한 단일고장기준의 적용"은 이러한 격리밸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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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압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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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통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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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고장기준을 만족하는 회로방식의 원자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로정지 설정치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자동조정을 요구하여 왔다. KEPIC ENB-1100에서도 비슷한 요

구조건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의 근거는 인간에 의한 조작보다 자동회로를 이

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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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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부록 7-4

제 목 : 보조급수계통의 설계기준

검토주관부서 : 계측전기평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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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4 보조급수계통의 설계기준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보조급수계통의 기능은 증기발생기에 비상급수를 공급하며 외부전원상실을 동반

한 터빈정지 시에 안전정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계통은 안전주입신호

에 의해 개시된다. 급수는 정상운전 시 개방된 급수제어밸브를 통해 각 증기발생기로 

공급된다. 어떤 발전소의 설계는 보조급수계통이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

로 밝혀졌다. 10 CFR 50.34(f)(2)(xii)는 자동 및 수동으로 보조급수를 요구하고 있다.

본 부록의 목적은 보조급수계통의 타당한 설계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요건을 명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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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하에서 어떠한 가상적인 배관 파단 시에도 최종 열

제거원으로 잔열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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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부록 7-5

제 목 : 가압경수형 원자로 단일제어봉의 불필요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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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5 가압경수형 원자로 단일제어봉의 불필요한 인출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최근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운전경험과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26조 (원자로보호계통)의 요건에 따른 설계의 검토결과 단일고장이 단일 제어봉에 대

한 의도하지 않은 인출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부록의 목적은 원자로

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의 타당한 해석 및 적용에 관

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데 있다.

II. 규제 입장

원자로시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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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는 우발적인 제어봉의 인출과 같은 반응도 제어계통의 단일 오동작시에도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26조의 내용으로 볼 때 심사자는 운전원의 실수를 예상운전과도로 간주하

며, 아울러 이들 요건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원자로시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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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뿐만 아니라 작동을 발생시키는 고장 등을 고려해야한다. 그리

고 이에 덧붙여 단일 또는 다중 제어봉 위치변경을 초래하는 고장 혹은 제어봉이 잘

못 인출되는 고장 등이 분석되어야 하고, 아울러 붕소제어계통에 의한 반응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고장도 분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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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부록 7-6

제 목 : 안전주입모드에서 재순환모드로 전환하기 위해 

설치된 계측제어 설비의 설계

검토주관부서 : 계측전기평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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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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한다. 더구나 운전원 실수의 경우, 운전원이 그 실

수를 수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실수의 결과가 허

용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위에 인용한 이유 때문에 재순환모드로의 자동 전환이 수동 전환보다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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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부록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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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7 Regulatory Guide 1.22의 적용에 관한 지침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최근의 인허가 사례에서 원자로 운전 중에 시험되지 않는 8개의 기능이 기술되어 있

다. 신청자는 이러한 주기시험이 Regulatory Guide(이하 “RG") 1.22 “보호계통 작동기능

의 주기시험"을 만족한다고 주장하였다. RG 1.22는 원자로 출력 운전 중에 시험되지 않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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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KEPIC ENB-1100 및 

KEPIC ENB-6100 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고, 원자로 운전 중 시험되지 않는 모든 작동

장비는 명시되어야 하며 그것들이 RG 1.22, D.4의 조항과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RG 1.22에 대한 적합성외에, 제안된 설계 및 시험주기에 대한 

근거가 운영기술지침서의 주기시험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1. 보호계통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 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의 요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 고시에 따라 계측제어계통 중 

안전관련 보호계통은 KEPIC ENB-1100 “안전계통설계” 및 KEPIC ENB-6100 “보

호계통 설계” 기술기준을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7.1-2는 

KEPIC ENB-6100 에 대한 계통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

며, 안전심사지침 부록 7.1-3은 KEPIC ENB-1100 에 대해서 계통설계의 적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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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III.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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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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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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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기능을 반영하였다. 대체로 이러한 정지 기능은 전력산업기술기준(이

하 “KEPIC") ENB-6100 또는 KEPIC ENB-1100의 요건에 따라 설계되지 않았으며, 비

안전성 등급장치를 원자로보호계통에 사용하였다. 심사자는 원자로보호계통의 성능저

하 가능성 때문에 그와 같은 설계는 타당한 관례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II. 규제 입장

원자로보호계통에 반영된 모든 원자로 정지 기능은 KEPIC ENB-6100 또는 

KEPIC ENB-1100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 규제입장은 감지기에서 

최종 구동장치까지의 전 정지 기능에 적용한다. 비내진 지역에 놓인 감지기는 그런 

지역에서의 확실한 고장(예, 지락, 단락, 고전압 인가, 전자기 장해)에 따른 영향이 원

자로보호계통으로 전파되지 않고, 그리고 원자로보호계통의 성능 혹은 신뢰도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한 감지기는 지진사건 동안에도 동작

할 수 있도록 검증되어야 한다. 즉 원자로를 정지시켜야 할 조건에서 반드시 원자로 

정지 개시의 실패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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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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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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는 제목의 RG 1.97 개정 2와 3을 적용하여 왔다. RG 1.97 개정 2와 3은 감시되어야 

할 상세한 변수목록을 기술하고 있으며, 각 변수에 대한 감시 계측기가 만족하여야 하

는 설계 및 검증 기준에 대한 포괄적인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RG 1.97 개정 4 ”원전

에 대한 사고 감시 계측기에 대한 기준“은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6330

"사고감시용 계측설비 설계”에 대해 예외사항과 내용의 명확성을 언급하면서 승인하고 

있다. KEPIC ENB-6330은 사고 감시변수의 선정, 성능, 설계, 검증, 화면표시, 및 품질

보증에 대한 유연한 성능기반 기준을 기술하고 있다.

1. 규제기준 

가. 10 CFR 50.34(f)(2)(xvii), “사고감시계측”은 격납건물 압력, 격납건물 수위, 격

납건물 수소농도, 격납건물 방사능 농도(고준위) 및 불활성기체 유출물 등을 

원자로제어실에 표시하고, 기록하며 측정할 수 있는 계측장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나.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는 적절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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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건동안 예상되는 범위에 대해 변수 및 계통들을 감

시할 수 있는 계측계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은 냉각재상

실사고를 포함하는 사고조건하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이 제어실에서 가능하도록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것은 또한 제어실 외부의 적합한 장소에서도 필요한 계측장비가 설비되어 원자

로를 즉각적으로 고온정지 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라.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방사선 방호설비”는 (1) 원자

로 격납건물 대기 (2) 냉각재상실사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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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후 감시 계측장치들은 10 CFR 50.49에 따라 환경검증 되어야한다. 또한 

신청자는 10 CFR 50.49 (b)(3)를 만족시키는 허용 가능한 대체수단 제시도 

가능하다.

RG 1.97 개정 4를 사용하는 발전소와 관련하여, 형식 A, B 또는 C로 분류

되는 사고감시 계측장치는 10 CFR 50.49에 따라 환경 검증되어야 한다. 형식 

D 변수들은 발전소 인허가 기준에 따라 배정된 설치위치에서의 특정 사고에 

대한 가상환경으로 환경 검증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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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상태를 결정하고 안전 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RG 1.97 개정 2 또는 3의 범주 1 변

수를 감시하는데 사용되는 채널들은, 시험 지속시간동안 인허가 기준의 적용 

가능하다 요건을 만족한다면, 채널의 보수, 시험 또는 교정동안 이 기준을 만

족할 필요는 없다. 일례로, 시험, 교정, 또는 보수 운전에 필요한 시간간격이 

사고 감시계측계통의 전체 가용도에 미미한 영향을 줄 정도로 짧다는 것으로 

입증되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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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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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주 1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하다. 격리장치의 적용 및 검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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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값과의 편차는 운전원으로 하여금 

정보가 요구되는 사고 혹은 어떠한 설계기준사건에 대해 적합한 허용범위내에 

지시값이 있음을 증명하는 분석이 수행되었을 경우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적절한 여유도는 계측기 불확실성 및 분석적 불확실성에 대한 허용치

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RG 1.97은 기능적으로 몇 개의 주요변수(즉, 격납건

물 압력 혹은 1차측 계통압력 등)들에 대해서는 선택된 변수가 제한조건에 도달하

는 값 이상으로 계측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 불확실도에 대한 지침은 부록 7-11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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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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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족

2) 대체 계측기기가 RG 1.97에서 요구하는 설계 및 검증기준을 충족

3)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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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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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준)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형식 또는 목적에서의 제안 변경에 대해, 사업자는 변

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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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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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RG 1.97 개정 2 및 3에 대한 허용기준 차이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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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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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
한 범위 및 정확도를 갖고 있을 경우 분리된 협역 계
측기는 요구되지 않는다.

격납건물 격리밸브 
위치지시

다중성

밸브들이 다중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각 능동격납
건물 격리밸브에 대한 다중 위치지시는 필요하지 않
다. 또한 정상 시 닫혀있으며 사고 후에도 닫혀있는 
밸브들이나 행정적으로 통제되는 밸브들에 대한 위치
지시는 필요치 않는다.

1차 냉각재내의
방사능 농도 혹은 

방사능 준위
해당 없음 연속적인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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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운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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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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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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측정

격납건물 대기온도 계측기가 사고 후 절차서, 비상절

차서 혹은 기능 복구절차서 등에서 사용되지 않고, 또

한 범주 1의 격납건물 압력계측기가 일차적인 계측기

로 이용된다면 격납건물 대기온도 계측기는 보조적인

(Ba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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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적 제어탱크 수위 

· 범주 

· 직접측정

충전 및 유출 배관이 사고신호와 격리되고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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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통

의 일부가 아니라면 범주 2 계측기의 대체수단으로 범주 

3 계측기가 허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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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92.4 ‘92.4

1 ‘93.5 ‘93.5

2 ‘99.10 ‘99.10

3 부인형 ‘09.12 김대일 ‘09.12

4 김형태 ‘14.11 정충희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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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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가능한 지침

들은 안전계통에서 적용되고 있는 격리장치들과 전기적으로 품질 검증되어 제출된 신

청자의 서류들을 검토한 경험으로 작성되었다. 전력계통의 안전과 비안전 부분 간에

격리기능을 제공하는 장치는 안전심사지침서 8장에 기술된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시험 검사되

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고시 규격외의 것은 그 

적용성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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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에서는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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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

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규격외의 것은 그 적용성, 적합성 및 충분성에 대해

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에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규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에서는 단일고장

에 의하여 보호기능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다중성 및 독립성 설계특성을 반영하

여야 하며, 다중채널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현상의 영향, 점검·보수·시험을 포함한 

정상운전조건,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 등의 영향에도 보호기능을 상실하지 않

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설계관리“에서는 사업자는 특정한 

설계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시험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그 시험계

획에 최악의 설계조건에서 당해 설계에 따라 제작된 시제품에 대한 인증시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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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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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시험에 대한 표준”은 고장조건에 의해서 유도된 전기적 과도상태에 대한 내성

과 관련이 있는 계전기 및 계전기계통에 대한 설계시험을 규정한다.

IEEE Std. C62.41.1, “저전압 교류전력회로에서 서지환경에 대한 권고”는 저전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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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

전력회로의 과전압 환경을 특성화한다.

IEEE Std. C62.45, “저전압 교류전력회로에 연결된 기기에 대한 서지시험을 위

한 권고”는 저전압 교류전력회로에 연결된 기기의 서지시험에 허용 가능한 지침

을 제공하고 있다.

IEEE Std. C62.23, “발전소의 서지보호를 위한 IEEE 적용 지침”은 발전소의 서

지보호와 관계있는 전력회사 관례, 사용되는 이론, 기존의 표준/지침, 정의 및 기

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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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되는 서지보호기의 시험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은 이러한 형

태의 회로들의 서지보호회로에 신뢰도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ANSI Std. C84.1, "전력계통 및 기기를 위한 미국 국가 표준-전압 정격(60Hz)"

은 안정 상태에 대한 지침과 공칭전압을 기술한다.

RG 1.204, “원자력발전소의 낙뢰보호를 위한 지침”은 낙뢰로부터 유발된 전기

적 과도현상이 안전관련 계통을 작동 못하게 하거나 원치 않는 동작을 유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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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가능한 고장조건과 특성변화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설계의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검증시험은 극한의 고장조건하에서 

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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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안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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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들은 인적실수로 인한 부주의한 요인 또는 인접한 회로, 케이블, 단자접속을 포함

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동작 또는 고장(예, 인접도체의 단락 등) 등 고장

발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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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통의 독립성, (2) 보호계통(안전계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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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근

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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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로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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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기간동안 어떻게 MCF와 서지전압을 격리장치에 적용할 것인가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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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는 정당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RG 1.75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고하고 있다.

• 격리장치의 출력 측에 인가되는 최대 적용 가능하다 전압 또는 전류의 과도상

태는 격리장치의 입력 측에 연결된 회로의 운전성을 허용수준이하로 저하시켜

서는 안 된다.

• 출력회로에서 발생하는 회로의 단락, 접지 및 개방 등은 격리장치의 입력 측에

연결되어 있는 회로의 운전성을 허용수준이하로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 출력회로에 나타날 수 있는 과도전압(예, 서지)이 고려되어야한다.

• 품질검증은 격리장치의 비안전측에서 발생하는 고장전류의 크기와 지속시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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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또한 다중안전회로의 격리장치에 대해서 안

전계통의 성능에 저해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채널의 성능저하나 변형이 있어

서는 안 된다.

적용 가능하다 산업표준들은 품질검증시험을 수행하는 기술적인 기준으로 사

용되어야 한다(예, IEEE Std. C62.45)

격리장치는 안전회로와 비안전 회로의 격리 또는 다중 안전계통의 격리를 위해 

사용된다. 품질검증시험을 위한 상세한 격리장치의 구성은 격리목적과 격리장치의 

특정한 형태 및 구성(예, 릴레이, 격리증폭기, 광전자장치)에 좌우된다.

MCF는 공통 또는 차등 모드(common and differential mode)(IEEE Std. 100에 정

의)로서 설치된 내용에 따라 격리장치에 인가된 최대로 적용 가능하다 교류(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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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직류(DC)전압과 전류의 적용을 의미한다. 공통모드(common mode)는 두 개의 

신호단자와 공통의 기준면(common reference plane : 대지)간의 고장을 의미하며,

양쪽의 신호경로에 동시에 그리고 공통의 기준면에 대해서 같은 크기의 전압을 

발생시킨다. 차등모드(differential mode)는 한쪽 신호 경로의 전압이 다른 쪽을 변

화시키는 신호 단자간의 고장이다. 적용모드는 시험구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지

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라. 비안전회로로부터 안전회로의 격리

• MCF와 서지는 차등모드에서는 출력측(비안전부분)의 출력단자 간에 그리고 

공통모드에서는 출력단자와 대지 간에 인가되어야 한다.

• 서지전압은 전원단자에 인가되어야하며 전원입력단자에 대한 서지시험은 

IEEE Std. C62.45지침이 적용된다.

• 신호 입력단자들은 안전회로와 비안전회로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

한 상호작용(성능저하 또는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

해 감시되어야 한다.

마. 다중 안전회로 사이의 격리

• MCF는 차등모드에서 신호입력 단자 간에 인가되어야 하고, 공통모드에서는  

입력단자와 접지 간에 인가되어야 하며, 다중 안전회로간에 부적절한 상호작

용(성능저하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시되어야 한

다.

• 서지전압은 전원단자에 인가되어야하며, IEEE Std. C62.45의 지침이 전원입

력단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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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동안 격리장치에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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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시험결과의 기술

시험자료와 결과들은 적용가능한 모든 접속모드(예, 적용입력, 출력, 전원 및 

접지연결모드)에서 격리장치에 서지, MCF, 단락회로, 개방회로, 접지 등을 포함하여 

설계기준 고장들이 적용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사. 검토절차

1. 격리장치의 설계가 RG 1.75의 지침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

2. 신청자가 허용 가능한 시험방법을 설정하였는지 와 특정시험이 요구되는 적용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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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용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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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은 보호계통이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1100 “안전계통설계”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KEPIC ENB-1100 “안전계통설계”의 4.4절은 각 변수

별 허용치를 분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6.8.1절은 문서화된 방법론을 요구하

고 있다.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의 3(6)절은 보호동작에 필요한 수준을 

분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 “시험관리“와 제79조 “측정 및 시

험장비의 관리“는 계측장비의 설정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험들과 시험장비에 

대한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는 계측기기가 

변수들과 계통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이 변수들과 계통을 규정

된 운전범위내에서 유지시키기 위한 제어가 제공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은 연료허용손상

한계가 초과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통의 작동이 개시되도록 보호계통을 설계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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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요구하고 있다.

10 CFR 50.36(c)(1)(ii)(A), "운영기술지침서”는 안전제한치가 설정되어 있는 변수에 

대해 안전계통 제한설정치가 주어진 경우에 그 설정이 자동 보호 작동으로 안전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가장 심각한 비정상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선정되도

록 요구하고 있다. 안전계통 제한설정치는 주요 안전기능을 갖는 변수들과 관련된 

자동 보호장치들의 설정치를 말한다. 운영기술지침서의 제한치를 초과하는 설정치

는 자동안전계통의 고장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사건은 원자로 노심의 건전성, 원

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격납건물, 기타 관련계통들에 위해를 끼칠 수도 있다.

10 CFR 50.36(c)(3), "운영기술지침서“는 발전소가 안전제한치 내에서 운전되고, 운

전제한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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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방법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ISA-S67.04, PartⅡ는 아직 승인하지 않으나 설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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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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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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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1-3은 KEPIC ENB-1110을 만족하는 안전계통에 대한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

준을 제시한다.

부록 7.1-2는 KEPIC ENB-611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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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용어에서 허용되는 정의(RG 1.105가 지적한 것은 제외) 그리고 트립 설정치, 허용

치, 해석 제한치, 안전계통제한설정치(LSSS), 안전 제한치간의 관계들을 기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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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칭 설정치 : NSP 또

는 이전 조정상태 설정치)에 대해 비대칭적일 수 있는 편차한계(deviation

limit :DL)로 결정되며, 시험 기간 동안 예상되는 (이전 조정상태 설정치 또는 

NSP와의) 편차로 결정된다. 편차한계는 설정허용오차(setting tolerance : ST)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조정상태 허용 구역(As-left tolerance band or acceptable as-left band) : 채널 

시험 후 결과적인 조정상태 설정치가 존재해야 할 공칭트립설정치(nominal

trip setpoint : NSP) 또는 공칭트립설정치보다 보수적인 값 주위의 구역. 이 

대역에는 일부 신청자가 계측 기술자에 부여한 여유도, 또는 교정 허용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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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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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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제한

치가 초과되지 않도록 발전소 변수들을 제어한다. 이러한 계측 및 제어 안전계통

기능에 대한 계측장비의 설정치 및 허용치(확인상태 및 조정상태 허용 구역)는 발

전소 조건이 안전제한치를 초과하기 전에 위험하거나 치명적인 공정폭주(과도현

상)를 피하거나 종결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사고해석을 통해 주요공정변수들의 

제한치를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사고해석에 의해 설정된 해석 제한치들에는 설치

된 계측장비의 정확도(불확실도)가 고려되지 않는다. 각 안전제어기능의 실제 트립

설정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부가적인 해석과 조치가 필요하다.

이 분석에 사용된 계측채널의 불확실도는 설치된 계측장비의 특성, 계측장비가 

설치된 위치에서의 환경적 조건 및 공정조건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적절하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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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설정치는 공정변수가 분석적 제한치를 초과하기 전에 발전소의 보호동작을 

작동시킨다. 이것은 공정변수가 설정된 안전제한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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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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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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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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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시 오차 (예를 들면, A-D 및 D-A 변환 시 

혹은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된 수치해석적 방법(예, 커브 피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요소(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명시,

계측장비의 기능에 대한 구성 데이터베이스

KEPIC ENB-6350 "안전성 관련 계측기기 설정치“에서 요구하는 가정들의 기재사

항에, 계측장비에 대한 환경 허용치들(온도, 압력, 습도, 방사선, 진동, 지진,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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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립 설정하다 허용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불확실성 검토 시, 심사자는 95/95

허용오차를 허용기준으로서 사용하고 있다. 즉 선정된 감시시험 주기에 대하여 구

성된 제한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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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형태의 설정치는 안전의 중요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운전제한조건 및 일부 기

능적 단위에 대한 설정치 결정방법을 덜 엄격하게 적용할 수도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차등적 접근 방법은 계측장비의 기능에 대한 안전 중요도에 따라 덜 엄격한 

설정치 결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자가 선택한 차등적 접근기술은 

KEPIC ENB-6350 "안전성 관련 계측기기 설정치“에 근거하여야 하며 설정치 신청

과는 상관없이 알려진 모든 적용 가능하다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차등적 접근을 사용한 기술기준의 적용은 운영기술지침서에서 설계제한치를 유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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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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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통계학적 조합의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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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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점과 감지기의 

물리적 위치 사이의 고도 차이를 고려한 압력보상

타. 계측장비검사, 교정자료 혹은 기기 공급자의 자료, 교정 전/후 값 : 모든 계측

장비는 경험과 현장자료에 의해 임의의 오차가 존재함을 밝혀야 한다. 평가결

과는 설정치 방법론과 불확실성 항목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설정치 계산이 발전소 기기와 교정절차와 일관성 있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

해 특정 채널들의 설계, 설치, 교정절차 및 교정 작업들에 대한 검사가 실시될 수 

있다.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검사절차서의 93807장, “계통기반의 계측 및 제어 검

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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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활동들 뿐만 아니라, 원자로냉각재 RTD에 대한 교차 교정절차들

을 적용하고 있는 신청자의 세부검토 경험들을 기초로 하였다.

교차관계의 참조 값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다른 

방법들도 만일 적절한 근거가 제공될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다.

1. 규제근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 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고시“는 보호계통 및 안전계통의 설계기준으로 전력산업기술기준(이

하 “KEPIC") ENB-1100 및 KEPIC ENB-6100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응답시간과 정확도를 포함하여 최소한 성능요건의 기준

나. 감지기 점검능력

다. 시험과 교정능력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는 변수들과 계통들

을 감시하기 위한 계측설비들과 기 설정된 운전범위내에서 이러한 변수들 및 계

통들을 유지하기 위한 제어 설비들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은 보호계통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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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계통의 운전을 

개시하도록 설계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 규칙에는 수행될 안전기능과 병행하여 

보호계통의 높은 기능적인 신뢰성 및 가동 중 시험성을 갖도록 설계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동 규칙에는 어떤 단일 제어계통의 부품 혹은 채널 고장, 혹은 보호계

통에 공통되는 어떤 단일 보호계통 부품 또는 채널의 사용불능 또는 제거 등이 

발생하더라도 보호계통의 모든 요건, 즉 신뢰성, 다중성 및 독립성 등을 충족하는 

건전한 계통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어계통으로부터 분리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 규칙에는 보호계통과 반응도 제어계통이 예상운전과도에서도 계통의 안전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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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값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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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RTD 응답시간들이 사고해석의 가정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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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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에서 오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RTD의 전체 교정범위를 현장에

서 확인하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내에서 일정온도의 안정된 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실제 실현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RTD가 열화 또는 성능 저하되지 않았으며 감지기의 

설치에 의하여 각 RTD에 대한 응답시간이나 교정의 정확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

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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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된 지침을 적용한 경우, 심사자는 RTD의 드리프트나 성능저하를 적시에 감시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서 허용한다. 이 지침은 아래 주제에 대한 내용을 기

술하고 있다.

가. 설치된 참조 RTD에 대한 실험실 교정데이터 추적성

나. RTD의 현장시험으로 허용 가능한 방법

다. 응답시간 시험

라. “교정 전”(as-found)과 “교정 후”(as-left) RTD 정기점검 데이터

마. 현장 시험 기간 동안 제어와 보호계통의 상호작용 또는 공통모드고장 

2. 검토되어야 할 자료

검토되어야 할 자료는 시방서, 도면, 제안된 RTD의 교차 교정방법에 대한 분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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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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교

정값과 허용기준에 대한 기술적인 근거

나. 설치된 참조 RTD의 실험실 교정데이터와의 추적성

실험실 교정은 이미 설정된 몇 개의 온도 점에서 측정된 RTD의 저항온도값과 

관련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RTD의 교정곡선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또

한 RTD의 응답시간은 온도 제어측 온도와 측정온도범위에 대한 RTD 응답시간

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결정될 수도 있다. 교정된 RTD의 설치 시

에는 실험실 시험결과가 응답시간의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절차서

를 포함하여야 한다. 루프전류계단응답(LCSR : Loop Current Step Response)

시험은 설치된 RTD의 상태가 적절하게 실험실 값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설치된 RTD에 대하여 LCSR 방법을 이용한 응답시간 측정은 NUREG-0809,

"RTD의 시간응답특성에 대한 검토“에서 확인된 LCSR 변환과 같은 분석적인 

기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실험실 결과 값과 현장의 시험결과 값들이 상호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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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어야한다

다. 현장시험에서 허용되는 방법

RTD교정에 대한 확인은 새로 교정된 참조 RTD 감지기를 설치하여 수행되어

야하고 그리고 동일한 온도와 유량 환경에 놓인 다른 RTD에 대한 측정결과와  

교차 연관성을 갖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에서 중요한 요소는 모

든 감지기의 소자들이 충분하게 유사한 온도와 유량 환경들에 놓여 있다고 확

신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들(예, 교차상관 참조 값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변

수를 사용)이 적절한 정당성을 제공한다면 사용될 수 있다.

참조 또는 신규 RTD의 설치 전에는 해당 감지기가 실험실에서 교정되어야 하

며, 또는 만일 제작자의 교정데이터가 사용되는 경우, 신청자/사업자는 RTD가 

교정 값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적

용온도는 제작자의 가장 높은 교정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모든 데이터는 출력

변화가 없고 냉각재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취득되어야 하고 모든 냉각재루프

들(고온관과 저온관)은 유사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조건을 확

신할 수 없다면 신청자는 각 대표 위치에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RTD를 제

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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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기간동안 발전소 일차계통 냉각재온도들의 변동이나 드리프트가 초래될 수도 

있다. 시험데이터들은 냉각재온도의 변동이나 드리프트를 보정하여야 한다. 만

일 시험 기간중 원자로냉각재의 불완전한 혼합이 발생한다면, 시험데이터들은 

온도차들을 보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자로냉각재 온도들은 안정되고 균일해

야 된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데이터는 이러한 효과를 설명

하기 위해 보정되어야 한다.

시험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허용된 오차 내에 있도록 정확해야 하고 안정된 성

능을 가져야 한다. 발전소 계기 오차들을 결정하기 위한 지침은 부록 7-1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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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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에 대한 LCSR 시험결과와 참조 감지기에 대한 LCSR 시험결과 사이의 

상관관계는 참조 RTD의 실험실 시험데이터와의 상관관계의 수립을 위하여 사

용될 수도 있다.

마. “교정 전(as-found)” 및 “교정 후(as-left)” 측정값

신청자는 각 감지기에 대해 “교정 전” 및 “교정 후” 시험 값과 응답시간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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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전” 그리고 “교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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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신청자가 시험 장비를 다중 채널에 공통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검증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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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가 다중 채널에서 단일고장 효과 또는 제어와 보호계통 사이에서 허용되

지 않은 간섭작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4. 검토절차

보호계통의 설계기준은 RTD의 정확도와 시간응답에 대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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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는 안전에 중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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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들을 제시한다. 이 지침들은 사업자의 제출물에 대한 검토결과, 신형 원자로 

설계에 대한 EPRI 요건, 그리고 NUREG/CR-6101에 기록된 표준 및 관례들의 분

석결과를 기초로 하고 있다. 본 부록의 내용은 부록 7.0-1에 기술된 검토절차를 

참조하여 구성한 것이다. 본 부록에 기술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은 규제 

요건을 만족하는 품질보증 프로그램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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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안전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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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 계통과 부품이 설계, 시험 및 검사되도록 요구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 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

한 규정“은 보호계통 및 안전계통에 대해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와 KEPIC ENB-1100 “안전계통설계”의 기준들을 만족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의 4.3절에는 기기의 품

질을 고급화하기 위한 설계, 검사, 시험 등에 대한 요건의 명시를 통해서 부품 품

질의 등급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기들의 품질에 관한 유사한 기

준들이 KEPIC ENB-1100 “안전계통설계”에도 규정되어 있다.

원자로시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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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에는 보호계통이 안전성 기능에 

알맞게 높은 기능적 신뢰도를 갖추어서 설계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는 설계의 적합성을 확인 또는 점검

하기 위한 품질 표준들이 지정되고, 설계관리 수단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에서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들은 상황에 적합한 형태의 문서화된 절차서에 의한 규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부록은 소프트웨어에 관한 그러한 절차들을 소개한다. 또한,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7조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들을 규정한 문서

들의 발행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들이 수립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수

단들은 변경 사항들을 포함한 문서들이 적합성 관점에서 검토되고 책임자에 의해

서 승인 발간되도록 하는 것이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는 

구매품,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통제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원자로시설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는 계통 및 부품이 충분히 운전 가능함을 보이도

록 시험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2. 관련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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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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RG") 1.28은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

설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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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심사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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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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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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시에는 예측 불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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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되는 특성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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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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지기와 운전원의 입력에서 오류가 생기지 않는 정도이거나,

근사치 또는 측정치에서 보여진 정확함의 정도, 또는 작동기 출력에서 오류가 생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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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사항을 벗어날 지라도 정확하게 기능을 수행해 내는 성능도 포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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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중인 계산시스템에 의해 부과된 하드웨어 제약조건 내에서 소프트

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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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를 

말한다. (확인성에 대한 정의는 RG 1.172가 승인한 IEEE Std. 830의 4.3.6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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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날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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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다중성이 파기될 수도 있다. 어떤 한 채널 내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위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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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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들은 

많은 범주(여기서는 활동 그룹이라 부름)들로 그룹 지어질 수 있다. 즉 활동 그룹들

은 모든 수명 주기들에 공통적인 것들이다. 생명주기 활동들은 검토 및 평가될 수 

있는 문서와 설계결과물들을 생산하게 된다. 각 생명주기 활동그룹에서 작성되어야 

할 문서들은 그림 1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인 것과는 다르게 문서들을 편집

하는 것도 허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문서들에서 인용되는 정보를 단일 문서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반면에 단일 문서에서 

인용된 정보를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문서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생명주기, 활동

그룹 그리고 문서내용에 관한 추가 정보는 NUREG/CR-6101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검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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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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현

-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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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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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ulatory Guide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따를 수 있다. 일례로, 계획에서

의 “형식의 적합성”은 계획이 명시된 형식임을 의미한다. “내용의 적합성"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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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이 정의된 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만, 명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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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부분을 따랐다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의 허용성 여부를 명확히 판

단할 수 없다. 심사자는 일치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질의서를 통해 각 지침에 

대한 부합 여부를 질의하여야 한다.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제시되면, 심사자는 검

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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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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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통설계는 다양한 조직적 구성에 의해 구현되는 복잡한 활동이다. 본 부록에

서의 계획은 정해진 조직 구성 내에서의 관계를 정의하면서 긴밀한 관점에서 요구

되는 활동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은 소프트

웨어 확인 및 검증 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활동을 정의하며, 다른 조직에 의

해 수행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험계획은 비록 부분적으

로 다른 조직에서 수행된다 하더라도 모든 시험 활동을 기술할 수 있다. 다른 계

획은 수행되어질 활동에 대한 밀접한 관점에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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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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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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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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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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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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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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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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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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

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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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5.1.1.2절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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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 참조

기록 보존 : 원자로시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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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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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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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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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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리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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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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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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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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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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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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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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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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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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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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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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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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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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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7-13 개정 4 - 2014.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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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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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계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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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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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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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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된 소프트웨어의 사용, 비용 및 일정, 기술적 위험, 프로그램 연계(보수, 사용자, 계

약자, 하청업자)로부터의 위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이러한 위험 요소

들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설계 및 이행 현안, 예비 연구, 시뮬레이션 모델링, 프로

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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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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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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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입출력 정의를 위한 허용 가능한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일정 : 프로젝트 일정을 요구한다. 이 계획은 핵심 업무 단위, 이정표, 중간확인시

점 등을 명시해야 한다. 예상 밖의 일정지연을 피하기 위해 중간 일정이 명시되어

야 한다. 프로젝트 이정표와 같은 일정에 검토와 감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동 일

정의 각 직무는 그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 예상되는 시간이 타당하도록 짜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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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보증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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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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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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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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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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면,

소프트웨어 도구는 소프트웨어 도구 자체에서 확인되지 않은 단점은 확인 및 검증 

활동을 통해 확인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 불가능할 경우,

소프트웨어 도구 자체는 안전 관련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에는 규제지침(R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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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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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코딩에 대한 표준은 NUREG/CR-6463의 제안사항과 비교 검토되어야 

하며, 신청자는 이와의 차이점을 입증하기 위해 질의요구를 받을 수 있다.

3.1.3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계획 (SQAP)

전형적으로,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계획은 허용 가능한 ANSI/ASME NQA-1을 승인

한 RG 1.28에 따른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따라 이행된다.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계획은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요건과 신청자의 품질보증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만

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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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

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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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계획은 아래에 열거한 관리, 이행, 자원 등의 특성들을 가져야 

한다.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계획은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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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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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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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조직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 품

질보증 조직과 다른 회사 조직과의 경계를 기술하고 보고체계가 서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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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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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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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승인하고 있다.

기록관리 :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기록관리 요건과 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소프트웨

어 품질보증 감독의 대상이 되는 문서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이러한 문

서와 프로젝트 품질 기록의 저장, 취급, 유지, 배달 등의 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문

서구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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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하기 위하여 모든 기능 및 모든 코드들을 100% 점검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설계공

정 및 제품을 선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심사자는 신청자/사업자, 제작사의 품질

보증 및 확인/검증 노력이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항목 

표본을 선별해야 한다. 표본감사(thread audit)와 기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 표

본으로 품질보증조직이나 확인/검증 팀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문서화되지 않은 모

든 오류들을 발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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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다면 이것은 품질보증조직의 효율성에서 잠재적인 취약성이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원자로시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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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4를 승인하고 있다.

NUREG/CR-6101의 3.1.7항 “소프트웨어 통합 계획” 및 4.1.7항 “소프트웨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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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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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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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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활동의 성패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척도가 요구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 통합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관련 자료가 통합활동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수집되고 분석되어야 함을 요구해야 한다. 통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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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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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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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취급되어져야 하며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한다. 모든 경우마다 다소 상이하

기 때문에 심사자는 통합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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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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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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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 소프트웨어 설치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기술하여야 한다. 설치가 개발신청자

에 의해 수행된다면 개발조직과 개발 신청자간의 책임소재는 두 조직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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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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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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뢰성 있게 평가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절차, 통제수단을 기술

해야 한다. 컴퓨터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것, 감지기와 구동장치가 작동한다는 것,

모든 카드가 존재하고 올바른 슬롯에 설치되었다는 것, 통신 시스템이 제대로 설

치되었다는 것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점검이 요구된다. 또한 올바른 소프트웨어 버

전이 올바른 컴퓨터에 설치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 설치보

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설치 도중 발견된 이상상태를 개발자에게 보

고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이 소프트웨어가 운영되기 전에 해결되어야 함을 요구하

여야 한다. 본 계획이나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계획은 설치된 시스템이 자신의 

안전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한 적절한 시험을 요구해야 한다.

운전 중인 발전소에 기 설치된 계통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설치계획은, 설치가 진

행되기 전에 발전소 기술 지침서에 따라 모든 영향 받는 기능들이 작동 불능임을 

선언하고, 변경된 기능이 작동 가능함을 발표하기 전에 적절한 작동복귀 시험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3.1.5.3 소프트웨어 설치 계획의 자원특성

소프트웨어 설치계획이 가져야 하는 자원특성에는 방법/도구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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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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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점검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특별한 검토지침은 없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

어에 설치되기 때문에 설치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담당자들

의 혼합으로 구성된다. 소프트웨어 설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통시험(주 ;

IEEE Std. 1012에 따르면 최종 계통시험은 확인/검증 시험으로 다루어지며 확인/

검증 그룹의 책임이다)이다.

소프트웨어 설치, 계통 설치 및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을 위한 절차서가 승인

되고 기술되어야 한다. 충분히 복잡한 계통일 경우, 이 절차서에는 일부 결함이 포

함될 수도 있으며 심사자는 이들 결함들이 어떻게 확인되고 고쳐지고 문서화되는

지를 감시하여야 한다. 이들 시정조치들은 나머지 계통들과 마찬가지로 형상관리 

및 동일한 품질로 관리되어야 한다.

3.1.6 소프트웨어 보수계획

RG 1.152가 승인한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의 5.4.2.3항 “상용

인증 제품의 보수”는 상용인증 제품의 보수 및 형상관리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NUREG/CR-6101의 3.1.9항 “소프트웨어 보수계획” 및 4.1.9항 “소프트웨어 보수계

획”은 소프트웨어 보수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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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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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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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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활동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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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G 1.152의 C.3.2항 “보수 단계”는 보수 기간 동안 보안 고려사항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3.1.6.2 소프트웨어 보수 계획의 이행특성

소프트웨어 보수 계획이 가져야 하는 이행특성에는 측정과 절차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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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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행되는 조치사항과 관련된다. 두 번째(선택적) 부분은 만약 신청자/사업자가 일부 

보수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제작사에 의존할 경우, 연관되는 제작

사의 절차들로 구성된다. 이 계획은 사용자의 문제 보고절차와 이러한 문제의 해

결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문제 보고에는 발생 시일, 문제 요약(발생 초기의 시스

템 상태 포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해진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

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및 83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부적합 

사항의 식별과 이의 시정조치 수행이 가능하도록 보고된 문제가 평가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식별, 문서화, 평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격리, 부적합 항목의 해결, 관련 

조직에의 통보 등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기술해야 한다. 부적합 사항과 시정조치

에 대한 평가는 10 CFR 50.59의 요건과 10 CFR 21의 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

되어야 한다. “현상 사용” 또는 "수리"로 처리된 부적합 사항은 설계원안에 적용

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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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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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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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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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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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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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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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가능한 방법을 포함한다.

NUREG/CR-6101의 3.1.10항 “소프트웨어 훈련계획”은 소프트웨어 훈련 계획에 대

한 지침을 제공한다.

소프트웨어 훈련 계획은 아래에 나열한 관리, 이행 및 자원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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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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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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도구 : 소프트웨어 훈련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기술, 도구가 

기술되어야 한다. 훈련은 실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시스템과 동등한 훈련 시스템

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3.1.7.4 소프트웨어 훈련계획에 대한 검토 지침

공급자가 보수를 하는지 또는 신청자/사업자가 보수를 하는지에 따라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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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계획은 단순하거나 또는 복잡할 수 있다. 신청자/사업자가 보수를 수행하기 

위해 공급자와 접촉할 경우, 신청자/사업자 직원은 디지털 기기의 조작 방법을 습

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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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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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7-13 개정 4 - 2014. 12-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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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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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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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 

등이 포함된 오류 메시지 목록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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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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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3.1.8.4 소프트웨어 운영계획의 검토지침

소프트웨어 운영계획 평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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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계획”은 소프트웨어 안전성계획에 관한 지침을 포함한다. {주의, NUREG/CR-6101

의 3.1.5절은 1993년 6월에 발간되었으며, IEEE Std. 1228에 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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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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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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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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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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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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관은 소프트웨어의 요건명시, 설계, 구현 등의 과정이 안전성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는 확실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안전성 담당관은 기 개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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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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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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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계획은 적절한 안전성 요건이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에 포함되도록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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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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위하여 디지털 시스템의 안전성 현안들을 다루는 그룹이 있어야 한다. 안전성 

조직은 보안 위험도와 디지털 시스템 오동작 발생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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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7-13 개정 4 - 2014. 12-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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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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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안평가를 최소 확인 및 검증 활동의 일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NUREG/CR-6101, 3.1.4절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계획” 및 4.1.4절 “소프트웨

어 확인 및 검증 계획”은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계획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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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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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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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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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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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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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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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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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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기 위해 고품질의 공정을 사용하여 개발 및 이행할 것이 예상된다.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 의해 엄격하게 수행된 확인 및 검증 노력은 고품질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의 입증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규제기관은 확인 및 검증 노력을 

통하여 고품질 설계공정으로부터 이탈될 수 있는 문제점을 식별하여 해결될 것으

로 믿고 있으므로, 다양한 확인 및 검증 보고서와 SVVP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

구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는 확인 및 검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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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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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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험에 따르면 양호한 확인 및 검증 공정을 위한 업무량은 초기 설계 업무에서 요구

되는 업무량과 동등한 정도가 고려된다. 이는 확인 및 검증 팀이 설계팀과 대응될 

것인지를 나타내며, 배정된 요원의 수와 숙련도에 있어서 두 그룹 사이에 대략적으

로 동등 (Rough parity)하여야 한다. 만일 설계 그룹의 직원 수가 확인 및 검증 그

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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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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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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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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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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

웨어 형상관리”는 소프트웨어 형상관리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RG 1.152가 승인한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의 5.4.2.1.3항 “형

상관리제어 수립”은 상용제품항목에 대한 소프트웨어 형상관리에 대한 지침을 포

함하고 있다.

NUREG/CR-6101, 3.1.3항,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 및 4.1.3항, “소프트웨어 형

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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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특성이 있다.

목적 :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활동의 범위와 목표가 정의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소

프트웨어 형상관리 조직이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적 기능을 나열해야 한다.

조직 :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조직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조직과 다른 회사 조직과의 경계와 상호관계를 기술해야 하며 보고경로가 기

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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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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사

항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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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야 한다. 자료 파일과 표가 이들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일치하도록 하는 

방법과 소프트웨어와 관련문서가 일치하도록 하는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소프

트웨어 원시코드를 목적코드 및 수행모듈과 연관 짓기 위한 절차를 명시해야 한

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

트웨어 설계, 코드, 소프트웨어 확인감사, 상태 등록 등과 관련된 품질정보가 적절

히 관리될 것이며,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것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관리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소프트웨어 요구사양, 설계, 코드

- 개발에 사용된 지원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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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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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제

자가 도구 및 구매항목의 결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계결과물을 추적할 수 있어

야 한다. 계획은 안전 계통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관리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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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재해야 한다. 이 계획은 형상항목이 어떻게 저장, 취급, 유지, 선적될 것인지를 기

술해야 한다. 각 형상 항목의 변경이력이 검색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각 형상항목

의 최종판이 쉽게 파악되도록 하기 위해, 형상항목을 관리할 수 있는 추적시스템

이 존재해야 한다. 백업과 재앙복구 절차가 존재해야 한다.

3.1.11.3 소프트웨어 형상관리에 대한 자원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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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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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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를 유발시키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시험하지 않았을 경우 소프트웨어 실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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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관리자 또는 그룹이 존재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안전계통의 

적용에 사용되는 운영코드뿐만이 아닌 모든 소프트웨어가 통제된다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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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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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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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 단위시험”은 일부 예외사항과 함께 단위시

험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허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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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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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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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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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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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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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시 재시험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조항이 마련되었

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실수가 발생한 후에 소프트웨어를 개정하는 것은 새로운 

실수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시험계획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반드시 전체적인 시험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

사자는 최종 시스템시험이 확인 및 검증시험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

어 시험계획이 정의, 시험설계 및 실행에 대한 책임을 확인 및 검증 그룹에 할당

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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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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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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

이목마, 또는 폭탄코드) 및 의도하지 않았거나 문서화되지 않은 기능 또는 응용프

로그램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보장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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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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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RG 1.152가 승인하고 있는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의 5.3.3절 

“확인 및 검증”과 5.3.4절 “독립적인 확인 및 검증요건”은 확인 및 검증에 대한 지

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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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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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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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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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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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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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요건개발에서부터 이들 매개변수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고 시험하는 소프트

웨어 구현을 추적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표본의 크기는 요건 및 소프트웨어 코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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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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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우에는 충분한 시험과 검토가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 및 검토절

차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모든 완료된 문제점 보고서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무엇이 수행되었는지 와 그 해결 내용이 어떻게 시험되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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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야 한다. 이것은 개정된 코드가 어떻게 형상관리 하에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형상관리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라. 원자력에 한정된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코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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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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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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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식은 표본감사중에 검토된 방법론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

고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하다. 표본감사는 심

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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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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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형상관리계획”은 명시된 특정 조항들에 따라 소프트웨

어 형상관리를 수행하는데 허용 가능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이행에 대한 허용기준은 동 계획(SCMP) 내의 업무가 완전하게 수

행되었음을 확인하는데 있다. 따라서 해당 활동그룹에 대한 형상관리 업무가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가 존재해야 한다. 특히, 이들 문서는 형상항목이 적절

히 파악되었고, 활동그룹에 대한 형상근거가 수립되었으며 적절한 변경관리 절차가 생성

물 기준(선)의 변경을 위해 이용되었고, 각 활동 과정에서 생산/변경된 형상항목에 대해 

형상감사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한다.

각 형상항목은 형상관리 계획(SCMP)에 정의된 형상항목의 통제와 참조를 위한 기준선

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모호하지 않게 식별하여야 한다. 차후의 개발을 위한 기준을 정의하

고 형상항목 통제를 가능하게 하며, 형상항목 간 추적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형상기

준선은 각 생명주기 활동그룹마다 수립되어야 한다. 각 활동그룹이 완료되기 전에 형상

기준선이 수립되어야 한다. 형상기준선이 일단 수립되면 변경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기 수립된 기준선으로부터 새로운 기준선이 도출될 때마다 변경통제 활동이 뒤따라야 한

다. 하나의 형상 기준선은 이 기준선을 도출시킨 형상기준선, 이 형상기준선과 관련된 설

계결과물 또는 활동 등으로 추적 가능해야 한다.

형상통제 활동들은 형상기준선에 대한 변경을 관리하고 문서화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

다. 형상기준선에 대한 모든 변경을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형상통제위원회

(Configuration Control Board : CCB)가 존재해야 한다. 일관성이 없거나 부적격한 소

프트웨어 및 문서를 설명하는 문제점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문

제점보고서는 변경관리 활동을 유발 시켜야 한다. 변경관리는 부주의한 변경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서 형상 항목 및 근거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형상항목 변경은 그 형상식

별에 대한 변경을 야기시킨다. 이것은 개정 번호와 변경날짜를 추가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변경관리 하에 있는 형상 항목 및 기준선의 변경은 기록, 승인, 추적되어야 한

다. 변경이 문제보고서에 기인한다면 문제점보고서와 변경 사이의 추적성이 존재해야 한

다. 소프트웨어 변경은 원점까지 추적되어야 하고 변경에 의해 영향 받은 소프트웨어 공

정은 변경시점부터 회복시점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제안된 변경은 계통 안전성에 대한 

영향을 형상통제위원회로부터 검토 받아야 한다.

각 생명주기 활동의 완료 전에 해당 활동에 대한 상태감시가 있어야 하며, 상태감시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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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항목, 기준선, 문제점보고서 상태, 변경 이력, 배포상태 등을 포함해서 문서화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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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법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KEPIC ENB-6370 “안전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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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가능한 최소단위에 대한 시험으로부터 최소시험단위 통합

을 통한 상위 시험단위에 대한 시험의 순서로 수행된다. 이러한 시험절차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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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통설계, SRS, SDS 및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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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안전계통의 모든 특성에 대해 일관성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전체적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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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특성

특정 계통수준의 기능적인 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 15) “원자로시설

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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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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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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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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한 전체적인 이해 정도에 따라 일관성 여부를 결정한다. 구매제품의 상용등급인정

은 해당 제품의 설계절차에 대한 통찰력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전체 계획은 계획

들 사이의 상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각각의 계획은 내부적인 일관성을 유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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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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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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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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함에 있어, 소프트웨어 계획 문서, 구현단계 문서 또는 설계결과물의 생산되거

나 제공된 수준. 검증 가능한 구문의 적절한 예는 표준에 대한 일치성과 관련된 

구문이다. 그 이유는 표준에 기술된 요구사항들이 검증 가능할 경우, 그 표준에 기

술된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해 일치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

구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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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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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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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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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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가 취해야 할 조치 사항들이 접근 통제를 포함해서 지정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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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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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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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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통설계, 그리고 

안전계통 소프트웨어가 동작하게 될 운전환경의 문서화된 내용과 이미 알려진 특

성들과 일치해야 한다. 각 개별 요건들이 다른 요건들과 상반되지 않아야 한다.

타이밍 요건은 계통 안전 분석에서 수행된 열수력 분석과 일치해야 한다. 균일하

고 일관된 용어, 기호법, 그리고 정의가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 전반에 걸쳐서 사

용되어야 한다.

정확성 : 컴퓨터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동작들을 기술할 때에 결함이 없어야 하고 

다른 어떤 요건들이 서술되어서는 안 된다. 소프트웨어가 동작하게 될 운전환경

이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가 감시 및 제어해야 할 물리적 환경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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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시의 종결조건과 시스템 상태 등을 정확하게 기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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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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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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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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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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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설계활동 - 소프트웨어 구조설명서(SAD)

NUREG/CR-6101, 3.3.1절 및 4.3.1절은 소프트웨어 구조설명서와 관련된 지침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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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출 시

에 취해야 할 동작들을 파악해야 한다. 동 구조에서 오류의 파급을 잘 구성된 모

듈 설계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조를 검

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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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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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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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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

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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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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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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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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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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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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도, 정확도 등에 대해 적

절히 분석되어야 한다.

신뢰성 : 상세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각 개별 구조요소들의 단일 고장이 안전계통

의 고장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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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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나지 않아야 하

며, 부정확한 출력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비록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기기에 

실제로 나타나는 입력변수의 값들에 대해 감지기의 오류, 통신선의 잡음, 기타 오

류요인 등을 감안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안전성 : 상세 설계에서 새로운 안전성 위험요소가 안전계통에 도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안 : 승인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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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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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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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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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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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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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도 : 정확도 요건과 정확도 설계사양이 만족되도록 실제 원시코드가 작성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부동점 산술, 반올림 오차, 그리고 수치 계산 시의 정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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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나지 않도록 코드

화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데이터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확한 데이

터가 읽혀지고 그 데이터가 정확한 형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입력데이터가 

점검되어야 한다. 정확한 메시지가 읽혀지고 그 메시지가 정확한 형태인지를 확

인하기 위해 모든 메시지들이 점검되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어떤 기준이 위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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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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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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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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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열은 사전에 정해진 고정 크기이어야 한다. 전역 변수(Global Variable)들의 

사용은 자제해야 하며, 동적 메모리할당(Dynamic Memory Allocation)은 사용되어

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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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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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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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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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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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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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입수될 수 있어야 한다.

3.3.6. 설치활동 - 설치 구성표(Installation Configuration Table)

설치 구성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소프트웨어가 운전 중인 안전계통에서 

정확하게 구성될 것임을 보증하기 위해 아래에 나열된 모든 기능 특성들을 포함해

야 한다. 또한 아래에 나열된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특성들은 설치 구성표 자체로

서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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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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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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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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시와, 그 이후의 모든 후속 설치 시, 그리고 운

전 중 주기적으로 각 설치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분석, 검토, 또는 시험할 수 있

어야 함을 의미한다.

3.3.6.3 설치 구성표의 검토 지침



부록7-13 개정 4 - 2014. 12-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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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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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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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에 관찰되어야 할 주의 및 제한사항을 포함해서 소프트

웨어가 동작하게 될 운전환경이 기술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가 감시 및 제어해

야 할 물리적 환경의 모든 변수들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 사용자의 각 범주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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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 운전매뉴얼이 계통 운전, 안전계통 요건, 안전계통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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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획일적이고 일관된 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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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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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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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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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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에 관찰되어야 할 주의 및 제한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고장보고서가 현장 설치 시부터 수집되어야 하며, 이 보고서들은 

소프트웨어가 변경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분석되어야 한다. 보수매

뉴얼은 형상관리절차를 정의하거나 형상관리 절차서를 참조하여야 한다. 동 절차 

또는 절차서는 (1) 변경사항이 정확하게 수행되었는지 와 그 변경으로 인해서 소

프트웨어에 결함사항이 도입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2) 소프트웨어가 다시 정

확하게 서비스되는지를 보증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보수 절차서에는 현

장 갱신 절차를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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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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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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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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에 관찰되어야 할 주의 및 제한 사항을 포함해서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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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통설계,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 소프

트웨어 설계명세서, 그리고 안전계통이 동작하게 될 물리적 환경의 문서화된 내용

과 알려진 특성 등과 일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각 개별 사용자의 설명서가 다른 

설명서들과 서로 상반되어서는 안 된다. 획일적이고 일관된 용어, 기호법, 그리고 

정의가 훈련매뉴얼의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어야 한다.

스타일 : 훈련매뉴얼은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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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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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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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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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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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발전소에 대한 검사 경험과 방법, 용어, 감시시험과 자기시

험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사업자의 제출자료 등에 기초를 둔다.

1. 규제근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 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

한 규정“은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6100 또는 KEPIC ENB-1100을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KEPIC ENB-1100, 5.7절은 안전계통이 안전기능을 수

행할 능력을 유지하면서 안전계통 기기의 시험 및 교정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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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이 요구되는 설계기준사건을 일으키거나 설계기준사건 발생에 의한 모든 고장 및 

계통의 의사 작동(spurious system action), 이 발생한 상태에서도 설계기준사건 

하에서 요구되는 모든 안전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 보호계통“의 제2항에서

는 원자로시설의 보호계통은 안전기능에 적합한 기능적 신뢰성과 운전 중에 발생

하는 고장 및 다중성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채널에 대한 시험 능력을 포함

한 주기적 시험 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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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 보호계통“ 제2항에서는 

다중 채널에 미치는 자연현상의 영향, 점검·보수·시험을 포함한 정상운전조건, 예

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 등의 영향에도 보호기능을 상실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는 품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사용되는 공구 계기 계측기 그 밖에 측정 및 시험장비

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정기적으로 교정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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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 의

"주기시험"은 고장 발견 및 운전성 입증을 위해 계획된 시간 간격으로 수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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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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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 중 시험기능을 갖도록 설계되어진다.

∙ 자기시험의 긍정적 측면이 자기시험으로 인해 안전계통에 부가되어지는 복잡

성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다.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는 필요한 주기시험을 지원한다.

∙ 단일고장 분석에 의해 검출되어질 것으로 가정한 고장 모드는 실제로 검출이 

가능하다. 고장은 다른 방법들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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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켜야 한다. 컴퓨터의 자기시험은 하드웨어 고장을 검출하

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동자기시험과 함께 행해지는 감시시험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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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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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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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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통신채널감시, 중앙연산처리장치 상태의 감시, 자료의 건전성 감시를 포함하고 

있다. 부록 7-13과 IEC Std 880은 디지털 컴퓨터 기반의 계측제어계통에 적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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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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자기시험특성에 의해 고장을 감지하기 위해 개선된 기능은 자기시험 특성과 

관련된 증가된 고장확률을 상쇄시킬 만큼 충분하다. 자기시험 기능은 주기적인 기능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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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상태로 복귀됨을 운전원이 확인할 수 있는 규정

이 있어야 한다.

RG 1.118은 주기시험에 대한 시험절차는 임시시험설치를 요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

다. 디지털  컴퓨터 기반의 계통에 대해서는 계통 복귀를 위해서 적절하게 제거되어야 

하는 임시 코드 혹은 데이터의 변경을 포함하는 임시시험 설치들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

만약에 자기시험의 특성들이 자동적으로 감시시험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러한 설비들은 

운전 중 자동적인 시험의 실행을 확인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자동시험장비를 

교정하고 주기적으로 시험하기 위한 성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자동시험특성에 의해서 

수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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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유지해야 하며, 시험 중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주기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업용 디지털 기반 설비는 그것의 기능이 적절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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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장검출에 관한 조치사항

설계는 고장 혹은 작동불능의 검출시 자동 혹은 수동이든 보조 조치가 취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설계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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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뿐만 아니라 디지털 컴퓨터를 사용하는 계통의 감시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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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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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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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해야 할 요구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IEEE Std 7-4.3.2-2003(전력산업기술기

준(이하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를 참조하고 있다. 안전심

사지침 부록 7.1-4는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 적용에 대한 추

가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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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EG/CR-6090은 원전의 PLC 사용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므로 심사자는 하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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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한 고려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EPRI TR-106439, “Guideline on Evaluation and Acceptance of Commercial

Grade Digital Equipment for Nuclear Safety Applications”은 기성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검증 절차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보완 요건 및 공학적 판단의 

적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부록7-13은 EPRI TR-106439의 제작사 

개발절차에 대한 적합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

지털 컴퓨터”를 참고하고 있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7.1-4의 5.4.2절은 PLC의 일반

적인 성능 및 검증 요구사항으로서 EPRI TR-106439 및 EPRI TR-107330을 포함하

고 있다. PLC의 사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PLC에 대한 일반 검증이 수행되

어야 하며, 그 이후에 해당 발전소별 요구사항에 대한 상세 검증이 요구된다. 일

반 검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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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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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PLC의 표준함수들은 산업계 운전이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운전

이력이 원전과 동등한 수준이고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가 발행/검토되어 

제공될 수 있을 경우, 이러한 운전이력은 PLC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방법을 보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만일 산업계 운전이력이 안전계통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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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심사자는 PLC 설계 및 응용에서의 프로

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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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본, 인허가 개정요구

서, 특정기술주제보고서 또는 기타 인허가문서들을 포함한다. 상세 설계문서는 설

계, 시험, 분석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설계 요구사항이 만족됨을 보여야 한다. 신

청자/인허가대상자의 제출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도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제

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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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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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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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 수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상세한 검토경험들을 기초로 해서 미국규제위원회는 심층

방어 및 다양성 평가를 위한 허용기준을 수립하였다.

1. 규제 근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 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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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조

치를 방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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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KEPIC ENB-1100에도 제시되어 있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다양성보호계통“에서는 원자로정

지불능에 대응하는 각종 다양한 방법들을 부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은 단일고장에 의하여 보호기

능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다중성 및 독립성 설계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호계

통의 운전 허용신뢰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일기기 또는 채널을 운전에

서 제거하더라도 요구되는 최소 다중성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은 단일고장에 의하여 보호기

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은, 다중채널(multiple

channel)에 미치는 자연현상의 영향, 점검·보수·시험을 포함한 정상운전조건, 예상

운전과도 및 사고조건 등의 영향에도 보호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하

고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디지털 기기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

어 공통원인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요구되는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동기

능을 포함한 심층방어 및 다양성 설계기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에서 보호계통은 다중

성·독립성 및 신뢰성의 요건을 만족하는 건전한 계통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어

계통으로부터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원자로시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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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에 대한 내용과 그러한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SECY 93-087은 다양성 및 심층방어 분석에 대한 규제 입장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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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적

이 부록의 목적은 디지털 컴퓨터-기반 원자로정지계통이나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

통을 채택한 계측제어계통이 심층방어 및 다양성에 관한 요건들을 따르고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피규제자의 심층방어 및 다양성 평가에 대한 검토지침

과 수동 제어기 및 표시기의 설계에 대한 검토지침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부록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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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되는 것을 항상 예방하는 비안전급 장비로 구성되며, 원자로 정상운전에 

사용된다.

∙ 원자로정지계통: 원자로정지계통 체계는 어떤 제어할 수 없는 출력 폭주에 대

응해서 반응도를 신속하게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안전등급 기기로 구성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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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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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보호계통을 사용하는 신형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심층방어 및 다양성의 입

장은 다음과 같다. 이 입장의 1), 2) 및 3)은 가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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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사항들

을 이용한 기법)으로 각 가상된 공통원인고장을 분석하여야 한다. 공급자 또

는 신청자는 그러한 사건들 각각에 대해서 그 설계에서의 적절한 다양성을 입

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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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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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원인고장의 대비책으로서 디지털시스템의 설계에서 중요한 요소들인 고품질, 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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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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제자

가 심층방어 및 다양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평가에서 신청자/

피규제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설계기준사건들을 분석해야 한다. 만약 어떤 

가상된 공통원인고장이 분석중인 설계기준사건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어떤 안전성 기

능을 불능화 시킨다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다양한 수단(문서화된 근거가 있는)이 필요

하다. 다양한 수단이란 만약 그 시스템이 관련된 사건 상황 하에서 요구된 시간 내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해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품질을 갖는다면 자동 또는 수동 비안

전성 시스템일 수도 있다.

NUREG/CR-6303은 ALWR 설계인증 제출 시에 사용된 심층방어 및 다양성 평가

방법을 문서화하였다. 이 문서는 그러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타당한 방법을 기술하

고 있다.

가동 중 발전소에 있는 원자로정지계통 또는 원자로정지불능예상과도(ATWS) 완

화계통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자로정지불능 예상과도(ATWS) 법령,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다양성보호계통“의 요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원자로

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다양성보호계통“에서는 원자로정지불능 완화

계통이 원자로정지계통과는 다양한 기기로 구성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제

작자에서 충분한 차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원자로정지계통과 원자로정지불능 완화계

통의 설계들에 대해 각 경우별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에는 제작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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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고 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허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 가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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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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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신청자/피규제자는 (1) 그러

한 목적을 달성할 만한 충분한 다양성이 있음을 입증하거나, (2) 밝혀진 취약

점들과 취해진 보완 조치사항들을 명시하거나, (3) 밝혀진 취약점들을 명시하

고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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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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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기능을 손상할 때에는 가

상된 고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다양한 수단이 원자로정지계통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다양한 수단은 최적 평가(BE; 현실적 가정)

분석을 이용해서 계산된 발전소 거동이 10 CFR 100의 기준치를 10% 초과하

는 방사선 방출, 또는 일차 냉각재 압력경계의 건전성 상실을 초래하지 않음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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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R 100의 기준치를 10% 초과하는 방사선 방출, 또는 일차 냉각재 압력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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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전성 상실을 초래하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감시 또는 표시 계통의 고장이 원자로정지계통 또는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의 기능 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 발전소 감시 계통의 고장으

로 인해 운전원이 발전소를 안전한계치를 넘어서 운전하게 한다든지 또는 운

전제한조건(LCO)을 위반해서 운전하게 한다면 그러한 운전원에 의한 과도상

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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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를 하나 이상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기능적 다양성 및 신호 다양성은 특히 효과

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본 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들을 유의하여야 한다.

∙ 기기의 다양성 또는 실시간 운전계통과 같은 관련 계통 소프트웨어의 다양성

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실제 다양성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설비내의 부

품까지 확대해서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제작자들이 동일한 프

로세서나 동일한 운영체제(OS)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공통원인고장

이 유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제작사명이 다른 부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다

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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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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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제거,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격납건물 격리, 격납건물의 건전성 등)을 감시 및 제어하기에 충

분해야 한다. 신형 원자로(ALWR)의 경우 모든 보호 및 제어계통들이 디지털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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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이어서 공통원인고장에 취약하므로 수동 제어능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수동 제어

능력은 실배선 계통-수준의 제어기와 표시기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어기들

은 안전관련 자동식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공통원인고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보와 제어 능력들을 발전소 운전원에게 제공하게 된다.

수동 제어기가 안전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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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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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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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혀질 

필요가 없다. 다양성은 블록 수준에서 결정된다. 블록은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소집단으로 소프트웨어 오류의 영향을 포함한 내부 실패가 다른 기기나 소프트

웨어로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단위이다. 전형적인 블록의 예로는 컴

퓨터, 근거리 통신망(LAN) 및 프로그래머블 논리 제어기(PLC) 등을 들 수 있다.

나. 가정사항의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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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피규제자는 설계내용에서 빠진 정보를 보충하거나 또는 계통에 적용된 

분석지침에 대한 특별한 해석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 사항들을 기록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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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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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어떤 확인된 취약점들이 설계 수정, 정밀한 분석 또는 대체 트립,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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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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안사항들에 대한 분석 및 신청자의 제출서류 검토에 근거한다.

1. 규제근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 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

한 규정“은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ENB-1100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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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는 원자로의 노심·

냉각계통·제어계통 및 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시 연료허용손상한계

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도록 설계를 하여야 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타이밍과 성능 여유도를 포함한다. 또한,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원자로출력 및 출력분포 진동 제어“에서는 원자로의 노심냉각

계통·제어계통 및 보호계통이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는 상태를 유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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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출력 및 출력분포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거나 이를 적절하게 탐지하

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요구조건은 출력진동을 억

제하고 감지하는 보호계통 기기에 대한 엄격한 실시간 제약조건이 된다. 원자로시

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에서는 원자로시설에 안

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 시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걸쳐서 계통과 변수들을 감시할 수 있는 

계측장치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변수의 거동을 운전원이 확인할 수 있

도록 디지털계측설비의 응답이 충분히 빨라야 한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에서는 정상 운

전시 및 비정상 운전시에 원자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어, 표시, 기록 장치

를 갖춘 제어실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원자로제어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원자로제어실외의 장소에서 원자로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의 제1항에서는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고, 사고들이 감지되고 완화되도록 하기위한 자동 

개시기능을 원자로 보호계통이 갖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

지 목표는 보호계통 기기의 시기적절한 작동을 요구한 것으로서, 따라서 설정치를 

초과하는 변수들의 감지 및 보호계통에서의 기기작동을 위한 타이밍 요건의 확립

이 요구된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에서는 원자로보

호계통은 안전기능에 적합한 기능적 신뢰성과 운전 중에 발생하는 고장 등을 확

인할 수 있도록 다중성 및 독립성 설계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원자로의 운전 중 

발생 가능한 고장 및 다중성 상실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채널에 대한 시험능력을 

포함한 주기적인 시험능력을 가져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원자로보호계통

은 파손, 전력, 계기용 공기 등의 에너지원 상실 또는 최악의 가상환경조건에서도 

고장안전기능에 의하여 안전한 상태가 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타이밍이 제한치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계통 구조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원자로보호계통은 우발적인 제어봉 인출 등 반응도 제어계통의 단

일 오동작시에도 연료허용손상한계의 초과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반응도

제어계통의 오동작에 대한 원자로보호계통의 요건으로서 이는 반응도 제어계통에 

대한 보호 설비의 시기적절한 운전을 요구한다. 또한 원자로보호계통은 예상운전

과도 시에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자로보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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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은 각 예상운전과도의 시간 제약이내에 동작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제어계통“에서는 연료허용

손상한계를 초과시키지 않고 반응도 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반응도 제어계통은 이러한 기준에 부과된 타이밍 요건을 만족하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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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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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 IEEE Std. 1012-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Verific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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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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능 요구사항 (타이밍, 사이징, 속도, 용량, 정확도, 정밀도, 안전성 및 보안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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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성 및 검증” - 계통 시험 계획은 시험 설계, 케이스, 절차 및 다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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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들은 성능 요구사항들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포함되었는지 보증하기 위해 평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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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5.4.3절: “설계 확인 및 검증 활동”, (5) “컴포넌트 확인 및 검증 시험 계획 생

성 및 검증” - 시험은 타이밍 요건, 경계에서의 성능, 인터페이스, 스트레스 조

건에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마. 5.4.4절: “구현 확인 및 검증 활동”, (2) “소스 코드 및 소스 코드 평가 문서” -

소스 코드 요소들은 성능 요구사항들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포함되었는지 보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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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하기 

위해 평가되어야 한다.

사. 5.4.5절: “시험 확인 및 검증 활동” - 통합, 계통 및 인수 시험은 성능 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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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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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련 

계측기기 설정치“를 원자로 계측제어계통에서 요구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보증하

기 위하여 초기 설정 및 계측제어 교정의 유지를 위해 허용 가능한 방법으로 승

인하고 있다. 계통의 시간 지연들은 계측기의 설정치를 설정하기 위해 중요한 고

려 사항이다. RG 1.105의 적용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7-12에

서 제공한다.

상기 사항에 추가하여 NUREG/CR-6082는 계통성능과 타이밍에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하는 데이터통신계통을 언급하고 있다. NUREG/CR-6083은 성능, 타이밍 그리

고 복잡성과 관련해서 실시간계통을 기술하고 있다. 이들 문서들은 그러한 계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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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기 위한 상세한 평가지침과 관련된 용어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3. 목 적 

본 부록의 목적은 디지털컴퓨터계통의 설계에서 앞 절에서 언급한 규제근거 및 

기술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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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멀티플렉서, 데이터통신장비, 디멀티플렉서,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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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소자, 제어기 그리고 디스플레이들을 포함한다. 타이밍분석은 전체 루프를 고

려하여야 한다.

2. 검토되어야 할 정보 

검토되어야 할 정보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 본, 인허가 개정 

요구, 특정기술주제보고서 및 신청자/피규제자 서류 등에 포함된 내용이다. 안전

성분석보고서와 참고서류들은 전형적으로 구조적인 기술, 설계기준사건 및 분석 

그리고 설계 이행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검사, 시험, 분석 및 허용기준이나 상세 

설계서류들은 설계, 시험, 분석 혹은 설계 이행사항에 대한 적절성을 증명하는 방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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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와 작동기 사이에 존재하는 계산지연 및 메시

지 지연 값을 충분히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해야 한다. 계통 구성요소 및 소프

트웨어 구조의 시간지연에 대한 할당시간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 초기설계단계에

서(예, 설계인증신청 시점에서) 제안된 구조의 구성요소들의 시간지연에 대한 추정

된 할당시간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 후속 상세설계 및 구현에서는 소프트웨어 구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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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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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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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기준 문서들은 신청자가 타이밍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용할 설계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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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여야 한다. 비결정론적 데이터통신, 비결정론적 계산, 인터럽트 사용, 멀티

태스킹, 동적 스케줄링, 사건-기반 설계와 같은 위험성 있는 설계방식은 피해야 한

다. 그러한 설계를 할 경우 신청자는 관련된 위험성을 관리하기 방법을 기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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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집합, 조건들 그리고 설계기준사건에 대하여 응답시간 제한을 만족함을 입증

해야 한다. 이 부분집합은 제한적인 부하조건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통을 설계한 

설계자와는 독립적인 사람에 의해서 선정되어야 한다.

타이밍 분석을 위한 분석 및 시험방법은 모두 결점을 가진다. 타이밍 시험의 완

전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완전성은 분석들을 통해 입증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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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머가 완료되기 전에 그 사이클이 완료되지 않으면 실수가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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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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시험, 분석 및 허용기준이나 설계, 시험, 분석 혹은 설계 이행사항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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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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 설계“

2.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원자로출력 및 출력분포 진동 제어“

3.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 제어실 등“

5.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6.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 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8. KEPIC ENB-6100-2005, “보호계통 설계”

9. KEPIC ENB-1100-2005, “안전계통설계”

10. KEPIC ENB-6370-2008,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

11. IEEE Std 603-1991. "IEEE Standard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12. IEEE Std 279-1971. "Criteria for Protection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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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ch 1998.

14. IEEE Std. 1012-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March 1998.

15. ISA-S67.04-1994. "Setpoints for Nuclear Safety-Related Instrumentation."

16. NUREG/CR-6082. "Data Communications." August 1993.

17. NUREG/CR-6083. "Reviewing Real-Time Performance of Nuclear Reactor



부록 7-17 개정 4 - 2014. 12- 12 -

Safety Systems." August 1993.

18. Regulatory Guide 1.105, Revision 3, "Setpoints for Safety-Related Instrumentation."

Office of Nuclear Regulatory Research,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99.

19. Regulatory Guide 1.152. Revision 2, "Criteria for Digital Computers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Office of Nuclear Regulatory Research,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January 1996.

20. Regulatory Guide 1.168, Revision 1, "Verification, Validation, Reviews and

Audits for Digital Computer Software Used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February 2004.



- 1 -

지 침 번 호 KINS/GE-N001

분 류 번 호 부록7-18

개 정 번 호 4

발 행 일 자 2014.1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분류번호 : 부록 7-18

제 목 : 일반의제, 현장실사

검토주관부서 : 계측전기평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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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형 ‘09.12 김대일 ‘09.12

4 권용일 ‘14.11 정충희 ‘14.12



부록7-18 개정 4 - 2014.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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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적인 

목표이므로 현장답사의 중요성은 자명한 것이다. 다음은 검토중인 발전소에 대한 특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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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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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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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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열

한 부록은 이 안전심사지침의 해당부록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부록은 의무사항은 아

니지만 규제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타당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본 안전심사지침의 

부록에 있는 규제입장은 어떤 특정한 설계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타당한 해결방안을 

가질 때 사용되나 이것 역시 의무사항은 아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설계 타당성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는 규제요건의 준수에 있다.

RG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고 혹은 규제 법규 또는 7장의 부록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고 승인된 바가 없는 산업기술기준 등은 어

떤 설계 승인을 위한 유일한 근거로 채택되기 이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기준들은 안전에 중요한 계통의 검토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를 확

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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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인되어 운영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NUREG-0718, NUREG-0737, NUREG-0737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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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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과 일치하는 번호가 괄호 속에 표시되어 있다. 부록 7.1-1은 TMI Action Plan 항

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허용기준을 설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참조된 보고서에 기

술되어 있다.



표7-1 개정 4 - 2014.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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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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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AAC R R R R R R R R

3. 원자로시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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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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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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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 중 원자력 발전소
의 화재방호

A

서 RG 1.200

위험도 정보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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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결

과의 예방과 완화 능력을 확실히 하는데 이용되는 계통의 기능에 적용된다.



제8장 전력계통



지 침 번 호 KINS/GE-N001

분 류 번 호 8.1

개 정 번 호 5

발 행 일 자 2016.1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분류번호 : 8.1

제 목 : 전력계통 - 서론

검토주관부서 : 계측전기평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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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성현 ‘16.1 정충희 ‘16.1



제8.1절                                                         개정 5 -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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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내용2)

5. 상기 계통들의 설계에 적용되는 허용기준

2) 대부분의 원자력발전소 불시정지 원인이 동력변환계통(예, 주발전기 등) 설비의 오동작 또는 빈번한 

고장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자력발전소 동력변환계통 설비에 대한 검사업무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정기검사“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34)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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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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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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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절                                                         개정 5 - 2016. 1- 4 -

였는지 확인한다.

5.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는 소외 및 소내 전

력계통에 관한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표 8-2는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에 대해 규제의 관점에서 해석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

다.

6. 안전심사지침 8장, 부록 8-8은 운영허가 검토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현장 답사를 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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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계통 설계에 적용되는 설계기준을 제시한다.

2. 검토자는 전력계통의 설계가 표 8-1에 있는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및 고시, 그리고 적용 가능한 RG 및 부록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면 타당한 것으로 결정한다.

3. 검토자는 전력계통의 설계기준이 표 8-1에 있는 허용기준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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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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15),”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규정

“에서 참조 기술기준이 명시되었다면, 그 기술기준(KEPIC)은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

는 타당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참조 기술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신청자는 참

조 기술기준이 현재의 규제관행과 적절히 일치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기술기준의 정

보를 고려 및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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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전력계통에 대한 허용기준 및 지침                                     

(1/3)

기     준 제    목
적 용 범 위

비   고
8.2 8.3.1 8.3.2 8.4

1. 원자로시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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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제거

A A A

사. 제23조/GDC50 원자로격납건물 등 A A
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정기검사) A A A A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가. (원자로.09)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A A A A

나.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A A A A

다. (원자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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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원자

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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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절                                                         개정 5 - 2016. 1- 7 -

표 8-1 전력계통에 대한 허용기준 및 지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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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록 8-8 발전소 현장답사 G G G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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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 G

11. NUREG 보고서 및 SECY 문서

가. NUREG- 0718
(Rev.1)

건설허가 미결사항에 대한 허가 요건 G G
RG 1.47에 
관한 TMI
Item I.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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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전력계통에 대한 허용기준 및 지침                                     

(3/3)

기   준 제    목
적 용 범 위

비  고
8.2 8.3.1 8.3.2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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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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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

비“의 요건은 소내전력계통에만 관련이 있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를 적용함에 있어서, 검토자는 소외전력계통에 대한 결정론적인 

요건을 단일고장기준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유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표 8-2의 

왼쪽 칸에 있는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본문

은 결정론적인 요건에 대한 검토자의 해석과 단일고장기준의 준수에 관한 해석이 핵

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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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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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납

건물 건전성과 다른 필수기능들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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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된 경우 모든 안전기능 수행에 필요한 

전력공급능력을 상실하고 계통 수준에서 

(system basis)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아래 2.항의 요건 관점에서 두 

계통이 함께 고려해야할 경우 완전한 소외

전력상실(LOOP)과 소내계통의 단일고장에

도 최소 요구된 안전기능을 위해 필요한 

전력공급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②축전지설비를 포함하는 발전소내 전

력공급원 및 발전소내 배전계통은 

단일고장사건 발생 시에도 그들의 

고유한 안전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한 독립성·다중성 및 시험성을 가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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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설계기준사고,

자연환경에 의한 영향시에도 동시 

고장 가능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별도의 변전소로부터 물리적으로 독

립된 두 개의 회로로 구성되어야 하

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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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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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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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 “설비의 공유“와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을 만족하는가 그리고 발전소

의 모든 운전 및 사고조건에서 소정의 설계기능을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다.

소외전력계통은 산업기술표준 및 Regulatory Guide(이하 “RG”)에서 “우선전력계통”

이라 부른다. 발전소 정전사고(SBO)시 안전정지를 위한 대체교류전원(AAC)과 우선전

력계통 간의 연계는 소내 및 소외 전력계통의 적합성과 독립성 관점에서 검토한다. 대

체교류전원은 내연 터빈발전기, 디젤발전기, 혹은 다른 다양한 전원이 될 수 있다. 대

체교류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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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가는 이중화된 우선전력회로 중 어느 한 회로의 상실이 다른 우선전력회로, 대체

교류전원 혹은 비상교류전원의 상실을 초래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호계전기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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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검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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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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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계측설비도 검토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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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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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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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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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5, 9.5.1, 10.4.5, 10.4.7 및 10.4.9절의 주관검토부서는 각 원자로 운전모드 및 사고

에 대해 시간대별로 전력을 필요로 하는 관련계통의 기기를 결정한다.

5.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우선전력계통의 적절한 운전을 위해 필요한 보조계통들

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이는 우선전원계통으로부터 소내 전력배전계통의 모선과 

냉각수계통, 수소냉각계통, 터빈 전기식 유압제어계통 및 공기공급계통과 같은 주

발전기 보조계통까지를 포함한 회로 스위치기어를 위한 냉난방 환기계통을 포함한

다.

6.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우선전원부터 소내 비상교류전원 배전계통의 모선까지 

경로(path)가 운전 혹은 가상사고 환경조건에서 동시 고장을 일으키지 않음을 보증

하기 위해 우선전력계통의 기기 및 구조물에 대한 현장배치를 확인한다. 이는 기

기고장으로 인한 침수, 비산물, 배관 휩(whipping)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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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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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되면 만족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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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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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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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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3. 우선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에 관한 원자로시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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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5. 소외전력계통의 검사 및 시험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

6.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제29조 ”잔열

제거설비”,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 제거”에서 다루고 있

는 계통들의 안전기능이 달성됨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 계통과 관련한 소외전력계

통의 운전은 제24조 ”전력공급설비”에 포함되어 있다.

7. 발전소 정전사고(SBO) 시 안전정지(설계기준사고가 이님)에 대비한 대체교류전원

과 관련한 원자로시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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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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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만 주기점검(surveillance), 정비 후 시험, 시정 및 예방정비를 포함한다. 적절

한 정비활동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등 정비규정(maintenance rule)의 준수 여부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따라 검토한다. 정비규정의 요건을 적절한 절차서에 반영하

는 계획은 안전심사지침 13장에 따라 검토한다.

9. 주변압기, 보조 및 대기 변압기, 스위치야드설비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24호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4-30호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3)을 적용하여 심사과

정에서 검사에 필요한 형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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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9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

에 관한 지침“에서 참조 기술기준이 명시되었다면, 그 기술기준(KEPIC)은 관련 규제요

건을 만족하는 타당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참조 기술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신청자는 참조 기술기준이 현재의 규제관행과 적절히 일치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기

술표준의 정보를 고려 및 사용할 수 있다.

1.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은 소

외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성분석보고서 3장에 기술한 바와 같은 

높고 낮은 대기온도, 강한 바람, 폭우, 낙뢰, 결빙 및 폭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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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4-30호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

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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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지역적인 영향 등의 자연현상의 영향에 견딜 수 있다면 만족된 것이다.

2.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는 

소외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성분석보고서 3장에 기술된 정상운전,

정비, 시험 및 가상사고 동안 기기의 기능 상실을 초래하는 비산물의 영향을 포함

한 동적 영향에 견딜 수 있다면 만족된 것이다.

3.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는 우선전력계통의 구

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 다수호기 원전의 안전등급 1E 전력계통의 구조물, 계

통 및 기기의 공유에 관한 KEPIC-ENB-6210/IEEE-308을 승인한 RG 1.32의 지침과 

IEEE Std. 308 1980년 판 및 그 이전 판에는 포함되었으나, 지금은 우선전력계통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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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는 우선전력계통의 

(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 수행을 위한 용량 및 능력, (2) 원

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상실 혹은 송전망에서 공급되는 전력 상실, 소내 전

력공급원의 상실 혹은 이들 두 전원의 동시 상실의 결과로서 어떤 나머지 전원의 

상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규정, (3) 물리적인 독립성, (4) 가용성과 송전망과의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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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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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은 소외전력계

통의 검사 및 시험이 이 요건에 부합하면 만족된 것이다.

6.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제29조 “잔열

제거설비“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 제거“는 이 조항들에서 

다루고 있는 계통들의 안전기능이 단일고장을 적절히 가정하더라도 달성됨을 확인

하기 위해 이들 계통이 제24조 ”전력공급설비”에 포함된 소외전력계통의 운전과 

부합하면 만족된 것이다.

7.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은 발전소 정

전사고(SBO) 동안 안전정지(설계기준사고가 이님)에 대비한 대체교류전원과 관련

되며 대체교류전원의 적합성, 대체교류전원과 소내·외 전력계통간의 독립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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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절

을 승인한 것으로서 10CFR50.65(a)(4)항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9. 원자력발전소 동력변환계통 설비에 대한 검사업무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

조 “정기검사“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30호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

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다.

허용기준에 대한 기술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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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중요한 원자력발전소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높고 낮은 대기온도, 강한 바

람, 폭우, 낙뢰, 결빙 및 폭설,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적 영향과 같은 자연현상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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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는  

소외전력계통과 관련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기기고장을 초래할 수 있는 비산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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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는 공유되는 설비들이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손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다수호기 원전들 간에 공유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기준은 충분한 정당성도 없이 소외전력계통의 일부 기기가 다수호기 원전들 간

에 공유되어서는 안 됨을 요구한다. 따라서 다수호기 원전들 중 어느 한 호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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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고가 다른 호기의 상태와는 무관하고, 또 다른 호기의 안전에 과도한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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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의 요건을 만족하면 

다수호기 원전들 중 어느 한 원전의 사고가 소외전력계통의 전체적인 운전에 영향

을 주지 않고 다른 호기의 상태와 무관하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4. 원자로시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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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사고에도 유지됨을 보장할 만한 충분한 용량과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규정은 송전망에

서 소내 전력배전계통까지의 전력을 두 개의 물리적으로 독립된 회로로써 공급하

도록 설계하며 운전, 가상사고 및 가상 환경조건에서 이들 두 전력이 동시에 상실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각 회로는 연료허용

손상한계 및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이 초과하지 않도록 모든 소내 교류

전원과 다른 소외전력회로의 상실 이후에 충분한 시간 안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

계해야 한다. 이들 중 한 회로는 노심 냉각, 격납용기 건전성과 기타 필수 안전기

능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냉각재상실사고(LOCA) 발생 후 수 초 이내에 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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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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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도, 송전망 붕괴 가능성, 부적절한 스위치야드 전압, 원전에서 송전망으로 공

급되는 유효 및 무효 전력의 상실로 인해 이어지는 소외전력상실(LOOP) 사건을 

초래할 수 있다. 원전의 운영기술지침서 운전제한조건은 소외전력계통의 운전 가

능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 대한 소외전력계통의 능력을 시험할 수 없

으므로 소외전력계통에 대한 설계기준은 송전망과 발전소 상태의 분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전의 운전원은 (1) 운전 중에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소

외전력계통의 공급 능력과 (2) 원전 정지 후에 소외전력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상

황을 인식해야 한다. 원전의 운전원은 원자로 정지 후 적절한 전압을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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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추가 정보

는 참고문헌 36, 39, 40, 44, 45 및 54에서 제공한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는 또한 소내전력계통 

및 소내배전계통이 단일고장 시에도 그 소정의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

한 독립성, 다중성 및 시험성을 가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단일고장이 소내

전력계통의 전력 공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력계통의 어떠한 단일고장에

도 전력을 필요로 하는 안전기능 및 기타 필수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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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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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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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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력공급설비”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허용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을 만족하면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를 포함한 모든 시설의 운전모드 동안 단일고장의 

사건에서 조차도 안전기능 및 필수기능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뢰성 있는 전

력을 공급할 것으로 확신한다.

5.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은 안전에 중

요한 전력계통은 그 계통의 연속성과 기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시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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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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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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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의 요건을 만

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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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제29조 ”잔열

제거설비”,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 제거”는 소내 및 소외 

전력계통의 접속이 필요한 안전계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계통은 

정상 및 사고 동안에 특정 계통의 요구에 따라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제29조 ”잔열

제거설비”,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 제거”는 우선전력계통

의 동작과 관련하여(예비전원이 동작 불능일 때) 안전기능은 단일고장을 가정하더

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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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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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에서 포괄한 기준들

을 만족하면 과도사건 및 설계기준사고를 포함한 모든 시설의 운전모드 동안 어떤 

단일고장의 사건에서 조차도 이 기준들에 따른 안전기능의 수행에 요구되는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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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급할 것으로 확신한다.

7. 원자로시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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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사고 시 노심 냉각 및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를 위해 충분한 

능력과 용량을 가져야 한다.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한 가

지 타당한 방법은 발전소를 안전정지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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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소내 전력계통 간의 공통모드고장 가능성을 최소화(즉, 허용 가능한 독립성)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계통 간의 전기적 연결이나 연계 기기의 물리적 배

열이 소내·외 전력계통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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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관련 전력계통 및 우선전력계통과의 물리적 독립성 관점에서 RG 1.155의 지침에 

적합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8.4절에는 발전소 정전사고에 대비한 대체교류전원의 

검토사항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과 10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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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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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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27) ”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34) “원자로

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은 원자로시설의 주발전기설비, 변압기

설비 및 스위치야드설비에 대해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를 수행하고 이들 설비의 고장

이나 오동작으로 인한 발전소 불시정지를 최소화하여 안전관련 계통의 설계된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주변압기와 보조변압기는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에 따른 우선전력회로를 만족하기 위

해 주변압기를 통한 역가압(backfeed) 회로를 “즉시 접속회로”로 사용될 수 있다.

보호계전기는 케이블이나 발전기․변압기․스위치야드설비 등 전력기기에서 발생한 이

상상태를 감지하여 인적 보호 및/또는 전기기기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고장 파급을 방

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신호를 제공한다. 보호계전기의 주요 기능은 보호대상 전기기

기의 가용도(availability)와 신뢰도(reliability)를 확보하는데 있다. 따라서 주발전기

설비, 변압기설비 및 보호계전기에 대한 가용도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불필요

한 발전소 불시정지를 최소화하고 안전관련 계통의 구조물 및 기기에 안정적인 전

력을 공급하게 함으로써, 안전관련 구조물 및 기기가 소정의 안전기능을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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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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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만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이 충족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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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안전 관련 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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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32를 참고한다.

수동형 경수로의 중요한 위험도 관련, 비안전 관련, 능동형 계통은 안전관련 수동

형 계통의 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심층 방어적 기능을 제공하며 사고 및 결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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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AP 1000 수동형 원전설계에서 소외전력계통으로부터 공급받는 교류전

력은 정상적인 잔열제거계통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또한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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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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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쇄적으로 파급되어 일차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례가 참고문헌 43에 기술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검토자는 사업자가 수행한 스위치야드에 대한 고장모드 및 

영향분석(FMEA)을 조사하고 단일사건이 동시에 두 소외전원 회로를 상실시키

는 경우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라. 냉각재상실사고 시에 두 회로중 적어도 한 회로는 수초 이내에 안전관련 기기



제8.2절                                                       개정 5 - 2016. 1- 19 -

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설계인지를 조사한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는 두 회로 그 자체로 냉각재상실사고에 대

해 단일고장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각 회로는 연료허용

손상한계 및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

간 내에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교류전력 상실을 가정할 때,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각 단일고장사건의 경우 소외 송전망에

서 소내 안전등급 1E 배전모선까지 교류전력을 재 복구하는데 따른 소요시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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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전경험사건과 관련하여 다중 송전망 보호체계의 중요성에 관한 자세

한 정보는 참고문헌 43에 제시되어 있다.

주발전기의 승압변압기를 통한 역가압(backfeed) 회로를 이용한 경우 검토자는 

우선적으로 이 회로가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

설비”에 따른 즉시 혹은 지연 접속회로에 대한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역가압회로가 지연 접속(delayed access) 회로라면, 위의 문단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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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차단스위

치를 이용해야 한다면 검토자는 이 안전심사지침 부록 8.2-1의 지침을 활용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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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34)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다.



제8.2절                                                       개정 5 - 2016. 1- 20 -

야 한다.

마. 소외전력망에서 소내 배전모선까지의 각 회로는 모선에 할당된 부하 혹은 정

상 및 비정상 운전상태, 사고 혹은 발전소 정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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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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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는 송전망 안정도 분석에서 스위치야드에서 이용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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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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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과하여 주파수 변동을 일으키는 고장유형을 송전망 안정도분석에서 고려

해야 한다. 비정상 주파수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고장유형과 발전소주파수 보

호체계를 검토한다. 송전망 과도사건의 평가에서 얻은 비정상 주파수에 대한 

운전경험과 산업기술표준에서 원전의 비정상 주파수 고려에 관한 자세한 정보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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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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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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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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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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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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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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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경험(참고문헌 55)에 의하면 정확

한 시간대별 송전계통 데이터에 근거할 때 주어진 시점에서 모든 가능한 상정

사고 평가를 위해 주변 송전망과 발전소상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자는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및 운

영기술지침서에 따라 발전소가 소외전력 송전망 운전 제한치 안에서 운전됨을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상황정보, 통신, 분석자원 및 절차서가 제공되는지를 확

인해야 한다. NRC 일반 통신문(참고문헌 37)의 정보 및 지침, 산업기술표준(참

고문헌 61), 기타 NRC 문서 등이 소외전력 송전망과 발전소 연계부분과의 적

합성 및 신뢰성뿐만 아니라 소외 송전계통 운영당국과의 통신을 검토하는데 

유용하다.

카. 검토자는 소외 송전망의 정비, 변경 및 운전에 책임이 있는 송전계통 운영당국

이 적절한 안전성 평가 없이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

력공급설비” 요건을 만족하는 소외전력회로를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절차, 행정관리 및 협정서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송전계통 변경

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송전망의 구성, 안정도 및 능력이 발전소 안전해석 가

정 내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소외 송전회로의 변경과 관련한 미검토 안전

현안(USQ)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참고문헌 5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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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10CFR50.65에 따라 송전망 리스크에 민감한 정비활동을 수행하기 전

에 정비 리스크 평가의 일환으로 소외전력계통의 정비 또는 변경에 따른 송전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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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42에 제시

되어 있다.

2.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의 요건이 충

족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세 설계자료를 조사하고 소내 배전계통의 전력을 주

발전기에서 우선전력계통 혹은 다른 공급원으로의 절체를 위한 시험장치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결정한다. 또한 이러한 절체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회로는 

발전소 운전 중에 시험이 가능해야 한다. 품질보증 및 전력계통 담당부서는 사용

전 및 시운전 시험절차와 주기시험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RG 1.204는 검토자가 낙뢰 보호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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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대기온도가 극심함 변화가 있는 경우, 낙뢰보호계통을 반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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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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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임 상태, (3) 대지접지저항의 측정, (4) 접지단자저항의 측정, (5) 효

과성 평가를 위한 서지보호 장치의 검사 및 시험, (6) 대지접지계통의 주기적인 시

험 및 정비, (7) 필요에 따라 도체 및 구성품의 재조임 및 조임 상태, (8) 낙뢰보호

계통의 구조적인 변경이나 추가 시 검사 및 시험, 그리고 (9) 완전한 기록.

3.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제29조 ”잔열

제거설비”,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 제거”는 그 전원이 우

선전력계통으로부터 받은 안전계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들은 우

선전력계통의 동작과 관련하여(비상전원이 동작 불능일 때) 계통 안전기능이 단일

고장을 가정하더라도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계통의 다중성을 규정하고 있다.

상기 조항들의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자로냉각재 보충, 잔열제거,

비상노심냉각, 격납건물 열 제거, 격납건물 대기정화 및 냉각수계통에 관한 전기상

세도면을 검토하고 우선전력계통의 회로가 이들 계통의 다중성 부분에 전력을 공

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

전력공급설비”에 따른 최소설계사항이 마련되었다면 이들 계통의 다중성 부분에는 

즉시 접속(immediate access) 우선회로가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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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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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지진, 폭풍 및 홍수는 제외)이 고려대상 시설물에 대해 충족됨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요청 시 설계기준에 관한 정보, 즉 대기온도의 높고 낮

음, 심한 바람, 비, 낙뢰, 결빙 및 눈, 기후 변화에 따른 지역적인 영향을 전력계통

분야 담당부서에 제공한다. 이 정보는 설계가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에 따라 이들 조건의 영향을 최소화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검토해야 한다. 스위치야드 및 변압기 위치, 변압기 냉각, 가공선로, 지중 및 

접근이 어려운 전력 및 제어케이블이 이러한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력계

통 기기의 심각한 열 및 냉각의 영향, 장기간 물에 잠기거나 습한 환경에 있는 지

중케이블 등에 관한 운전경험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원전 운전원과 지역 송전계통 운영자(TSO/ISO) 간의 통신링크는 운영기술지침서

의 요건에 따라 소외전력망의 운전 가능성 확인을 위해 송전망 운전상태 및 상황

에 대한 적시의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또한, 소외 기관들 간의 통신

은 소외전력상실(LOOP) 또는 발전소 정전사고(SBO)의 상황에서 소외전력 복구를 

위해 중요하다. 송전망을 감시하고 송전망 안정도 및 운전성을 확인 및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원전의 소외 통신 기기 및 프로토콜, 긴급 통신 절차, 통신 회선 및 

원격 링크 등이 국지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심각한 기후사건 동안에도 안전하며 제 

기능을 지속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심각한 기후사건 동안 소외 통신 능력 및 

건전성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가 운전경험으로 제공되고 있다.

6.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기 위해,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우선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위치를 검토하고 기기의 고장과 발전소 외부의 사건 및 조건으

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 휩(whipping), 방출유체 등의 동적 영향에 대비

한 보호기능이 타당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정보는 두 회로의 우선전력이 동시 

상실될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7.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의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다수호기 발전소간에 공유

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이는 어느 한 발전소에서 사고가 날 경우 나머지 발전소

가 순차적으로 정지 및 냉각되는데 필요한 모든 안전기능을 수행할 충분한 용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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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확보하였는지를 검토한다. 설계기준은 각 회로의 인입선, 전원 및 변압기의 

용량과 능력이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여유도를 갖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잘못된 사고 신호가 이들 회로에 과부하로 작용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안전심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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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이 만족됨을 확

인하기 위해, 대체교류전원(AAC)이 발전소 정전사고(SBO)에 대비해 설치된다면 대체

교류전원의 용량, 능력, 신뢰성 및 독립성은 안전심사지침 8.4절에 따라 검토한다.

개량형(evolutionary) 원전의 경우,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8.4절에 따라 대체교류

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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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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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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시

키는 상태, 그리고 (3) 발전소의 소외전력상실 혹은 정전사고 대처능력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포함하여 운전중단에 따라 리스크 심각도가 높은 기기(예, 비상디젤발

전기, 축전지, 터빈구동 펌프, 대체교류전원 등)를 포함하여 이미 상존하거나 곧 닥

쳐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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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

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에 적합한 우선전력회

로의 설계인가를 확인한다.

Ⅳ.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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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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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관련 요건에 부합하였다. 검토자는 발전소 설계가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

계기준”, 제16조 ”설비의 공유”와 제24조 ”전력공급설비”에 타당하고 발전소 정전

사고에 대비한 대체교류전원에 관한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의 규정을 만족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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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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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3. 사업자는 다수호기 간의 우선전력계통 회로의 공유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각 회로는 어느 

한 호기의 설계기준사고 시 공학적안전설비를 작동시키기 위한 용량 그리고 나머

지 호기들을 동시에 안전 정지하는데 필요한 계통들을 작동시킬 만한 충분한 용량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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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을 만족하

였다. 우선전력계통은 송전계통에서 소내 전력배전계통까지 물리적으로 독립된 적

어도 두개의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적어도 한 회로는 냉각재상실사고 이후 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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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이용 가능할 것이며, 이를 즉시 접속(immediate access) 회로로 분류한다.

각 회로는 가능한 한 운전, 가상사고 및 환경조건에서 동시 고장 가능성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 및 배치되어 있다. 각 회로는 모든 연결부하에 충분한 용량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크기를 가졌다. 각 회로는 소내 비상교류전원과 나머지 소외회로

의 동시 상실 가정 하에도 연료허용손상한계 및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설계조건

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내 전력계통에서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스위치야드에서 소

외전력을 소내 배전계통으로 다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소외회로가 다

른 소외회로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배열되었다. 또한, 스위치야드는 단일사건(예,

계전기 오동작 혹은 차단기가 고장조건에서 작동하지 않는 사건)이 스위치야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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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실이 

송전망의 불안정도를 초래하지 않음을 입증하였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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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6. 안전성평가보고서 8.4절에는 사업자가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

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과 10CFR50.63의 요건을 전반적으로 준수하는 내용을 다

루고 있다. 사업자는 발전소 정전사고(SBO)에서 안전정지를 위한 대체교류전원

(AAC)의 적합성과 소외 및 소내 전력계통으로부터 대체교류전원의 독립성과 관련

하여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의 요건

을 만족하였다. RG 1.155의 지침에 따라 대체교류전원은 발전소 내부 또는 근처에 

설치되며, 발전소 안전정지 달성 및 유지를 위한 충분한 용량, 능력 및 신뢰성을 

가지며, 소내 안전관련 및 우선 전력계통과는 적절히 독립되며, 그리고 대체교류전

원으로서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7. 사업자는 소내 직류전력계통과 관련한 10CFR50.65(a)(4)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허



제8.2절                                                       개정 5 - 2016. 1- 31 -

용 기준은 RG 1.182의 관련 규제입장을 만족하여야 한다.

8. 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정기검사”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

자로.27)”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

로.34)”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만족시키기 위해 발

전소 불시정지 유발가능 전기설비, 즉 주변압기 및 보조변압기, 보호계전기 등을 관

련 규제지침 및 산업기술표준에 따라 적절하게 설계하였으므로, 이들 설비의 고장이

나 오동작으로 인한 발전소 불시정지를 최소화하여 안전관련 계통의 설계 기능에 미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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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

16조 ”설비의 공유”,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와 제24조 ”전력공급설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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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 

검토의 역점을 둔다. 안전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련 부분과 상호 연관

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발전소 근처에 있는 수력, 원자력, 화력 및 가스터빈발전기 등

과 같은 다른 예비전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전원이 만약 설계로 제안된다

면 사례별로 평가할 것이다. 또한, 발전소 배전계통의 관점에서 소내 및 소외 전력계

통들 간의 연계부분은 그것들이 소내전력계통의 독립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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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

원회고시 (원자로.09)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

회고시 (원자로.27)”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

자로.34)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다. 따

라서 주발전기설비, 변압기설비 및 이들을 보호하는 전기계전기에 관한 사업자의 기술내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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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선들 간, 모선과 부하

간, 모선과 전력공급설비간의 상호연결; 다중 스위치기어와 전력공급설비의 물리적

인 배치; 다중 전력계통의 전기케이블 설치관련 기준 및 근거; 동일 부지내의 다수 

호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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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1절                                                       개정 5 - 2015.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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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 및 10CFR50.63의 요건에 대한 전반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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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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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다중 설비를 손상하지 않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등급 1E 계통과 그 계통을 지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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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과 사고조건의 각 모드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전력공급을 필요로 하는 계통들의 기

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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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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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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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3. 교류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에 관한 원자로시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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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

급설비”

5. 소내전력계통의 검사 및 시험에 관한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

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

6.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제29조 ”잔열

제거설비”,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 제거”에서 다루고 있

는 계통들의 안전기능이 달성됨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 계통과 관련한 소내전력계

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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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

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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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27)”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34) “원자로시설의 정기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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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내 교류전력계통이 필요한 다중성을 가지며,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

며, 가상사고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며, 시험이 가능하며,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

준”, 제16조 ”설비의 공유”,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및 제24조 ”전력공급설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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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Regulatory Guide

(이하 “RG”) 및 부록 등을 나열하고 있다.

1.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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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교류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성분석보고서 3장에 수립된 지진,

폭풍, 태풍 및 홍수와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에 견딜 수 있다면 만족된 것이다.

2.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교류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성분석보고서 3장에 기술된 정상운전 

및 가상사고와 관련된 비산물 및 환경조건의 영향에 견딜 수 있다면 만족된 것이다.

3.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는 교류전력계통의 구

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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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는 소내 교류전력계

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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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6, KEPIC-EMC-5000/IEEE-1050 및 KEPIC-EED-3000/IEEE-C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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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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나 기기 외의 제어 및 감시 계측

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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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소내교류전력과 소외전

력계통 간의 연계에 대한 허용기준은 SECY-91-078에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

은 각 다중 안전모선에 최소한 하나의 소외전력회로가 비안전 모선을 경유하

지 않고 직접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비안전 모선의 고장에도 안전모선에 소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개량형 원전 설계는 만약 

비안전관련 부하의 상실에 따른 설계여유가 현행 원전의 터빈정지에만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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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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은 소내 교류

전력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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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잔열제거설비”, 제30조 ”비상노심

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 제거”에 언급된 소내 교류전력공급에 관한 설계요

건은 제24조 ”전력공급설비”에 포함되어 있다.

7.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는 기계적 건전

성을 상실하지 않고 냉각재상실사고(LOCA)에 견디는 격납건물 전기관통부와 그러

한 관통부에 대한 외부회로 보호능력뿐만 아니라 전기관통부가 그곳을 통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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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veillance) 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RG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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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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계통에 관한 기준”이나 1995.1.30일에 수정된 KEPIC-ENB-1100/IEEE-603-1991, “원

자력발전소 안전계통에 관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1971.1.1일 이전

에 건설허가를 받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보호계통은 그들의 인허가기준을 준수하

거나 또는 KEPIC-ENB-6100/IEEE-279-1971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 1999.5.13일

이나 그 후에 접수된 예비 및 최종 설계인가, 건설허가, 운영허가와 관련한 원자력

발전소는 1995.1.30일에 수정된 KEPIC-ENB-1100/IEEE-603-1991의 안전계통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 ”설비의 공유”,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와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을 이행할 때 규제의 관점에서 타당한 부록과 산업

기술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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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은 안

전에 중요한 원자력발전소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지진, 폭풍, 태풍, 홍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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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1) 정상운전, 정비, 시험 및 가상사고와 관

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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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는 만약 그러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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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느 한 호기의 사고 시 나머지 호기들의 순차적인 정지 및 냉각기능을 포함한 

안전기능의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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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의 요건을 만족하면 

다수호기 발전소들 중 어느 한 발전소에서 사고가 소외 및 소내 전력계통의 전체

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발전소의 조건에 관계없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는 안전에 중요한 구

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 수행을 위한 소내 및 소외 전력계통을 설치하도록 요구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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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사고에도 유지됨을 보장할 만한 충분한 용량과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규정은 송전망에

서 소내 전력배전계통까지의 전력을 두 개의 물리적으로 독립된 회로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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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위해 모

든 소내 교류전원과 다른 소외전력회로의 상실 이후에 충분한 시간 내에 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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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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은 

SECY-91-078에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은 각 다중 안전모선에 최소한 하나의 소외

전력회로가 비안전 모선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비안전 모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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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안전관련 부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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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안정도, 송전망 붕괴 가능성, 부적절한 스위치야드 전압, 원전에서 송전망으로 공

급되는 유효 및 무효 전력의 상실로 인해 이어지는 소외전력상실(LOOP) 사건을 

초래할 수 있다. 원전의 운영기술지침서 운전제한조건은 소외전력계통의 운전 가

능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 대한 소외전력계통의 능력을 시험할 수 없

으므로 소외전력계통에 대한 설계기준은 송전망과 발전소상태의 분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전의 운전원은 (1) 운전 중에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소

외전력계통의 공급 능력과 (2) 원전 정지에 따르는 소외전력상실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원전의 운전원은 원자로 정지 후 적절한 전압을 공급

할 수 없는 송전망 전압저하조건에서 소외전력계통이 운전 불가능함을 선언할 것

으로 기대한다. 송전망 전압 적절성, 전력산업의 규제 완화에 따른 송전망 안정도 

및 신뢰도 영향, 그리고 송전망 사건이 원전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정

보는 참고문헌 32, 41 및 61에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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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는 또한 소내전력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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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하는 RG 1.6, 1.9, 1.32, 1.75, 1.153 및 1.155와 NUREG/CR-0660을 인용하고 있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을 만족하면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를 포함한 모든 시설의 운전모드 동안 단일고장의 

사건에서 조차도 안전기능 및 필수기능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뢰성 있는 전

력을 공급할 것으로 확신한다.

5.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은 안전에 중

요한 전력계통은 그 계통의 연속성과 기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시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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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의 요건을 만족하면 소내전력계통은 필요할 때 요구

되는 주기 검사 및 시험을 위해 적절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중요한 계통

변수, 성능특성, 열화 특징과 검출 및/또는 통제된 조건 하에서 임박한 고장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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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6.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잔열제거설비”, 제30조 ”비상노심

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 제거”는 소외 및 소내 전원 모두의 접속이 필요한 

안전계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칙은 소형 배관파단 동안 원

자로냉각수 보충, 잔열 제거, 비상노심 냉각, 격납건물 열 제거, 격납건물 공기정화

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냉각수 공급 능력을 갖추도록 요

구하고 있다. 이들 계통은 정상 및 사고 동안 특정계통의 요구에 따라 이용이 가

능해야 한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잔열제거설비”, 제30조 ”비상노심

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 제거”는 소내전력계통의 동작과 관련하여(소외전력

이 동작 불능일 때) 계통 안전기능이 단일고장을 가정하더라도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계통의 다중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중성은 전원과 관련 배전계통 모두의 관점

에서 비상전력계통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다중 안전부하는 다중 배전계통들 간

에 배분되어야 하고, 안전등급 1E 부하와 전력계통을 위한 계측 및 제어 장치들이 

관련 다중 배전계통에 공급되어야 한다. 교류전력계통의 경우, 이 기준은 제24조 ”

전력공급설비”에 의한 최소설계요건이 제공되었다면 만족된 것이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에 포함된 이들 기준

을 만족하면 과도사건 및 설계기준사고를 포함한 모든 시설의 운전모드 동안 어떤 

단일고장의 사건에서 조차도 이들 기준에 따른 안전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

한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확신한다.

7.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는 출입문, 관

통부 및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을 포함한 원자로 격납건물과 내부 격실들이 설계누

설율을 초과하지 않으며 충분한 여유를 갖고 어떠한 냉각재상실사고(LOCA)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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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1절                                                       개정 5 - 2015.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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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관

통부를 포함한 격납건물의 설계누설율을 초과시키지 못할 것이며, 그리함으로써 

냉각재상실사고의 결말을 제한시킬 것으로 확신한다.

8. 원자로시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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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필수보조계통인 전력계통은 정전사고 시 노심 냉각 및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를 위

해 충분한 능력과 용량을 가져야 한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한 가지 타당한 방법은 발전소를 

안전정지상태로 가져가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 동안 발전소 정

전사고 대처를 위해 요구되는 모든 계통의 운전을 위한 충분한 용량, 능력 및 신

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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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근에 설치되는 대체교류전원은 용량, 능력, 소내 안전관련 전력계통 및 우선전력계

통과의 물리적 독립성 관점에서 RG 1.155의 지침에 적합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8.4절에는 발전소 정전사고에 대비한 대체교류전원의 검토사항이 자세하게 기술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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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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

력공급설비” 제6항과 10CFR50.63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상세한 검

토사항이 안전심사지침 8.4절, “발전소 정전사고(SBO)”에 기술되어 있다.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과 10CFR50.63의 요건들을 만족하면 원자력발전소는 

발전소 정전사고(SBO)에 견디거나 대처 및 복구할 수 있으며 노심냉각 및 격납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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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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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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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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27) “원

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34) “원자로시

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는 원자로시설의 주발전기설비, 변압기설비 및 

스위치야드설비에 대해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를 수행하고 이들 설비의 고장이나 오동

작으로 인한 발전소 불시정지를 최소화하여 안전관련 계통의 설계된 기능에 미치는 영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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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발전기 계측, 제어 및 보호계통은 발전기를 안전하게 운전, 제어 및 정지하며 비

상 발생시 보호계전기의 동작으로 발전기설비를 보호한다.

원자력발전소에는 전력 송전 및 배전을 위한 주변압기, 보조변압기, 대기변압기와 

소내 배전용 변압기가 있다. 주변압기를 포함한 보조변압기 및 기동변압기는 유입 

변압기이며 용량이 큰 변압기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주변압기 및 보조변압기는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에 따른 우선전력회

로를 만족하기 위해 주변압기를 통한 역가압(backfeed) 회로를 “즉시 접속회로”로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외전력계통 설계의 경우 주변압기 및 보조변압기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전기설

비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사항은 안전심사지침 8.2절에 기술되어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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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변압기는 발전소 기동, 정지 또는 사고 후 장기간 냉각을 위해 안전에 중요한 

전기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설비이다. 소내 배전용 변압기는 건식변압기로서 

변압기의 냉각을 공기로 하는 공냉식 변압기와 폴리에스테르 수지나 에폭시 수지 

등의 합성수지를 고화하여 만든 몰드형 변압기 등이 있다. 이런 건식변압기는 안

전관련 및 비안전 등급의 중소형 변압기에 사용되고 있다. 계기용변성기(PT 및 

CT)도 일종의 변압기로서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신호 발생에 필요한 강압변

압기로 사용된다.

보호계전기는 케이블이나 발전기․변압기․전동기 등 전력기기에서 발생한 이상상태를 

감지하여 인적 보호 및/또는 전기기기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고장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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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호계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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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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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1절                                                       개정 5 - 2015.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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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제29조 ”잔열제거

설비”,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 제거”는 소내 교류전력계통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는 안전계통에 관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규칙은 

소내전력계통의 동작과 관련하여(소외전력이 상실할 때) 계통의 안전기능이 단일고장

을 가정하더라도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계통의 다중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

중성의 관점에서 소내전력계통의 적합성은 이들 규칙에 따라 안전관련 기기 및 계통

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다중성을 가져야 한다. RG 1.153에서 승인한 

KEPIC-ENB-1100/IEEE-603은 다중성 기준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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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다중성이 전원 및 관련 배전계통의 모든 관점에서 비상전

력계통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기단선도, 실물 배치도, 그리고 전기제어 

및 상세도면을 포함하는 기술내용을 검토한다. 또한 다중 안전부하가 다중 배전계통들 

간에 배분되었는가와 안전등급 1E 부하와 전력계통에 대한 계측 및 제어장치들이 관

련된 다중 배전계통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검토부서와 협

조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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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일고장기준의 적합성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에 따라, 소내 교류전력

계통은 단일고장을 가정하더라도 그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계통이 단

일고장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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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립성과 물리적인 격리가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다른 설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동일 부지내의 다수호기 발전소들 간에 소내 교류전력계통을 공유하는 설계가 

제안된다면, KEPIC-ENB-6210/IEEE-308의 기준은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의 요건과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함에 있어, 설

계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런 설계의 적합성은 제안된 계통의 설계기준 및 전기상세도뿐만 아니라 한 

호기의 전기 및 설비 고장결과가 다른 호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설

계의 적합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검토해서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검토

자는 1973.6.1일 이전에 접수된 건설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RG 1.81, “다수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비상 및 정지전력계통의 공유,” 규제입장 C.2에 따른다.

RG 1.81, 규제입장 C.3은 1973.6.1일 이후에 접수한 건설허가 신청된 원자력발

전소들 간의 소내전력계통 공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발전소들 간의 소내전력계

통 공유에 관한 C.2의 자세한 검토는 아래 항목 4에서 다루어진다. [신규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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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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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계를 검토하고 이 계통의 다중 부분들 간의 독립성이 단일고장에도 보장되는

가를 확인한다.

운전경험에 의하면 단일고장 가능성과 화재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 그로 인

해 회로 고장은 안전모선을 못 쓰게(lockout) 하고 다중 안전모선의 재가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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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할 수 있다(참고문헌 40). 공통결선방식으로 연결된 각상 과전류계전기와 

접지과전류계전기를 위한 3개의 변류기(CT)를 포함하는 어떤 안전모선 보호장

치 결선이 확인된 바 있으며, 이 결선은 또한 다중 안전모선의 전력을 집계하

는 단일 공용 전력량계의 결선을 포함하고 있었다. 화재를 유발하는 고장이나 

전력량계의 고장으로 인하여 회로가 개방되면 모선차동보호계통에 의해 양쪽 

안전모선의 전기 고장으로 해석하고 여러 개의 모선을 폐쇄하게 된다. 검토자

는 전기보호 및 계량기 결선을 면밀히 조사하고 보호 및 계량 회로들 간의 상

호결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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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되

거나 물속에 잠겨있거나 혹은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감지되지 않는 케이블의 

성능저하는 많은 기기의 고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검토자는 조수 

변화, 계절적 변화, 기후 변화로 인해 물이 침투하여 장기간 습한 환경이나 물

에 잠겨있는 지중케이블 또는 접근이 어려운 전력케이블 및 제어케이블이 적

절히 파악되고, 감시 혹은 시정조치가 이행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소외전원

을 안전모선까지 연결한 지중케이블 또는 접근이 어려운 전력케이블이나 사고

완화 기능을 가진 기기에 연결한 전력 및 제어케이블이 검토에서 고려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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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습한 지역이나 물에 잠긴 지중케이블의 상실에 대한 운전경험은 정보고

지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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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안전모선에

서 소외 전력차단기의 저압측에 대한 설계는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29조 ”잔열제거설비”,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 제거”

의 다중성 및 독립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즉, 소외전력이 상실하고 소내전력계

통이 운전한 경우 계통의 안전기능은 단일고장에도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전력계통에서 안전등급 1E 모선까지의 물리적 독립성이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과 KEPIC-ENB-6210/IEEE-308의 권고

사항을 만족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각 회로가 다른 다중 회로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 및 독립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실물 배치도를 조사한다. 또한, 우선전력을 

안전모선에 공급하는 각 회로의 최종 간선격리 차단기는 소내전력계통의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물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우선전력이 상실한 후에 안전모선은 단

독으로 비상교류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각 우선전력회로

의 간선격리 차단기는 비상교류전원이 상실되더라도 우선전력을 해당 안전모선에 

자동으로 연결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전력을 해당 안전모

선으로의 복구는 수동 조작에 의해서만 하도록 적절히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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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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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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와 같은 회로 구성을 

제외하고는 소외전력계통과 소내전력계통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검토는 기존 발전

소에 대한 설계검토와 유사하다.

검토자는 접지, 전력서지 및 낙뢰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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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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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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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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은 

송전망 전압 강하와 송전망 사건이 발전소 스위치야드에서의 송전망 전압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검토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송전망 운전조건 및 안정도분

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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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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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기의 개방을 방해하는 단일고장이다. 디젤발전기의 기동신호는 정상 시 저전

압계전기로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전압은 시험 중인 디젤발전기에 



제8.3.1절                                                       개정 5 - 2015. 12- 30 -

의해 트립계전기의 설정치 전압보다 높게 유지되므로 다른 다중 디젤발전기는 기

동신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비안전 1E 부하가 시험 중인 디젤발전기에 

연결함으로써 야기되는 용량 증가로 과부하 혹은 저주파수가 발생되고 이로 인해 

디젤발전기는 정지하게 된다. 그 결과 안전모선에 공급되는 전력이 모두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다중 디젤발전기가 모든 전력이 상실된 후 즉시 저전압계전기

에 의해 자동으로 기동되면 이러한 전력 중단은 순간적인 것일 수 있다. 시험 중

인 디젤발전기는 과부하 혹은 저주파수로 인한 정지 후 재기동을 방해하는 자체-

잠김 (self-locking) 특성으로 운전 불능상태가 될 것이다. 검토자는 이 사건으로 인

해 안전모선에 전력공급이 지연되는 시간이 사고해석에서 가정한 응답시간 제한치 

이내인가를 확인한다. 이것은 부적당한 전기계전기 협조 및 자체-잠김 특성으로 인

한 후속 고장이 최소안전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다른 다중 디젤발전기의 자동 기동

을 방해하지 않을 것인가를 확인한다. 만약 안전모선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소요된 

시간지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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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

급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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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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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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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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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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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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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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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에 필요한 전력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근거자료는 최악의 운전조건에서 각 디젤

발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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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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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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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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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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립 된 후 곧바로 재투입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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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에 의거하면, 한 발전소에

서 사고가 발생하고 나머지 발전소들이 순차적으로 발전소 정지 및 냉각을 시킬 때 

필요한 모든 안전기능을 디젤발전기가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디젤발전기

를 공유할 수가 없다. 디젤발전기를 발전소 간에 공유하는 설계가 제안된 경우 그 설

계는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잔열제거설비”, 제30조 ”비상노심

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 제거”에서 보완된 바와 같이 제16조 ”설비의 공유”와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을 만족하고 RG 1.9의 지침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자는 RG 1.81의 지침에 따라 검토한다. 이 지침은 두 가지 중요한 규제입장

을 제시하고 있다. 입장 C.3은 1973.6.1일 이후에 건설허가를 신청한 발전소에 적용하

며 발전소들 간의 소내전력계통의 공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규제입장 C.3과 설계가 일

치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발전소의 소내전력계통이 다른 발전소들의 소내전

력계통과 전기적으로 독립되어 있음을 전기도면을 포함한 관련 기술내용의 검토를 통

해 확인한다. RG 1.81, C.2는 발전소들 간의 소내전력계통의 공유가 허용되는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운전모드 공유에 따라 디젤발전기 용량 및 능력의 적합성에 관

한 규제입장 C.2에 적합한가는 위에서 토의된 절차에 따라 모든 부하의 총합과 일람표

를 작성해서 확인한다. 특히, 디젤발전기의 용량 설정을 위한 부하 일람표와 계산결과

를 검토하고, 그렇게 선정된 용량이 다수호기 부지에서 한 발전소의 사고와 다른 발전

소에서 단일고장, 허위 혹은 오신호 사고 신호와 모든 발전소의 우선전력 상실과 같은 

사건에서도 한 발전소의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을 위한 최소한의 부하와 나머지 발전소

들을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한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어

느 한 호기의 주제어실 패널과 콘솔에 있는 계측 및 제어기기의 실물 배치를 다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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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들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비상교류전원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발전소 운전원

들 간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는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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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만약 비상전력공급설비가 비상상황에서 비안전 1E 부

하를 수용할 수 없다면 그 설계는 비상상황을 감지하면 비안전 1E 부하를 자동으

로 차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부하가 전력공급설비에 이미 연결

되어 있든지 아니든지 불구하고 수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 사건 후에 과도 안정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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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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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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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운전 중에 환기계통을 통해 들어가거나 디젤엔진실에서 발생되는 먼지와 기

타 유해물질이 전기기동장치(예, 보조계전기 접점, 제어스위치 등)에 누적되어 

기동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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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와 기타 기기를 제외하고, 제어 및 

감시 계측기들은 진동이 없는 지역에 설치된 패널에 부착한다. 만약 패널 바닥

이 진동을 받는다면, 그 패널은 진동에 대비한 방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계

측 및 제어장치가 발전소 설계 때문에 엔진 몸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면 제

어 및 계측 장치는 진동에 대비한 환경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 기기들에 대한 

환경검증이 끝날 때까지, 사업자는 보강된 검사, 시험 및 교정프로그램을 이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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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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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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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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계통시험 및 주기점검

소내 교류전력계통의 주기적인 시험능력이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의 요건과 RG 1.9 및 1.118의 규제입장을 만족하는가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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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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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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능성을 증가시키는 상태, 그리고 (3) 발전소의 소외전력상실 혹은 정전사고 대처능

력에 영향을 주는 상태, 즉 서비스 중단 시 리스크 심각도가 높은 기기(예, 비상디

젤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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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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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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의 요건

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심사지침 9.5.1절의 주관검토부서는 인화성 및 내

화성, 화재보험회사의 정격 관점에서 재질과 특성을 포함한 화재 차단물(fire stop) 및 

밀봉에 관한 설계를 검토한다.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모든 케이블 및 전선로뿐만 아

니라 다른 형태의 케이블 통로나 전선관은 화재 차단물을 설치해야 한다. 검토자는 일

반 산업관례에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케이블 용량 감소율(derating)과 전선로 충적

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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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범위내에서 연속운전이 가능하고, 갑작스러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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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변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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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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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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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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에 적합한 우선전력회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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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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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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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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차 및 후비 보호기능을 갖춘 지역중첩(zone-overlapping) 보호방식을 고려하

였는가를 확인한다. 특히 단일고장취약지점 (single point vulnerability) 분석을 통

해 발전소 불시정지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주발전기 및 변압기 보호

계전기에 대해서는 다중성을 갖춘 동시정지논리(예, 2/3)를 갖도록 설계해야 한다.

아울러, 주발전기 및 변압기 보호계전기의 운전성과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장치나 절차가 구비되었는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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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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 ”설비

의 공유”,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및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설계기준이다. 검

토자는 발전소 설계가 위의 설계기준에 적합하며 그 요건들을 만족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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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또한, 교류전력계통과 기기가 안전등급 1E의 품질보증을 지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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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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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는 소내 교류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다수호기 시설

물과 관련한 소내 교류전력계통 및 기기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내진범주 I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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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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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교류전력계통은 원

자력발전소가 운전 중이거나 정지 중일 때 시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것은 

RG 1.118의 지침을 만족한다.

6. 사업자는 안전 및 비안전 교류전력계통의 회로를 내포한 격납건물 관통부에 관한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의 요건을 만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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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중 차단기 및 퓨즈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RG 1.63의 지침을 만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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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

급설비” 제6항과 10CFR 50.63, “모든 교류전원의 상실”에 관한 요건을 만족하였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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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는 소내 비상교류전원에 관한 적합한 목표신뢰도 수준을 설정하였고 신뢰도 

목표를 달성 및 유지하는데 타당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RG 1.9

와 1.155의 관련 규제입장을 만족하였다. 사업자가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 및 10CFR 50.63의 요건을 전반적으로 만족

하는가는 안전성평가보고서(SER)의 8.2절과 8.4절에서 상세하게 기술한다.

8. 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정기검사”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

자로.34)”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

로.27)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만족시키기 위

해 발전소 불시정지 유발가능 전기설비, 즉 주발전기, 변압기, 보호계전기 등에 대

하여 관련 산업기술표준에 따라 적절하게 설계하였으므로, 이들 설비의 고장이나 오

동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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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

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 “설비의 공유”,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과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들을 만족하고 발전소 정상운전, 사고 및 발전소 

정전사고(SBO) 동안 의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데 있다.

직류전력계통은 안전관련 기기 및 발전소 정전사고(SBO)의 대응에 사용되는 기기

의 동력 또는 제어전력을 공급하는 직류전원과 직류배전계통, 그리고 필수지원계통을 

포함한다. 축전지 및 충전기는 직류전력계통의 전원으로 사용되고, 인버터는 직류배전

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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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오

크 등)의 특성 및 설계요건, (2) 각 부하의 동작요구시간, (3) 최악의 운전 상태에서 

각 직류공급 모선에 연결된 부하 요구량, (4) 축전지의 전압회복특성, 그리고 (5)

발전소의 가장 심각한 부하조건에서 축전지의 성능을 나타내는 성능특성 곡선(전

압특성 곡선, 방전율 곡선, 온도영향 곡선)을 조사해야 한다. 검토자는 충전기의 용

량이 발전소의 요구 상태와 무관하게 각종 연속적인 정상상태 부하들을 조합한 가

장 큰 부하 요구량과 설계 최소충전상태에서부터 완전충전상태까지 설계기준에서 

정한 시간 내에 축전지를 복구하는 충전능력을 합한 용량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직류전력계통에 비안전 부하의 연결과 동일 부지내의 다수호기 발전소 사이

의 축전지와 충전기를 공유하는 설계가 제안되었다면, 검토자는 이러한 설계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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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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존

하는 설계제안이 있다면, 검토자는 직류전력계통의 용량과 능력이 10CFR50.63의 

요건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정전사고(SBO)에 견디며 복구할 수 있는가를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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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

의 요건에 따른 소내 시험능력이 있는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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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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받을 때 소정의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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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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다중 설비를 파손하지 않을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직류전력계통과 그 보조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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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1

에서 9.4.5, 9.5.1, 10.4.5, 10.4.7 및 10.4.9절의 주관검토부서는 각 원자로 운전모드 

및 사고조건에 따른 시간대별로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계통들의 기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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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한다.

11. 안전심사지침 7.2절에서 7.7절의 주관검토부서는 각 원자로 운전모드 및 사고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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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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

시험 및 운전절차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상세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상기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Ⅱ.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아래의 규제관련 요건들을 만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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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내 직류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성분석보고서(SAR) 3장에 수립

된 지진, 태풍 및 홍수와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원자로

시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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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

준”

3. 소내 직류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에 관한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

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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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

공급설비”

5. 소내 직류전력계통의 시험에 관한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

6.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제29조 “잔열

제거설비”,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 제거”에서 다루고 있

는 계통의 안전기능이 달성됨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 계통과 관련한 소내 직류전력

계통의 운전에 관한 제24조 “전력공급설비”

7. 안전관련 및 비안전관련 직류전력계통의 회로를 포함한 격납건물 전기관통부 설계

에 관한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8. 발전소 정전사고(SBO)에 견디거나 대처 및 복구함에 있어 발전소를 지원하는 소내 

직류전력계통의 능력에 관한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

공급설비” 제6항과 10CFR50.63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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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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 “환경영향 등

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 “설비의 공유”,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과 제24조 “전

력공급설비”의 요건을 이행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규제의 관점에서 타당한 기준을 일

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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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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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호기 원전에서의 안전관련 직류전력계통의 공유를 제외하고 RG 1.32는 KEPIC

-ENB-6210/IEEE-308-2001을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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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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것이다.

11. RG 1.155는 대체교류전원(AAC)의 운전과 관련 축전지를 포함한 발전소 정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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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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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은 안

전에 중요한 원자력발전소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지진, 폭풍, 태풍, 홍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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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1) 정상운전, 정비, 시험 및 가상사고와 관

련된 환경조건의 영향을 수용하도록 적합하게 설계되고, (2) 비산물을 포함한 기기 

고장으로 인한 동적 영향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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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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는 만약 그러한 공유

가 어느 한 호기의 사고 시 나머지 호기들의 순차적인 정지 및 냉각기능을 포함한 

안전기능의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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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는 안전에 중요한 구

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 수행을 위한 소내 및 소외 전력계통을 설치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각 전력계통은, 다른 전력계통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가정하고,

연료허용손상한계(SAFDL) 및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RCPB)의 설계조건이 예상운전

과도사건(AOO) 결과를 초과하지 않고, 노심 냉각 및 격납용기 건전성과 기타 필수

기능이 가상사고에도 유지됨을 보장할 만한 충분한 용량과 능력을 가져야 한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규정은 송전망에

서 소내 전력배전계통까지의 전력을 두 개의 물리적으로 독립된 회로에 의해 공급

하도록 설계하며 운전, 가상사고 및 가상 환경조건에서 이들 두 전력이 동시에 상

실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각 회로는 연료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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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손상한계 및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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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는 또한 소내전력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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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에 

따라 타당한 지침을 설정하는 RG 1.6, 1.32, 1.75, 1.128 및 1.153을 인용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8.1, 8.2, 8.3.1 및 8.4절은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

조 “전력공급설비”를 어떻게 만족하는가를 검토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한

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을 만족하면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를 포함한 모든 시설의 운전모드 동안 단일고장의 

사건에서 조차도 안전기능 및 필수기능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뢰성 있는 직

류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확신한다.

5.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은 안전에 중

요한 전력계통은 그 계통의 연속성과 기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시험

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계통은 (1) 소내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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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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의 요건을 만

족하면 소내 직류전력계통은 필요시 요구되는 주기적인 검사 및 시험을 위해 적절

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중요한 계통변수, 성능특성, 열화 특징과 검출 및

/또는 통제된 조건 하에서 임박한 고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6.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잔열제거설비”, 제30조 “비상노심

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 제거”는 소내 및 소외 전력계통의 접속이 필요한 

안전계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규칙은 소형 배관파단 동안의 원자

로냉각수 보충, 잔열 제거, 비상노심 냉각, 격납건물 열 제거, 격납건물 공기정화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냉각수에 대해 이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

고 있다. 이 계통들은 정상 및 사고 동안 특정계통의 요구에 따라 이용이 가능해

야 한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잔열제거설비”, 제30조 “비상노심

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 제거”는 소내전력계통의 동작과 관련하여(소외전력

이 동작 불능일 때) 계통 안전기능이 단일고장을 가정하더라도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계통의 다중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중성은 전원과 관련 배전계통 모두의 관점

에서 비상전력계통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다중 안전부하는 다중 배전계통들 간

에 배분되어야 하고, 관련된 다중 배전계통은 안전등급 1E 부하와 전력계통을 위

한 계측 및 제어 장치에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직류전력계통의 경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에 의한 최소설계요건이 제공되

었다면 이 기준은 만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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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조항의 요건을 만족하면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

공급설비”에 포함된 바와 같이, 과도사건 및 설계기준사고를 포함한 모든 시설의 

운전모드 동안 어떤 단일고장의 사건에서 조차도 이들 조항에 따른 안전기능이 수

행될 수 있도록 직류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확신한다.

7.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은 출입문, 관

통부 및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을 포함한 원자로 격납건물과 그 내부 격실들이 설계

누설율을 초과하지 않으며 충분한 여유를 갖고 어떠한 냉각재상실사고(LOCA)에도 

계산된 압력 및 온도조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격납건물 전기관통부는 그 설계누설율을 초과하지 않고 계산된 압력과 온도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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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관

통부를 포함한 격납건물의 설계누설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함으로써 냉

각재상실사고의 결말을 제한시킬 것으로 확신한다.

8. 원자로시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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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과 10CFR50.63의

요건들을 만족하면 원자력발전소는 발전소 정전사고(SBO)에 견디거나 대처 및 복

구될 수 있으며 노심냉각 및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가 확보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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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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류전

력계통의 설계와 관련된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보조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규제지

침은 이 기술표준들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 표준들은 단지 추

가적인 정보만을 포함한다.

1. 계통의 다중성 요건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제29조 “잔열

제거설비”,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및 제31조 “최종 열 제거”는 소내 교류 및 

직류전력계통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는 안전관련 계통들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규칙은 소내전력계통의 동작과 관련하여(소외전력이 상실할 때)

계통 안전기능이 단일고장을 가정하더라도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관련 

계통의 다중성을 규정하고 있다. 다중성의 관점에서 소내 직류전력계통의 적합성

은 이들 규칙에 따른 안전관련 기기와 계통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다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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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져야 한다. RG 1.153에서 승인한 KEPIC-ENB-1100/IEEE-603은 다중성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 안전관련 계통과 소내 전력계통의 모든 전기분야를 평가할 때 규제

의 관점에서 타당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KEPIC-ENB-1100/IEEE-603의 적용은 

1999년 5월 13일 이후 건설허가를 신청한 발전소에만 해당된다. 운전 중인 발전소

는 추후 계통-수준의 설비개선에 대하여 KEPIC-ENB-1100/IEEE-603의 적용을 권장

할 뿐 강제사항은 아니다. 검토자는 직류전력계통이 전원 및 관련 배전계통 모두

에 대하여 이 같은 다중성을 반영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전기단선도와 배관 및 

계장도면, 그리고 전기상세도면을 포함하는 기술내용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또한 

(1) 다중 안전부하는 다중 배전계통들 간에 배분되었는가와 (2) 안전관련 부하와 

전력계통의 계측 및 제어장치들이 관련된 다중 배전계통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검토부서와 협조한다. 이 검토는 어느 한 직류전력 공급 

혹은 모선의 상실과 정지 냉각에 필요한 어느 다른 계통의 단일 독립된 능동기기 

고장에도 원자로 노심 냉각이 유지되는가를 확인한다.

2. 단일고장기준의 적합성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에 따라, 직

류전력계통은 단일고장을 가정하더라도 그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계통이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는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검토자는 이 계통의 다중 

부분들 간의 독립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중 전원과 연결된 부하를 포함한 배전계통 

모두에 대한 전기적 및 물리적인 분리를 검토한다.

전기적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토자는 설계가 RG 1.153, 1.53, 1.32 및 1.6의 지

침을 만족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설계기준, 분석내용, 기술내용 및 이행사항, 즉 

기능논리도면, 전기단선도와 전기제어 및 상세도면을 검토한다. RG 1.153에서 승인

한 KEPIC-ENB-1100/IEEE-603은 안전관련 계통과 소내 전력계통의 모든 전기분야

를 평가할 때 규제의 관점에서 타당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단일고장기준의 적용

과 관련한 지침에 대하여 KEPIC-ENB-1100/IEEE-603은 KEPIC-ENB-3000/IEEE-379를

참조하고 있다. 또한, RG 1.53에서 승인한 KEPIC-ENB-3000/IEEE-379는 소내 직류

전력계통에 단일고장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규제의 관점에서 타당한 방법을 제시

하고 있다. 전기적 독립성과 물리적 분리가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설계부분에 특별히 주의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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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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력공급 및 배전계통

직류전력계통이 해당 배전계통의 부하에 직류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

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

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이 만족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자는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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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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상된 계통성능, 정상 및 사고 조건 동안 계통운전 및 상호작용의 모드와 계통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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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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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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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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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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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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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통에 

대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평가한다. 그 밖에 필수지원계통의 다중 계측제어 기

기 및 부하가 그것들이 지원하는 계통과 동일한 다중 배전계통으로부터 전력이 공

급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또한 직류제어전력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비

상디젤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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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격리되는가를 확인한다.

6. 계통시험 및 주기점검

안전관련 직류전력계통의 주기적인 시험능력이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5항의 요건과 RG 1.32 및 1.118의 규제입장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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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자는 기술정보, 기능논리도 그리고 전기제어 및 상세도

면을 검토하고 원자로가 운전 중일 때 안전관련 직류전력계통의 종합 주기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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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련 분야에 대한 주

기점검과 시험성 검토와 관련하여 규제의 관점에서 타당한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KEPIC-ENB-1100/IEEE-603-1991은 1999년 5월 13일 이후에 건설된 발전소에 대해

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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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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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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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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

준”, 제16조 “설비의 공유”,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제24조 “전력공급설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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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또한, 직류전력계통과 기기가 안전등급 1E의 품질보증을 지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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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

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3. 사업자는 소내 직류전력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물리적으로 분리된 내

진범주 I 다수호기 설계와 관련된 직류전력계통과 기기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내진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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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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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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사업자의 직류전력계통 설계는 RG 1.6의 

D.1, D.2, D.4와 RG 1.32, 1.75, 1.53, 1.128, 1.129 및 1.153의 지침을 만족하였다.

5. 사업자는 소내 직류전력계통에 관한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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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의 요건을 만족

하였다. 격납건물 전기관통부는 회로 과부하 보호장치의 단일 무작위고장으로 발

생할 수 있는 시간대비 최대 단락고장전류와 냉각재상실사고가 동시에 발생하더라

도 설계 누설량을 초과하지 않고, 계산된 압력과 온도조건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

다. 이것은 RG 1.63의 지침을 만족한다.

7. 사업자는 소내 직류전력계통에 관한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과 10CFR50.63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직류전력계통은 발전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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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과 10CFR50.63의 요건을 준수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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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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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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

전력의 완전한 상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발전소 정전사고는 터빈 트립과 동시에 소외

전원(산업표준 및 규제지침서에서 “우선전력계통(PPS)”이라 칭함)의 상실과 비상교류

전원(예, 비상디젤발전기)의 상실을 포함한다. 발전소 정전사고는 인버터와 축전지에 

의한 필수교류전력 또는 정전사고 대처를 위해 특별히 설치된 대체교류전원(AAC)의 

상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노심 잔열 제거에 사용되는 많은 안전계통들은 교류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발전소 정전사고는 심각한 노심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발전소 

정전사고에 따른 리스크는 모든 교류전력 상실의 빈도와 기간 그리고 모든 교류전력 

상실 후 심각한 노심 손상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1980년에 NRC는 발전소 정전사고(SBO)를 미해결 안전현안(USI A-44)으로 지정하

였다. NRC는 USI A-44에 대한 기술연구를 끝내고 그 결과를 NUREG-1032를 통해 문

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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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5에서 몇 가지 예외사항과 함께 승인하였다. RG 1.155의 표 1은 NUMARC-8700

(개정 0)과의 상호 참조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 RG가 우선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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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분석보고서(SAR)는 발전소가 규정된 시간 동안 필수 및 비필수 전력모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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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은 원자력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 기본 가정들이 원자력발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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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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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류전원에 관하여 제출한 정보와 사업자 약속사항이 발전소 정전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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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

항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안전관련 기기에 대한 품질보증 활동과 기

술규격서가 RG 1.155, C.3.5와 부록 A의 권고사항을 준수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의 요건

을 만족하기 위해 사용되는 계통과 기기가 RG 1.155 부록 B의 계통 및 기기명세

서 권고사항을 준수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게다가, 이 검토는 발전소 정전사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비안전관련 기기가 기존의 안전관련 계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비안전안련 기기를 기존의 안전관련 계통과는 가

능한 한 독립되게 함으로써 달성된다.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8.2절에 따라 대체교

류전원(AAC)의 전기적 독립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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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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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1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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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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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심사지침 6.2.2, 6.2.3, 6.2.4 및 6.2.5절의 주관검토부서는 각 원자로 운전모드 및 

사고조건에 대해 시간대별로 전력을 필요로 하는 관련계통의 기기들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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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운전과도사건(AOO) 및 가상사고 발생 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SSC)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내 및 소외 전력계통의 용량과 능력 그리

고 (2)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상실 또는 소내 전원의 상실 또는 동시 상실

의 결과로써 송전망으로부터 전력상실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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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상실, 송전망의 전력 상실 또는 소내 전원의 상실

이나 동시 상실의 결과로써 나머지 전원들 중에 어느 전원으로부터의 전력상실 가

능성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요건을 만족하면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를 포함한 모든 시설의 운전모드 동안 단일고장의 

사건에서 조차도 안전기능 및 필수기능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뢰성 있는 전

력을 공급할 것으로 확신한다. 안전심사지침 8.1, 8.2, 8.3.1 및 8.3.2절은 원자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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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요한 전력계통은 그 계통의 연속성과 기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시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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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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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경수

형 원자력발전소가 발전소 정전사고(SBO)에 견디고 복구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하

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의 

요건을 만족하면 원자력발전소가 발전소 정전사고에 대처 및 복구될 수 있으며 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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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증하기 위한 분석은 원자력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유효해야 한다. 만약 기본 가정들이 

원자력발전소 수명기간 동안에 변경되면 사업자는 RG 1.155 또는 NUMARC-8700(개

정0)을 활용하여 해당 발전소의 규정된 대처기간과 그에 수반하는 대처분석을 재평가

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이 만족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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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정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제6항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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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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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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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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절                                                         개정 2 - 2015.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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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기

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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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절                                                         개정 2 - 2015.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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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에 있을 수 있는 격납건물 격리밸브를 닫게 하는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보장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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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족하는 한 가지 타당한 방법은 충분한 용량, 능력과 신뢰성을 갖추며 충분히 시간

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대체교류전원 설비를 두는 것이다.(발전소 정전사고 대처에 

필요한 모든 계통을 동작하여 발전소를 안전정지 상태(설계기준사고가 아님)로 가

져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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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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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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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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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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제어실의 발전소 직원은 대체교류전원의 성능을 감시해야 한다. 최소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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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전류, 주파수와 차단기 위치를 감시해야 한다.

마. 대체교류전원의 기기는 적합한 규정(미국의 경우 연합빌딩코드(UBC))에 따른 

구조물 안에 설치된다. 대체교류전원과 정지모선을 연결하는 전기케이블은 우

선전력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지중케이블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이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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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조계통의 가용성에 달려있다. 이들 보조계통은 운전 준비

를 유지하기 위해 변하는 시간 동안 직류 또는 교류 전력이 다양하게 필요할 

수도 있다. 미국 NRC 정보통지서(IN) 97-21은 보조 전력공급의 장시간 상실 때

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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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조치를 명시한 대로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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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대체교류전원계통은 운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 보수 

및 시험한다. 대체교류전원계통의 신뢰도는 NSAC-108이나 동등한 방법에 따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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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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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선에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가 제출한 소내 교류전력계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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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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유)의 교류전력 구성을 갖는 비상디젤발전기를 대체교류전원으로 이용할 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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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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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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원자력발전소 운전원이 발전소 스위치야드와 소외 송전망의 변화를 인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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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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 등)의 수행은 발전소 정전사고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거나 발전소 정전

사고 대처능력, 즉 리스크 심각도가 높은 기기(예, 비상디젤발전기, 축전지,

증기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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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항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사용된 비안전관련 기기에 대한 품질보증 활동과 기술명세

서를 검토하고 그것들이 RG 1.155, C.3.5절과 부록 A의 권고사항에 적합한가를 확

인한다. 이 검토에서는 또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

공급설비“ 제6항의 요건에 따라 사용된 계통과 기기가 RG 1.155, 부록 B의 계통과 

발전소 기기명세서 권고사항을 만족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검토자는 발전소 정

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RG 1.155, 부록 B에 명시된 비안전관련 계통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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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가 발전소 정전사고 발생시 안전정지(설계기준사고가 아님) 상태의 달성 및 유

지 능력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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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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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에 따라 즉시 접속을 위해 주

발전기를 소외전력회로에서 분리하는 수단으로 승인하였다. 고장전류 차단능력을 갖지 

않는 장치(예, 부하차단스위치)는 스위치야드 차단기가 고장전류를 차단할 때까지 전기

적인 고장 차단을 지연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 부하차단스위치가 개방된 이후에 

스위치야드 차단기가 발전소에 소외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재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전차단기는 고장전류를 차단하고 동시에 주발전기를 분리시킴으로써 소내 교류전력

계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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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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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8.2-1 개정 4 - 2014. 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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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를 

위한 보완지침

검토주관 :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본 부록은 안전등급 1E(전기1급, 이하 ”안전등급 1E“) 케이블의 내환경검증 검토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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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되

어 있다. 이 지침에서 다루는 케이블의 범주는 안전등급 1E 신호케이블 및 통신케

이블을 포함한 전력, 제어 및 계측 설비용 케이블이다.

NRC RG 1.131(개정 0)은 원자로시설의 케이블, 전선이음 및 접속부의 내환경 

검증시험에 관한 규제지침이며 1977년에 발행되었다. RG 1.131(개정 0)은 몇 가지 

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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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전소의 경우 한 개의 전동기구동 격리밸브(MOIV)와 두 개의 체크밸브가 각 안전주입

탱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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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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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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부록 8-2

제 목 : 디젤발전기의 첨두부하시 이용

검토주관부서 : 계측전기평가실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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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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 및 비상 전력공급이 공통모드고장을 갖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통모드고장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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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0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17, "Electric Power Systems."

4. Regulatory Guide 1.32, "Criteria for Safety-Related Electric Power Systems for

Nuclear Power Plants."

5. IEEE Std. 308-2001," IEEE Standard Criteria for Class 1E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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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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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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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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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부록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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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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안전 운전 순서에 따라 기능 수행을 요구받지 않을지라도, 단일고장에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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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밸브는 만약 다음의 조건과 무관할 때 단일고장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제거해야 하는 그러한 밸브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1) 주제어실에서 밸브의 

전력을 복구시킬 수 있고, (2) 그와 같은 조치를 요하는 사건발생 이후 적어도 1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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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침 번 호 KINS/GE-N001

분 류 번 호 부록8-5

개 정 번 호 4

발 행 일 자 2014.1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분류번호 : 부록 8-5

제 목 :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 우회 및 작동불능상태 

지시에 대한 보완 지침

검토주관부서 : 계측전기평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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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홍석 ‘09.12 김복렬 ‘09.12

4 김문영 ‘14.11 정충희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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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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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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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계통에

서 원자력발전소까지 전원)의 전압 적합성에 관한 예상된 현안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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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전력계통으로부

터 안전등급 1E 배전계통을 즉시 분리시켜야 한다. 추가적으로, 기준미달 

전압논리는 안전주입작동신호가 발생하는 동안 기준미달 전압조건이 이어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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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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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차

적으로 투입되는 동안 자동으로 부하 차단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부하 

차단특성은 부하 투입 조치를 종료한 후에 재개되어야 한다. 운영기술지침서는 적

어도 핵연료재장전 정지주기에 한 번씩 자동부하차단특성의 운전성을 입증하기 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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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8-6 개정 4 - 2014.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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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선

전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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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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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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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책성명”의 목적과 일치되도록 개발되어 왔으며, 자원의 보다 효율적 사용, 안전성 증

진, 불필요한 부담의 경감 등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음의 규제지침은 검토자의 입장을 제공한다.

가. RG 1.174, “발전소 고유 허가변경에 관한 위험도 기반 결정에서 확률론적 위험도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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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근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다. RG 1.200, “위험도 기반 활동에 대한 확률론적 위험도평가 결과의 기술적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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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도평

가 기술의 이용이 확률론적 위험도평가 방법과 NRC의 결정론적 접근방법 보완 및 전통

적인 심층방호 철학의 지원방법에서 최신기술에 의해 지원된 확장을 증가하는데 이용되

어야 한다 라는 기대를 언급했다. 검토자는 허용정지시간 확장에 대해 허가를 받은자에 

의해 요청된 변경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허용가능한 접근방법을 정의했다. 검토자

는 전통적인 공학적 평가의 결과에 관한 결정과 제안된 방법의 위험도 중요성에 관한 

통찰(확률론적 위험도평가 방법의 이용으로부터)에 의해 지원된 결정에 근거하여 규제기

관을 지원한다. 제안된 변경에 관한 결정은 통합된 유형, 위험도 정보의 보완으로서 전

통적인 결정론적 공학적 평가 고려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RG 1.177에서 언급된 것

과 같이, 허가를 받은자는 발전소 설계 및 운전의 심층방호 측면에서 어떤 영향 변화가 

있는지 나타내야 하고, 제안된 변경에 따른 안전여유의 적절성을 나타내야 한다. 허가를 

받은자는 발전소 및 산업의 운전경험이 제안된 변경과 어떤 연계를 이룰 것인지 고려해

야 한다. 그리고 제안된 변경으로부터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잠재적인 보상방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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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추어야 한다. NUREG-1784에 따르면, 규제완화 후 전력망에서의 변화 고려, 소외전

원상실 사고의 지속시간이 증가되어 왔으며, 원자로 정지를 초래하는 소외전원상실 

사고의 확률이 증가되어 왔다. 이 평가는 2003년 8월 14일 북동부 대정전 이전에 이

루어 졌다. 대정전 사고의 교훈은 소외전원의 복구는 고려된 것보다 오래 걸린다는 

것을 나타내며, 규제완화 후 조건이 전력망 신뢰도에 도전을 가져왔다는 것을 지적한

다. 이용불가능한 비상디젤발전기 또는 소외전원에 대한 보조(추가) 전원 요구에 관한 

검토자의 목적은 확장된 허용정지시간의 주기동안 잠재적인 확장된 소내정전사고

(SBO)를 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상전원이 적시에 복구되지 못 하더라도 발전소의 

안전정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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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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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