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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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방사성폐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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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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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방사선원항

검토주관부서 : 방사선평가실

제․개정 

번  호

작   성 확   인 부  분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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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1.1절 방사선원항

 검토주관 :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액체 및 기체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으로 

유입되는 방사능원에 관하여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정보를 검토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건설허가 단계에서 승인된 정보를 확인한다.

  1. 방사선원항의 검토는 다음 사항들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파라미터들에 대한 검토

를 포함한다.

    - 원자로냉각재내 각 동위원소의 농도

    - 원자로냉각재로 누출되는 핵분열생성물 방사능의 분율

    - 원자로냉각재내 모든 비핵분열생성물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

  2. 유출물 배출의 평가에 고려되는 선원들은 다음과 같다.

    - 다음 항목들로 구성되는 기체폐기물(희유기체, 방사성요오드, 입자, C-14, H-3)

      ․ 증기발생기 취출수 세정탱크(flash tank)로부터의 배기 

      ․ 주복수기 진공계통으로부터의 배기 

      ․ 격납건물, 핵연료건물, 보조건물 및 터빈건물로의 누설

      ․ 정상 운전중 및 가동정지 시 일차냉각수로부터 탈기된 희유기체 

      ․ 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탱크와 장비로부터의 덮개 및 환기 기체

    - 다음 항목들로 구성되는 액체폐기물

      ․ 붕소 농도를 제어하기 위해 처리된 일차냉각재(shim bleed)

      ․ 방사성 유체를 포함할 수 있는 장비와 구성기기들을 수용하는 건물들로부터의 

바닥 및 장비 배수에 수집된 누설



제11.1절     개정 6 - 2018.12- 2 -

      ․ 증기발생기 취출수

      ․ 복수탈염기 재생액

      ․ 수지 배출구, 필터 역세척수, 제염액, 시료채취계통 배수, 세탁폐액 등과 같은 

발전소 운전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된 액체들

검토연계분야

   본 절과 연계되는 심사지침서는 다음과 같다.

1. 본 절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의 설계를 위한 방사선원항에 대한 평가가 수행될 

경우에는 안전심사지침 11.2절 및 11.3절의 검토와 연계하여 신청자가 평가한 설계

기준 방사선원항의 적절성을 방사성폐기물분야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2. 검토자는 본 절의 I.1에서 확인된 모든 적용 가능한 유출물 누출점들에 대한 감시 

및 제어설비들을 안전심사지침 11.5절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

료채취계통” 에서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검토자는 다음 요건들이 만족되는 경우에 예상누출에 대한 설계근거로서 사용된 선

원항을 승인한다.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91조 “방사선장해방지조치”제1항; ALARA 요건

    -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고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이 가능한 한 합

리적으로 낮게(ALARA)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환경상의 위해방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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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에서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 원자로시설은 생성되는 방사성물질을 적절한 형태 및 조건으로 처리하여 부지

내에 저장하고 환경방출을 제어할 수 있도록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4.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 제6조: 배출관리기준

   - 제16조: 환경상의 위해방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

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절차상 조치사항 사이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에 대해 대안으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하도록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

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참고지침

    가.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 및 장비에 대한 비용-이득 분석에 관하여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110

    나. 발전소로부터의 유출물내 방사성물질의 배출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RG 1.112

    다. 정상 환기 배기 계통의 공기여과 및 흡착계열 설계, 시험 및 유지에 관하여는 

RG 1.140

    라. 기체유출물 및 액체유출물내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계산을 위한 수학적 계산모

델로는 NUREG-0017 (PWR-GALE Code)

    마. 선원항을 결정하기 위한 지침으로는 ANSI/ANS 18.1-1999

2. 방사선원항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제요건의 만족에 근거한다.

    가. I에서 서술된 방사성유출물의 모든 정상 및 잠재적 선원들이 고려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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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차 및 이차 냉각재 농도를 계산하는데 사용된 파라미터들은 NUREG-0017과 

부합하여야한다.

    다. I.1에서 고려된 액체 및 기체 폐기물의 각 선원에 대하여,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에 대해 주어진 방사성물질의 부피와 농도는 NUREG-0017과 부합하여야한다.

    라. 건물 환기 배기 계통과 격납건물 내부 정화 계통에 대한 요오드제거계통과 HEPA 

필터와 같이, 기체유출물의 환경 누출을 저감하는데 사용되는 소내제어수단들

에 대한 제염계수들은 RG 1.140에 제시된 값을 참조할 수 있다. 격납건물 내

부 정화에 대한 건물혼합효율(building mixing efficiency)이 NUREG-0017과 부

합하여야한다.

    마. 필터, 탈염기, 증발기 등과 같이 액체유출물의 환경누출 저감에 사용되는 소내 

제어수단들에 대한 제염계수는 NUREG-0017에 제시된 값과 부합하여야한다. 

NUREG-0017에 제시되는 않은 액체폐기물처리설비의 경우 별도의 제염계수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바. 유출물의 환경누출을 계산하는데 사용된 방사성폐기물 증감분은 비용-이득 분

석의 결과와 부합하여야 한다. 

    사. 허용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은 NUREG-0017에 주어진 

PWR-GALE 전산코드와 선원항 파라미터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참고로, 

PWR-GALE 전산코드의 모든 자료는 NUREG-0017에 제시되어 있다.

    아. 제한구역 경계에서 유출물 농도제한치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별표3의 제1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해 제5란 

및 제8란에 명시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자. 선원항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

16조제2항에 명시된 제한구역 경계에서 선량에 대한 설계목표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차. 선원항평가 및 방사성물질 누출계산에 필요한 다음 정보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 방사성폐기물 관련 시설의 설계 및 성능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ALARA 요건에 따라 설치되는 장비의 설계에 관한 서술

   - 정상 운전중 생성된 액체유출물에서 제한구역 외부로 연간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방사성핵종의 양에 대한 추정치

   - 기체유출물에서 가스, 할로겐화합물, 입자상의 주요 방사성핵종의 양에 대한 추정치

   - 방사성고체폐기물의 포장, 저장, 부지외 이송에 대한 준비와 이에 관한 일반적인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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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이 필요한 방사성폐기물계통 및 설비에 대한 서술

    카. 신청자의 계산기법이나 선원항 파라미터 및 평가방법이 NUREG-0017 및 

ANSI/ANS 18.1-1999와 다를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여야 하며, 사

용된 방법과 파라미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타. 방사성물질의 환경배출량을 예상하는데 있어, 각 계통의 설계개념 및 특성을 

따르되 기존 호기의 운영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파. 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 설계기준 방사선원항은 다음에 기초하여야 한다.

 1) 설계기준 핵분열생성물 누설준위(출력을 내는 핵연료의 1%로부터 나오는 핵

분열생성물 누설분)

 2) 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내 구성기기들의 운전: 유량률, 방사성핵종 제거효율, 

운전방식(연속운전, 주기운전 등), 기타 주요 운전특성

 신청자는 설계기준 방사선원항 계산에 적용된, 상기 항목에 관한 자료와 내포

된 가정들 및 그 타당성을 자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처리기기들의 

운전방식과 관련하여, 발전소 정상운전 시 실제 운전방식(예; 비연속운전)과 다

른 운전방식(예; 연속운전)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핵연료로부터 핵분

열생성물의 누설이 설계기준 누설준위에 이르기 전(즉, 설계기준 누설준위의 낮

은 비율에 이르렀을 때)에 설계기준 방사선원항 계산에 적용된 운전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음이 보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증은 당해 처리기기의 신뢰성, 핵

연료로부터 핵분열생성물의 누설준위를 판단하기 위한 감시계통(연속 감시 및 

시료채취․분석 프로그램)의 신뢰성, 원자로냉각재내의 방사성핵종 농도수준과 

연계한 당해 처리기기의 적절한 운전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하.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 및 장비에 대한 비용-이득 분석에 관하여는 RG 1.110, 

발전소로부터 유출물내 방사성물질의 배출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RG 

1.112를 참고한다.

    

기술적 근거

  상기 허용기준들을 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 검토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인 근거를 

아래에 논의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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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10 CFR 50, Appendix I는 유출물로 인한 소외선량에 대한 수치적 지침을 제

공한다. 또한, 액체 및 기체 유출물로 인한 집단선량의 비용-이득 분석에 대한 승

인기준을 제공한다(Appendix I의 Section II.D). Appendix I의 Section II.D와의 일치

는 발전소 설계가 원자로로부터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집적 집단선량을 

ALARA 수준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설정된 최신 기술의 모든 항목들을 포함함을 

입증한다.

     NUREG-0017에 주어진 PWR-GALE 코드와 선원항 파라미터들을 사용하는 계산

은 액체 및 기체 폐기물관리계통 선원항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에 기초한 장비의 

유용성과 최신 기술을 고려한다. 최신 장비의 성능에 기초한 계산에서 사용된 가

정들은 안전심사지침 11.2절 및 11.3절에서 검토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을 위해 

사용된 설계파라미터들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11.1절의 선원항 계산 요건을 만족함은 안전심사지침 11.2절 및 11.3

절에서 검토되는 계통설계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 명시된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유출물 농도제한치 및 선량제한치, 방사

성폐기물관리계통에 대한 설계정보의 적절성과 관련이 있는 요건과 ALARA 목표치 

등을 만족함을 보증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를 따르기 위해서, 원자력발전소 설계는 기체 및 액체 유출물의 방사성물질 누

출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수단을 포함해야 하고, 예상되는 운전 중 사건을 포함하

여 정상 운전중 생성된 방사성고체폐기물을 취급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는 방사성폐기물공정계통들이 방사성폐기물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용량을 제공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불리한 부지환경조건들 때문에 유출물의 누출에 대한 비

정상적인 운전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또한 이러한 보유용

량은 단수명 동위원소들이 더 처리되거나 환경으로 누출되기 전에 방사성붕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보유시간은 NUREG-0017에서 제공되는 선원항 계산에 

사용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요건의 만족은 방사성폐기물공정계통들의 정상 운전중 및 예상운전과도기간 

중 방사성물질의 누출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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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준”의 제16조제2항에 명시된 제한치를 초과하는 소외 방사선량과 제6조제1

항에 명시된 제한치를 초과하는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유출물 농도제한치로 귀결

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있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특정 사안에 따라 본 절로부터 적절하게 자료를 선택하고 중점적으로 검

토한다.

  1. 일차냉각재의 농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주어진 수문학적모델

과 파라미터들에 대한 검토 시, 그리고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으로의 누설률 검토

시에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파라미터들과 계산을 NUREG-0017 및 

ANSI/ANS 18.1-1999에 주어진 모델 및 파라미터들과 비교한다. 만일 안전성분석

보고서가 NUREG-0017과 다른 모델 또는 파라미터들을 써서 원자로냉각재 농도

와 누설률을 평가한다면, 사용된 파라미터들과 계산은 실증될 필요가 있다. 바람

직한 실증방법은 유사 원자로로부터의 운전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다. 

  2. 검토자는 ANSI/ANS 18.1-1999에 제시된 지침을 이용하여 일차 및 이차 냉각재 농

도와 방사성물질들의 누출률에 대한 독립적인 계산을 수행한다. 

  3. 이 계산에서, 검토자는 설계노심열출력수준, 증기유속, 냉각재질량, 냉각재 정화율 

등의 파라미터에 대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주어진 신청자의 값들을 사용한다.

  4. 검토자는 방사성폐기물계통이 당해 원전의 선량설계목표치를 만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

해 안전심사지침 11.2절 액체폐기물관리계통과 11.3절 기체폐기물관리계통의 평가를 

위한 입력으로서 위에서 계산된 냉각재농도, 누설률, 유출물 누출률을 사용한다.

  5. 검토자의 선원항 계산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심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환

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에 공히 사용된다.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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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절에 대한 허용기준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정보가 신청자에 의해 제공되었다. 

   폐기물관리계통에 대한 설계파라미터로 사용된 선원항의 허용성에 대한 검토자의 

요약 서술은 안전심사보고서 11.2절 “액체폐기물관리계통”과 11.3절 “기체폐기물관

리계통”에 제시된다.

   심사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방사선원항을 검토하고 그 값이 ANSI/ANS 18.1-1999에 

제시된 지침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방사선원항을 이용한 액체 및 기체 유

출물에 의한 방사선량이 환경상의 위해방지기준을 만족하고, 배출 농도가 배출관리기

준을 만족하면 방사선원이 적절히 평가되었다고 결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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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1.2절 액체폐기물 관리계통

 검토주관 :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액체폐기물 관리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시에 발생하는 액체폐기물을 취급, 

처리, 저장, 법적 기준을 만족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액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심사에는 계통의 설계, 설계목적, 설계기준, 처리방법, 예상 방출량 및 액체 유출물에 

의한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계산하는데 사용된 주요 변수들(계통도[P&ID], 운전방법을 

나타내는 공정흐름도 및 폐기물처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계통연계부분, 우회경로 

등)이 포함된다.

세부 검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설비의 설계용량, 예상유량, 핵종농도, 핵종들에 대한 예상 제염계수 및 가능한 

체류(holdup) 및 붕괴시간

  2. 예상유입 유량에 적합한 계통 설계용량 및 계통이 정상폐기물 유량을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시간

  3. 예비설비의 이용가능성, 대체 공정유로 및 주요 공정설비의 가동정지/불시정지로  

인한 폐기물 급증에 따른 가중 처리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총 계통용량을 평

가 하는데 필요한 계통간의 연계성

  4. 배관, 설비의 품질등급 분류 및 설계기준의 근거

  5. 원자로 격납건물 외부일지라도 누설가능성이 있는 액체 방사성 물질의 누설을 예

방, 관리 및 수집하기 위한 규정

  6. 액체폐기물 관리계통 부품들의 설계 및 예상온도와 압력 및 구성재료

  7. 계통의 부품 및 구조가 역진공하에 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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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장비 및 시설설계에 있어서 누설을 감소하고 Regulatory Guide(이하 “RG”) 

1.143의 지침에 따라 운전 및 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설계조항

  9. 액체폐기물의 유입량 감소 또는 유출물중의 방사성 물질 방출감소를 위한 설계특성

 10. 액체폐기물의 누설 또는 환경으로 통제되거나 감시되지 않는 방출을 방지하기 위

한 설계특성  

 11. 해당 발전소, 특정기술주제보고서 및 안전성분석보고서와 함께 제출된 선행 경  

험자료에 독특한 특별 설계특성

 12. 다수호기 부지의 경우, 기기나 설비(고정형설비 또는 이동형이 포함된 복합형설비 

포함)의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설계특성

 13. 액체폐기물 처리 및 배출에 사용되는 필터, 이온교환수지, 흡착 매질의 종류와 특

성(제염계수, 제거효율, 저장 및 붕괴시간 등)

 14. 액체폐기물 관리계통의 명확한 범위에 대한 정의(공정유체 및 액체폐기물의 수집

을 위해 제공되는 발전소시스템부터 주민선량평가(ODCM)에서 정의된 환경으로 

배출되는 지점까지)

검토연계분야

   본 절과 연계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심사지침 11.5절에 따라 액체 공정 및 유출물중의 방사성 물질의 시료채취 및 

감시에 포함되어 있는 액체폐기물계통의 설계조항들을 검토한다.

2. 휴대형 용수공급설비에 방사성물질을 유출시킬 가능성이 있는 액체 탱크파손에 대

한 영향을 검토한다.

3. 방사성액체의 방출로 인한 지하수 및 지표수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심사지침 2.4.13

에서 수행한 지하수 및 지표수 자원을 사용하는 현세대 또는 후세대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검토한다.

4. 액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성능평가 목적을 위해 안전심사지침 11.1 및 11.5에서 수행

된 방사선원항 및 선량평가결과를 검토한다.

5. 안전심사지침 11.5에서 검토된 ODCM의 개발과 관련하여 선량평가 방법 및 이에 사

용된 변수를 검토한다.

6. 액체폐기물 관리계통과 관련된 안전심사지침 3.3.1, 3.3.2, 3.5.3, 3.7.1～3.7.4,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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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절에 따라 자연재해(안전정지지진, 가능최대홍수, 토네이도 비산물)에 견딜 수 

있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설계, 해석, 절차 및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7. 액체폐기물 관리계통과 관련된 안전심사지침 3.2.1절 및 3.2.2절 계통 구성기기들의 

내진 및 품질등급 분류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8. 액체폐기물 관리계통과 관련된 안전심사지침 16.0장에 제시된 운영기술지침서를 검

토한다.

9. 품질보증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따라 수행된다.

10. 안전심사지침 9.5.1에서 수행된 발화가능성이 있는 액체의 사용 및 저장과 관련이 

있는 액체폐기물 관리계통의 화재방호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11. 안전심사지침 9.3.2 및 11.5와 연계하여 액체폐기물 관리계통의 공정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의 설계특성을 검토한다.

12. 방사성물질이 존재하는 건물배기 및 환기계통 보급구역의 설계특성 검토는 안전심

사 지침 9.4.1 내지 9.4.5절에 따라 수행되고, 유출물감시 및 통제설비는 11.5절에 

따라서 수행한다.

13. 안전심사지침 9.2.4에서 수행한 휴대용 및 위생용(sanitary) 용수 계통의 보호를 위

해 설계특성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환경상의 위해방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방사선관리구역 등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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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 (사업소 안의 방사성물질 등의 저장)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8. 10 CFR 20.1302 :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유출물에 의한 방사능 감시에 관련

    9. 10 CFR 50.34a : 방사성 유출물의 환경방출관리에 필요한 설비의 설계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설계정보가 제출되었는가에 관련

    10. 10 CFR 50, Appendix I, II.A 및 II.D : "ALARA” 기준에 부합하는 선량 설계목

적과 운전제한조건을 위한 정량적 지침에 관련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

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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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

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에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

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규제요건에 부합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방사성액체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는 제한구역경계에서 수중방사성 물질

의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허용농도 이하가 되도록 원자로시

설에서 발생하는 액체폐기물을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각 원자로에서 제한구역경계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연간 총 예상

량은 액체유출물에 의해 제한구역경계 외부의 개인에 대한 연간 선량 허

용치인 유효선량 0.03mSv(3 mrem) 또는 인체 장기 등가선량이 0.1mSv 

(10mrem) 이상의 피폭을 유발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 상기의 기준 외에 액체폐기물 관리계통은 비용-이득 회수량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기술이 계통에 추가되었을 때, 바람직한 비용-이득 

비율로 원자로에서 80km(50마일) 이내의 주민에 대해 선량감소 효과를 내

는 입증된 기술의 모든 항목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RG 1.110은 이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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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한구역경계 외부로 방출되는 액체유출물 중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제6조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2. 액체폐기물 처리계통은 발전소의 예상 처리요구량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주요 공정설비의 보수(단일고장)를 위한 가동정지 및 과잉 폐기  

물생성기간 중에도 액체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용량이 제공되어   

야 한다.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에서 인정하는 계통은 예상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적정 용량을 갖추었으며 예상운전과도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에 

설계목적 범위 내에서 운전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다. 이와 같은 공정요

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는 부속계통, 예비 장비 및 

예비 저장용량간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한다.

    3. 액체폐기물계통 구조물의 내진설계, 액체폐기물 처리 장비들의 품질등급분류 

및 정상운전과 예상운전과도 중 발생되는 액체폐기물에 대한 내․외부저장탱크

로부터의 누설방지와 수집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

조 (안전등급 및 규격),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의 규정과 

RG 1.143의 지침을 따른다.

    4. 액체폐기물 관리계통 설계에서는 RG 1.143의 지침에 따라 누설관리하고 운전/

보수를 용이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한 시설 및 환

경오염의 최소화, 해체 용이성 및 방사성폐기물 발생의 최소화를 달성할 수 있

도록 시설 설계 및 운영절차에 반영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특정 사안에 따라 본 절로부터 적절하게 자료를 선택하고 중점적으로 검

토한다.

 1. 모든 폐기물원의 액체용량, 액체폐기물 수집점, 우회유로를 포함하는 액체유로,    

처리방법 및 액체유출물의 환경방출구를 결정하기 위해 계통도(P&ID) 및 계통공정 

흐름도를 검토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GALE Code, NUREG-0017, RG 1.112에 주

어진 변수들을 사용하여 예상운전과도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에 액체유출물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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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년간 방사성물질의 방출량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이 계산 결과는 제안된 처

리계통 설계가 II절의 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제

한구역 외부에서의 개인에 대한 전신 또는 결정 장기에 대한 피폭에 관련한  II절

의 허용기준 준수여부는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에서 계산한 선원항을 사용하

여 방사선분야 담당부서가 계산한 선량률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비용-이득 분석에 

관련한 II절의 허용기준 준수여부는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의 비용-이득 검토

결과와 함께 방사선분야 담당부서에서 계산한 man-rem 선량률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2. 액체폐기물 관리계통 설계용량에 관한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의 검토는 다음

분야를 포함한다.

     가. 주요 설비의 단일고장(예, 증발기 정지)시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나. 과잉 액체폐기물발생을 유발시키는 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는 능력

     다. 설계기준 즉, 핵연료 1% 손상에 의해 방출되는 핵분열 생성물 방사선/능 준

위의 액체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능력

      라. 액체폐기물 처리 및 배출에 사용되는 필터, 이온교환수지, 흡착 매질의 종류

와 특성(제염계수, 제거효율, 저장 및 붕괴시간 등)

         검토자는 설계유량과 평균입력유량을 비교하여 각 부속 계통들의 시간분율

을 결정한다.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는 계통설계에 반영된 운전상의 융

통성(flexibility, 즉 부속계통간의 상호연계성, 다중 또는 예비공정장치 및 예

비 저장용량)을 검토한다.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는 이용율 및 운전의 

융통성을 근거로, 설계유량대 잠정적 공정유로 및 설비용량을 비교함으로써 

상기의 경우에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지, 전체 계통 능력을 평가한다. 

주요 액체폐기물 처리설비는 보수적으로 1주당 연속된 2일간 유지/보수를 위

해 정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일간의 저장용량 또는 대체 설비가 없다면 

폐기물은 NUREG-0017의 지침에 따라 대체 공정을 통해 처리되거나 환경으

로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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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규정에 따라 건물 내․외부의 저장탱크로부터 넘침 현상 및 누수현상에 의한 

누설의 방지 및 수집요건이 설계에 반영되었는지와 RG 1.143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RG 1.143에 따라 시설 및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고 방

사성폐기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설계특성이 고려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4.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는 RG 1.143의 지침에 따라 계통설계, 계통배치도, 설

비설계, 운전방법, 누설예방규정 및 운전중앙에 보수의 용이성을 비교한다. 그리

고 역진공하에서 계통의 운전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 계통 부품으로부터의 누설관

리를 위해 제시된 특수 설계사항 및 계통에 관련된 특정기술주제보고서를 항목별

로 평가한다.

  5.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서 11.5 및 16장에 기술되는 운영기술지침서 내용 중 선량

률 계산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과 의도가 규제요건에 부합

되는지 검토한다. 본 검토에는 운전을 위한 적절한 제한조건의 평가/개발 및 발

전소 설계에 맞는 기준을 포함한다. 운영기술지침서는 10 CFR 50.36a의 요건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6. 검토자는 탱크나 관련 기기의 가상 누설을 고려하여, 이때의 방사선원항, 발전소

에서 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의 방출되는 과정, 가정된 피폭경로, 가까운 주변지역

의 방사능 농도 등을 평가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요건에 부합하는 충분한 정보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되었는지 확인

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안전심사보고서에 포함시킨다.

   액체폐기물 관리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

물 처리 및 저장시설 등) 및 10 CFR 50.34a에 따라 액체폐기물중의 방사성물질의 방출

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액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설계는 타당하며 10 

CFR 20.1302, 10 CFR 50.34a,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

기물 처리 및 저장시설 등)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

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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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환경상의 위해방지기준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이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검토결과에 근거한다. 

  1. 신청자는 모든 피폭경로를 통한 제한구역경계 외부의 개인에 대한 예상피폭선량이 

연간 선량 허용치인 유효선량 0.03mSv(3mrem) 또는 인체 장기 등가선량이 

0.1mSv(10mrem)이하로 유지시킬 수 있는 액체폐기물 관리계통을 제시하여 선량 

제한목표치에 관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

준” 제16조 환경상의 위해방지기준을 만족시킨다. 안전심사지침 11.1절에 따라 발

전소의 각 원자로 수명기간동안 예상되는 폐기물량을 근거로 예상운전과도를 포함

한 정상 운전중에 액체유출물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고려하였다.

  2. 제시된 액체폐기물 관리계통이 입증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고려하였으며, 

이 이상으로 유출물을 처리한다는 것은 man-rem 또는 man-thyroid-rem 당 

$1,000이하의 비용을 기준으로 원자로 반경 80Km(50마일) 이내에서 예상되는 누

적 집단 선량률 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자는 ALARA 기준에 

관한 10 CFR 50 Appendix I의 II.D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3. 운전 중 노심내의 핵분열생성물의 1%가 일차냉각재로 누출되는 원자로 운전으로 

부터 야기되는 잠재적 결과를 고려하여, 이러한 상황 하에서 비제한 구역에서 액

체유출물들에 의한 방사성 물질들의 농도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제6조 배출관리기준에 10 CFR 20 Appendix B, 

Table 2, Column 2에 명시된 제한치의 작은 분율이 될 것이라고 결정하였기 때문

에 허가신청자는 10 CFR 20.1302의 요건들을 충족시켰다. 그러나 일차냉각재에서 

I-131 선량등가농도는 운영기술지침서 제한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신청자는 해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시설과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

고,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계 및 운영 절차를 10 CFR 

20. 1406의 요건에 따라 마련하고 있다.

  5. 예상운전과도에 의한 발전소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액체폐기물 처리계통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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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고려하여 계통용량 및 설계융통성 예상요구량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판

단에 근거하여 신청자는 방사성물질의 환경방출관리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저장시설 등)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액체폐기물계통에 대한 역진공을 감소하기 위한 조항과 품질보증 규정, 품질

등급 분류 및 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검토하였다. 계통 및 구조물 설계는 RG 

1.143의 기준을 만족시킨다. 부주의에 의한 탱크 넘침현상을 관리하기 위한 설계규

정을 검토하였으며, 신청자가 제시한 제반 수단은 RG 1.143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

다.

   6.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액체폐기물 탱크의 가상적인 사고로부터 초래되는 액체

상의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완화하는 설계가 제시되어 있음을 검토하였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방사선관리구역 등에의 조치)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 (사업소 안의 방사성물질 등의 저

장)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

  8.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9. 10 CFR 20, "Standards for Protection Against Radiation”, and Appendix B, 

"Concentration in Air and Water Above Natural Background.”

 10. 10 CFR 50.34a, "Design Objectives for Equipment to Control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 in Effluents "Nuclear Power Reactors.”

 11. 10 CFR 50.36a, "Technical Specifications on Effluents from Nuclear Power 

Reactors.”

 12.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13. 10 CFR 50 Appendix I, "Numerical Guides for Design Objectives and Lim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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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for Operation to Meet the Criterion 'As Low As Practicable' for 

Radioactive Material in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Reactor Effluents.”

 14. NUREG-0017, "Calculation of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in Gaseous and 

Liquid Effluents from Pressurized Water Reactors (PWRs).”

 15. Regulatory Guide 1.110, "Cost Benefit Analysis for Radwaste Systems for Light- 

Water-Cooled Nuclear Power Reactors.”

 16. Regulatory Guide 1.112, "Calculation of Release of Radioactive Materials in 

Gaseous and Liquid Effluents from Light-water-cooled Power Reactors.”

 17. Regulatory Guide 1.143, "Design Guidance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 Light-Water-Cooled Nuclear Reactor  

Power Plants.”

 18. 10 CFR 20.1302, "Compliance with dose limits for individual members of the public.”

 19. 10 CFR 20.1406, "Minimization of Cont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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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1.3절 기체폐기물 관리계통

 검토주관 :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다음의 내용을 검토한다. 운영허

가 단계에서는 건설허가 단계에서 승인한대로 설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본 분야에 

있어서의 운영기술지침들이 적합한가를 평가한다. 

  1. 장치 및 환기계통의 설계용량, 예상유량 및 방사성핵종농도, 예상되는 방사성 핵

종들의 제염계수 및 수용 가능한 저장기간 또는 붕괴시간

  2. 설계 및 예상유입유량에 대한 계통설계용량, 정상폐기물유량을 처리하는데 필요

한 시간, 대체장비의 사용 가능성, 대체처리경로, 부계통과의 연결성. 이러한 정보

들은 주 처리장치가 정지했을 때와 예상되는 운전상의 사고로 인한 폐기물량의 

증가 때문에 부과되는 예상요구를 포함한 전체적인 계통능력을 평가하는데 이용

된다.

  3. 배관과 장치의 품질등급 분류 그리고 선택된 설계기준을 지배하는 기초 자료들, 

설계 및 예상온도 및 압력 그리고 계통에 사용되는 장치들의 제조 재료들을 검토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

설 등)의 규정과 Regulatory Guide(이하 “RG”) 1.143의 지침에 따른 운전과 보

수의 편리를 위한 장치 및 설비 설계와 관련되는 설계항목들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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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으로 유입되는 기체폐기물을 저감하고, 기체유출물 내에 함

유된 방사능준위 및 방사성물질의 방출량을 감소시키고,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시

설 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해체를 용이하게 하고,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을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특성. 

  6. 환경으로의 통제되지 않고 감시되지 않은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체폐기물의 누설

과 방사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설계특성, 특수 설계특성들, 관련 특정기술주제

보고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유사 계통의 경험에 의한 자료들을 검토한다.

  7. 폭발성 혼합물의 존재 가능성에 따른 폭발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설계사

항들을 검토한다.

  8. 다수호기를 처리하는 계통의 경우에는, 상호 연결된 공정과 처리 부계통의 사이

에 공유된 설비의 기술과 설계특성

  9. 예상 제거효율, 제염계수, 지연 및 붕괴를 포함한 기체폐기물을 처리하는 여과기 

및 흡착재의 형태와 특성

 10. 기체폐기물의 수집을 위한 경계 또는 RG 1.143에 따른 정상 및 예상운전과도 동안 

발생되는 기체폐기물을 위한 저장 및 지연베드에서 시작하여 환경으로의 통제된 

배출지점까지 기체폐기물계통 경계의 정의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기체폐기물 관리계통과 관련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

담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성능평가를 위한 독립적인 선원항 및 선량평가를 검토한

다.

  2. 기체공정 및 유출물 흐름에 있어서 방사성물질을 감시하고 시료채취를 위한 설계 

사항을 안전심사지침 11.5절 검토주관부서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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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민선량평가방법과 표준방사성유출물관리지침(SREC)의 인자들 검토 

  4. 안전심사지침 3.3.1, 3.3.2, 3.5.3, 3.7.1~3.7.4, 3.8.4 및 3.8.5절 검토주관부서는 안전

정지지진(SSE), 가능최대홍수(PMF) 및 태풍과 같은 자연현상에 견딜 수 있도록 

계통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내진등급 I급 구조물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된 

설계해석, 절차 및 기준들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5. 화재보호 및 방지 프로그램은 안전지침 9.5.1절에서 검토된다.

  6. 구조물과 설비의 내진 및 품질등급의 적합성 검토가 당 지침 3.2.1 및 3.2.2절에 

의해 수행된다.

  7.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은 당 지침 16장에서 검토된다.

  8. 품질보증의 검토는 당 지침 17.5절에서 수행된다.

  9. 기체폐기물 관리계통 고정 및 사고 후 시료채취 부계통의 설계특성은 당 지침 

9.3.2 및 11.5절에서 검토된다.

 10. 방사성물질이 존재하는 건물배기 및 환기계통 보급구역의 설계특성 검토는 당 지

침 9.4절에서 수행되고, 유출물감시 및 통제설비는 11.5절에서 수행된다.

 11. 먹는 물 및 위생수계통의 보호에 대한 설계특성은 당 지침 9.2.4에서 검토된다.

   이와 같은 검토설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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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부터의 방사성물질의 배출관리 관련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

설 등) -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및 처리 등 관련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방사선방호설비) - 공기 중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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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질의 관리 관련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경보장치 등) - 배기중 방사성물

질의 농도 등에 대한 경보장치 관련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 - 방사성

폐기물 및 유출물 발생 최소화 관련

   6.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 배기중의 배

출관리기준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기준 관련

   7. 10 CFR 20.1302  - 제한구역경계에서 유출물에 의한 방사능 관련

   8. 10 CFR 20.1406 - 오염의 최소화, 해체용이성, 방사성폐기물발생의 최소화를 위

한 설계 및 운영절차 관련

   9. 10 CFR 50.34a  - 환경으로의 방사성유출물의 방출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에 대한 설계목적이 갖추어야 하는 충분한 설계 정보와 관련

   10. 일반설계기준(General Design Criterion, 이하 “GDC”) 3 - 수소와 산소의 폭발

성 혼합물의 영향으로부터 기체폐기물 처리계통의 보호와 관련

   11. 일반설계기준(GDC) 60 - 환경으로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제어하기 위하여 설계

되는 기체폐기물 계통과 관련 

   12. 일반설계기준(GDC) 61 - 핵연료 저장 및 취급지역과 관련된 기체폐기물계통의 

방사능 제어와 관련

   13. 10 CFR 50 Appendix I, Sec. II.B., II.C, and II. D - "ALARA"를 만족시키는 위한 

설계목표치와 운전제한조건에 대한 수치적 지침과 관련

   14. 40 CFR 190 - 부지내 모든 선원항과 외부피폭방사선으로부터의 총 연간선량의 

제한 관련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

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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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

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에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

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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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은 피폭선량 설계 목표를 만족시킬 능력을 가져야 하며 다

음과 같은 기체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부지내의 각 원자로로부터 환경으로 방출된 모든 방사성물질의 계산된 연

간 총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

준” 제16조에 따라 기체유출물로부터 제한구역경계에 있는 개인에게 예상

되는 외부피폭에 의한 유효선량에 대하여 0.05 mSv(5 mrem) 또는 피부에 

대하여 0.15 mSv(15 mre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당 선량평가에는 RG 

1.109, 1.111, 1.112의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다.

       나. 각 원자로로부터 대기로 방출되는 모든 방사성물질의 계산된 연간 총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라 제한구역경계 외부에 있는 개인에게 예상되는 연간 감마선에 의한 공

기흡수선량에 대하여 0.1 mGy(10mrad) 또는 베타선에 의한 공기흡수선량에 

대하여 0.2 mGy(20 mrad)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각 원자로로부터 대기로 방출되는 모든 방사성옥소, C-14, 삼중수소와 입자

상 방사성물질의 계산된 연간 총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라 제한구역에 있는 개인에게 예

상되는 장기등가선량에 대하여 0.15 mSv(15 mre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

다.

       라. 상기 1), 2), 3) 외에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은 입증된 기술들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계적으로 비용-이득 계산 시 이윤이 감

소되도록 순차적으로 계통에 추가되었을 때, 유리한 비용-이득비를 위하여 

원자로 반경 80 km(50마일)내에서 예상되는 집단피폭선량을 합리적으로 감

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RG 1.110은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는데 대한 적합

한 방법을 제공한다.

       마. 제한구역외부로 방출되는 기체유출물중 방사성물질들의 농도는 원자력안

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별표 3의 배출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바. 원자로시설의 정상 공기조화계통 여과기 및 활성탄흡착기의 설계, 시험, 유

지보수와 관련한 사항들은 RG 1.140의 규제지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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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기체폐기물처리계통을 감싸고 있는 구조물에 사용된 설비와 정상 및 예상

운전과도 동안 발생되는 기체폐기물의 누설을 통제하기 위한 설비들에 대

한 내진설계 및 품질등급분류와 관련한 사항들은 RG 1.143의 규제지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아. 원자로시설로부터 환경으로의 배출이 시작되는 접촉지역에서 또는 정상 및 

예상운전과도 동안 발생되는 기체폐기물을 위한 저장탱크 및 붕괴지연대의 

지점에서 시작하는 기체폐기물처리계통의 경계 정의와 관련한 사항들은 

RG 1.143의 규제지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은 발전소에 예상되는 공정 요건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폐기물이 과잉 발생하였을 때와 보수를 위하여 주 처리장치가 정지하였을 

때(단일고장개념)를 예상하여 기체폐기물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용량 설계

를 하여야 한다. 또한, 예상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적합한 용량을 갖고 

있으며, 예상운전과도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에 설계 목표치내에서 운전가능한 

계통들을 허용한다.

       이러한 공정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공유계통(shared system), 다중계통 

(redundant systems), 그리고 예비 저장용량이 고려되어야 한다.

   3. 기체폐기물 관리계통과 계통을 보호하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부품의 내진설계와 

품질등급 분류는 RG 1.143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연속적인 누설경로들을 방지

하고 파열판(rupture disks)의 유체밀봉(liquid seal)을 제공하며, 폭발사고 시 유체

밀봉의 영구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4. 계통설계는 시설과 환경의 오염을 가능한 한도까지 최소화하고, 해체를 용이하

게 하고, RG 1.143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 (방사성폐

기물관리계획)에 따라 정상 및 예상운전과도 동안 발생되는 기체폐기물의 발생

을 최소화하는 특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5. 정상 환·배기계통에 설치되어 있는 HEPA 필터 및 탄소흡착기의 설계, 시험 및 

보수를 위하여 RG 1.140의 지침을 따라야 할 것이다. 만일 설계목적상 RG 1.140

에 명시한 것과 다른 옥소에 대한 제염계수가 사용된다면, 운전 중 또는 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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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조건(온도, 압력, 습도, 예상 옥소농도 및 유량) 하의 시험결과에 의하여 그 

적합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노후화와 공기 중 오염물에 의한 부식영향도 시험결

과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6. 수소나 산소의 폭발성 혼합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기체폐기물 관리계

통은 수소폭발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거나, 자동 조절기능을 갖춘 이중 기체 

분석기가 설치되어 폭발성 혼합물의 형성이나 축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기체폐기물계통(Gaseous Radwaste System, 이하 “GRS”)은 통상적

으로 잠재적인 수소폭발에 취약한 유일한 계통이다. 

       가. 수소폭발의 영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계통에 대해서는 계통의 설     

계압력이 운전절대압력의 20배 가량 되어야 한다. 

       나. 규격품 설비의 경우에는 설계표준압의 만족에 약간의 여유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계통의 운전압력이 명목상으로 103 kPa(15 psia)이고 설계상 

138 kPa(20 psia)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다음으로 높은 표준압력등급이 

4137 kPa(600 psia)이므로, 배관의 경우에는 2413 kPa(350 psia)로 설계될 수 

있다. 

       다. 공정기체흐름은 잠재적 폭발성 혼합물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분석되어 현장

과 제어실로 지시되어야 한다.

       라. 수소 폭발에 견딜 수 없도록 설계된 계통에 대해서는, 폭발성 산소나 수소 

혼합물의 형성이나 축적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자동조절 기능을 갖

고 있는 이중 기체분석기(이중이라는 의미는 두개의 독립된 기체분석기가 

연속적으로 운전됨으로써 수소나 산소가 폭발가능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있

음을 보여주는 두 개의 독립적인 측정 방식을 말한다)가 설치되어야 한다. 

기체분석기는 현장과 제어실에서 동시에 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 "고

-경보"는 산소 또는 수소농도 약 2%에 설정되어야 하며 "고-고 경보"는 

최대 4%에 설정되어야 한다.

          폭발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어방식은 "고-고 경보" 설정치에서 자동

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자동제어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1) 산소나 수소의 농도를 4% 이하로 유지함으로서 폭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계통에 있어서, 산소나 수소의 유입원은 계통으로부

터 자동적으로 격리되어야 한다(밸브는 고장 시 잠김 쪽으로 안전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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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2) 재결합기를 사용하는 계통에 있어서, 재결합기 하류의 수소나 산소의 

농도가 4%를 초과할 경우 허용될 수 있는 제어형태는 대체 재결합기 

계통으로 흐름을 자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설계를 포함해야 한다. 

           3) 제한치 이내로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희석제의 주입도 기술되어야 한다.

          계통설계가 산소농도 4%, 수소농도 4% 이하로 운전하도록 된 경우에 수소

농도를 분석해야 하며, 단지 수소농도 4% 이하로 운전하도록 설계된 계통

은 (산소농도 제한이 없는 경우) 수소에 대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

소농도 4% 이상에서 운전되도록 설계된 계통은 산소농도를 분석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재결합기를 사용하는 계통에 대하여, 산소나 수소의 분석은 재결합기 하류

에서 행해져야 한다. 재결합기 상류의 폭발성 산소와 수소 혼합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도록 계통설계가 되어 있다면, 재결합기 상류의 산소와 수소도 

분석되어야 한다. 각 위치에서의 기체분석기 수와 제어 설비들은 안전심사

지침의 본 절에 따라야 한다. 1개의 기체분석기가 재결합기 상류에 위치하

고, 1개는 하류에 위치할 때, 이러한 설계는 이중 기체분석기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 가압된 저장탱크 (서지 탱크 제외)를 포함하는 계통에 대하여, 

압축기와 저장탱크 사이에 최소한 1개의 기체 분석기가 있어야 한다.  재결

합기 상류와 하류의 농도를 순차적으로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이중 기체분

석기들이 설치되는 설계만이 허용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폭발가능성 공

정흐름이 어떤 장치 쪽으로 유입되기 전에 합쳐지는 경우, 각 흐름이나, 합

해진 흐름에는 이중기체 분석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수소폭발에 견딜 수 없도록 설계된 계통에서 기체분석기가 여러 지점을 순

차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면, 최소한 1개의 기체분석기는 흐름을 

연속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 연속기체분석기는 순차적으로 측정되는 흐름

들이 합쳐지는 지점에 위치해야 하며, 합쳐진 흐름을 샘플링 해야 한다. 기

체분석기의 관리에 있어 감지기는 매일 점검해야 하며, 매월 기능점검을 해

야 하고 분기에 1번씩은 교정을 하여야 한다.

          수소폭발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계통에 설치된 기체분석기 역시 수소폭

발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수소폭발에 견딜 수 없도록 설계된 계통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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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체분석기는 수소폭발에 견디도록 설계할 필요가 없다. (유사한 요건이 

폭발가능성 혼합물을 포함하는 계통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방사선 감시기에

도 적용된다.)

          모든 기체분석기는 전기로 인한 불꽃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기체폐기물저장탱크나 활성탄지연베드의 누설이나 손상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잠재적 방출과 관련해서는 당 지침 부록 11.3-1을 적용한다.

  8. 기체유출물의 배출에 따른 최대개인에 대한 선량평가는 RG 1.109, 1.111, 또는 이

에 기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특정사안에 따라 본 절로 부터 적절하게 자료를 선택하고 중점적으로 검

토한다. 검토절차는 당 지침서의 허용기준에 기초하여야하며, 허용기준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안한 대안이 II장의 요건을 만족하는 허용된 방법에 따른 평가결

과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기체폐기물 관리계통들에 대한 검토에 있어, 기체폐기물 모든 발생원, 기체폐기물

의 수집 장소, 모든 우회경로를 포함한 계통 내를 통과하는 기체들의 유통경로, 

제공되는 처리설비 및 기체유출물들의 환경으로의 방출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통도(P & ID)와 계통공정 흐름도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들이 포함된 

변수들은 NUREG-0017, RG 1.112에서의 계산 방법을 사용하여 예상운전과도를 

포함한 정상운전중 기체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희유기체, 방사성옥소, 삼중수소, 

C-14 및 입자)의 연간 방출량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이 계산결과에 의거 제출

된 기체폐기물 관리계통 설계는 당 지침 11.1절과 II.2.가.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유효선량, 피부 및 갑상선 피폭에 관련된 II.2.가.1), 2), 

3)의 허용기준 만족여부는 계산된 선원항을 사용한 피폭선량 계산에 의거 결정된

다. II.2.가.4)에서 주어지는 허용기준 만족여부는 손익연구에 따른 man-Sv (rem) 

피폭선량 계산에 의거 결정되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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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체폐기물 관리계통 설계용량 검토는 다음 주요 분야를 포함한다.

    가. 단일 주요장치 고장사고에 있어서 기체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계통 중 GRS 

의 능력. 대체장치가 없는 장치나 부품에 대하여, 검토자는 2년에 3주 동안의 

정지 기간을 가정해야 할 것이다. (평균 매년 10일)

    나.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누설되는 설계기준 즉, 핵연료 1% 손상에 의해 방출되

는 핵분열 생성물의 방사선/능 준위의 기체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GRS 능력

    다. 검토자는 GRS에 설계된 부계통들, 대체계통 또는 예비처리 장치 그리고, 예비

저장능력과 같은 계통들과의 상호 연결에 의한 운전상의 융통성을 검토해야 

한다. 

    라. 방사성기체 붕괴를 위한 활성탄지연계통들의 평가에 있어, 검토자는 다음 사

항을 고려해야 한다. 베드의 각 치수, 탄소의 무게, 유량, 온도, 압력, 습도, 그

리고, 유효 지연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역학적 흡착계수들

    마. 기체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여과기나 흡착제 매질의 형태나 특성은 처리되는 

기체의 화학적, 물리적, 방사선적 특성을 고려하여 NUREG-0017, RG 1.140 등

에 제시된 제거효율, 제염계수의 만족 등

    바. 기체폐기물계통의 손상이나 누설로 인한 최대개인피폭선량의 당 지침 부록 

11.3-1의 만족을 입증하기 위한 분석 및 결과

  3. 검토자는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의 GRS 부분의 배관과 장치의 품질등급분류를     

 RG 1.143과 비교하여야 한다. 또한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장치와 구조물보호

설비의 지진설계 기준을 RG 1.143에 명시된 설계지침과 비교한다.

     검토자는 신청자의 설계가 폭발후의 연속적인 누설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포함하고 있는가를 결정한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는 공기의 유입이 

일어날 수 있는 커버개스 유로와 저온증류계통에 액체탄화수소와 오존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4. 검토자는 계통설계, 계통배치, 장치설계, 운전방법 및 누설을 감소시키고 운전과 

보수를 용이하게 해주는 설비들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및 RG 1.143의 요건들과 비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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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검토자는 HEPA필터와 탄소흡착기에 대한 설계, 시험 및 보수의 기준을 RG 1.140과 

비교한다.

  6. 폭발성산소/수소 혼합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자에 의해 제시된 GRS가 

그러한 폭발의 영향을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설계되거나, 폭발가능성이 있는 혼합

물의 축적을 알려주고 방지하기 위한 이중 감시기기를 설치하고 있는가를 계통설

계와 계통도(P&ID)를 사용하여, 결정해야 한다.

  7.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 단계에서, 검토자는 공정 및 유출물관리를 위하여 당 지

침 16.0장에 들어갈 공정 및 유출물 제어를 위하여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지침, 주

민피폭선량평가지침 및 행정관리분야를 검토해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에 의하

여 제시된 기술지침, 주민피폭선량평가지침 및 행정관리분야에 명시된 계획의 내

용, 취지 및 범위가 심사의 결과로서 개발된 요건과 일치하는가를 결정한다. 심사

는 원자로설계와 부합하는 운전을 위한 적절한 제한조건의 평가와 개발을 포함한

다. 기술지침, 주민피폭선량평가지침은 Generic Letter(이하 “GL”) 89-01을 이

용한 10 CFR 50.36a의 요건 및 NUREG-1301 또는 NUREG-1333의 지침과 관련하

여 검토되어야 한다. (GL 89-01은 NUREG-1301에 포함되어 있다). 

  8. 검토에는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시설 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해체를 용이하

게 하고,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을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특성

을 기술하는 정보가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지침이 고려될 수 있다.

    가. IE Bulletin No. 80-10

    나. 2006년 10월 10일 Memorandum (Larry W. Camper으로부터 David. B. Mattews 

와 Elmo E. Collins에게 전달, ADAMS Accession No. ML0619201830), 10 CFR 

20.1406을 만족하기 위한 설계와 관련하여 NUREG/CR-3587

    다. “Liquid Radioactive Release Lessons Learned Task Force, Final Report" 

Section 2.0 및 3.2.2 (2006년 9월 1일, ADAMS Accession No. ML062650312)

    라. RG 1.143 및 1.11

    마. ANSI/ANS-55.4-1993(2007), ANSI/ANS-40.37-2009 등의 산업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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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와 안전심사보고서에 포함될 다음 유형의 

결론을 지지하기에 검토가 적합했는가를 입증한다.

   검토자는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설계(고정설비 및 이동식설비 포함)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및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과 일반설계기준(GDC) 3, 

60, 61; 10 CFR 50 Appendix A, 10 CFR 50.34a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필요한 설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결정한다. 그리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

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

호 등에 관한 기준”과 10 CFR 20.1301, 10 CFR 20.1302, 10 CFR 20.1301(e), 10 CFR 

20.1406, 10 CFR 50.34a; 일반설계기준(GDC) 3, 60, 61; 10 CFR 50 Appendix I의 요건

을 만족시키는가를 결정한다. 

  1. 신청자는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설계가 기체유출물의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감지

하고 조절하는데 필요한 장치와 기기들을 갖추고 있음을 보증함으로써 환경으로

의 방사성물질 방출을 조절하는데 있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및 일반설계기준(GDC) 60과 6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ALARA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

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및 10 CFR 50의 Appendix I의 요건을 충

족시켜야 한다.

    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및 10 CFR 

50 Appendix I의 II.B 와 II.C 와 견주어, 어떤 부지내에 있는 각 원자로에 대하

여 발전소 수명기간동안 예상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유입에 근거한 예상운전사

고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 기체유출물에 함유된 방사성물질(희유기체, C-14, 

H-3, 방사성 옥소 및 입자들)의 방출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출된 기체폐기물 

관리계통들은 모든 피폭경로를 통한 제한구역경계 외부에서 개인에 대하여 

계산된 예상피폭선량이 외부피폭에 의한 유효선량 또는 피부등가선량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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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mSv(5 mrem) 또는 0.15mSv(15mrem) 및 방사성 옥소, C-14, H-3 및 입자

상 방사성물질에 의한 인체 장기 등가선량이 0.15mSv(15mrem) 이하로 유지되

도록 기체 유출물내의 방사성물질 방출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검토자는 부지내의 각 원자로로부터 대기로 방출되는 모든 방사성물질의 계산

된 연간 총량은 제한구역 외부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어느 지역에서나 기체유

출물로부터 예상되는 연간 공기선량이 감마선에 대하여 0.1mGy(10 mrad) 또는 

베타선에 대하여 0.2 mGy(20 mrad)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및 10 CFR 

50 Appendix I의 II.D와 관련하여, 제안된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이 입증된 기술

들을 사용하여 잠재적인 향상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원자력발전소에서 노심내 핵분열생성물의 1%가 일차 냉각재로 누출되는 원자로 

운전으로부터 야기되는 잠재적 결과를 고려하여,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제한구역 

밖의 기체유출물들에 의한 방사성 물질들의 농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

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별표 3의 배기중 배출관리기준에 명시된 

제한치의 낮은 비율이 될 것이라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신청자는 원자력안전법과 

10 CFR 20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4. 제출된 기체폐기물 관리계통들의 능력은 예상운전 사고 시 발전소의 예상되는 요

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고려하였으며, 계통의 용량 및 설계융통성은 발전소의 

예상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적절하다고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

  5. 검토자는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시설 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해체를 용이

하게 하고,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을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설계특성, 운

영프로그램 및 운영절차를 검토하였으며, 이들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66조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와 10 CFR 20.1406의 요건들을 충족시켰

다고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

  6. 신청자의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의 품질보증설비들, 계통들의 부품들에 사용한 품

질등급분류, 계통 및 기체폐기물 관리계통들을 보호하는 구조물들의 설계에 적용

된 지진설계를 검토한다. 이러한 계통들을 보호하는 구조물과 계통의 설계는 RG 



제11.3절     개정 5 – 2016. 12

- 14 -

1.143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7. 기체폐기물의 부주의한 배출을 통제하고, 비방사성계통으로의 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으로의 통제되지 않고 감시되지 않는 배출을 방지하고, 비방사성계통으로의 

연결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특성을 검토하였으며, 신청자에 의해 제시된 방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제32조 (방사

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및 일반설계기준(GDC) 60, 64, RG 1.143에서 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8. GRS에서 수소폭발에 기인한 누출을 제어하기 위한 허가신청자의 설계에 연관된 

설비들을 검토하였으며, 신청자에 의해 제시된 방법은 폭발을 방지할 수 있거나, 

또는 폭발의 영향을 견딜 수 있기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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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방사선방호설비)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경보장치 등)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

  6.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7. 10 CFR 20.1302, "Compliance with dose limits for individual members of the 

public."

  8. 10 CFR 20.1406, "Minimization of Contamination"

  9. 10 CFR 20, "Standards for Protection Against Radiation".

 10. 10 CFR 50.34a, "Design  Objective  for Equipments to Control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in Effluents 'Nuclear Power Reactors."

 11. 10 CFR 50.36a, "Technical Specifications on Effluents from Nuclear Power Reactors."

 12.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3, "Fire  Protection"

 13.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60, "Control of Releas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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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active  Materials to the Environment"

 14.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61, "Fuel Storage and 

Handling and Radioactivity Control".

 15. 10 CFR 50, Appendix I, "Numerical Guides for Design  Objectives and Limiting 

Conditions for Operation to Meet the Criterion 'As Low As Is Reasonably 

Achievable' for Radioactive Material in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Reactor Effluents."

 16. Regulatory Guide 1.11 "Instrument Lines Penetrating Primary Reactor Containment"

 17. Regulatory Guide 1.33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Operation)"

 18. Regulatory Guide 1.140,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Normal 

Ventilation Exhaust System Air Filtration and Adsorption Units of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19. Regulatory Guide 1.143, "Design Guidance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 Light-Water-Cooled Nuclear Reactor 

Power Plants."

 20. NUREG-0017, "Calculation of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in Gaseous and 

Liquid Effluents from Pressurized Water Reactors (PWRs)."

 21. ANSI/ANS-55.4-1993(2007), “Gaseous Radioactive Waste Processing Systems for 

Light Water Reactor Plants”

 22. ANSI/ANS-40.37-2009, “American National Standards For Mobile Low-Level 

Radioactive Waste Processing Systems"

 23. Branch Technical Position(BTP) 11-5, "Postulated Radioactive Releases Due to a 

Waste Gas System Leak or Failure"

 24. Regulatory Guide 1.109, "Calculation of Annual Doses to Man from Routine 

Releases of Reactor Effluents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Compliance with 10 

CFR Part 50, Appendix I."

 25. Regulatory Guide 1.111, "Methods for Estimating Atmospheric Transport and Dispersion 

of Gaseous Effluents in Routine Releases from Light-Water-Cooled Reactors"

 26. Regulatory Guide 1.112, "Calculation of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in 

Gaseous and Liquid Effluents from Light-Water-Cooled Power Reactors."

 27. Generic Letter 89-01, "NUREG-1301 - "Offsite Dose Calculation Manual Guidance: 



제11.3절     개정 5 – 2016. 12

- 16 -

Standard Radiological Effluent Controls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28. IE Bulletin 80-10, "Contamination of Nonradioactive System and Resulting Potential 

for Unmonitored, Uncontrolled Release of Radioactivity to Environment" 

 29. NUREG/CR-3587, "Identification and Evaluation of Facilitation Techniques for 

Decommissioning Light Water Reactors" (June 1986)

 30. 40 CFR 190, "Environmental Radiation Protection Requirements for Normal Operations 

of Activities in the Uranium Fuel Cycle, Final Environmental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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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1.4절 고체폐기물 관리계통

 검토주관 :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에 대한 설계

목적, 설계기준, 성능목표, 처리방법, 세부계통설명, 이동설비, 폐기물발생량, 계통도

(P&ID), 공정 및 유출물감시기와 제어설비, 공정흐름도 등을 검토한다. 또한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건설허가단계에서 승인되었던 설계에 따라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운

영기술지침서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내용이 적합한지 평가한다.  검토내용에

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1. 취급 및 처리될 건․습식 상태 폐기물의 예상발생량 및 폐기물의 예상 핵종분포, 

핵종농도, 폐기물의 화학조성 및 유해성물질, 설비의 설계용량, 처분장에 인도될 

폐기물예상발생량 및 핵종재고량

  2.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에 대한 세부내용, 계통도(P&ID), 공정 및 유출물 감시기 및 

제어설비, 이동설비, 고체폐기물계통 설계 및 운전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 및 공정

관리계획의 개발에 사용되었던 정보들

  3. 액체폐기물, 슬러지, 폐수지 보관 탱크의 넘침으로부터 발생한 방사성물질의 제

어, 방지, 회수하기 위한 운전절차 및 설계. 폐기물이송을 위한 배관 및 밸브의 

부식저항성. 토양 및 콘크리트 속에 묻혀 있는 유출물 방출배관의 누설 인지를 

위한 설계. 방사성물질의 넘침 및 누설로 인해 비방사성계통으로의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한 방안. 비정상적이고 감시되지 않은 누설에 대한 제염 및 복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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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화방법의 설명, 탈수방법의 설명, 사용된 고화제, 그리고 고화물질과 고화제 특

성의 적절함 및 완전탈수를 보증할 수 있는 공정관리계획의 이행

  5. 액체 및 습식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필터, 이온교환수지, 흡착기의 형태 및 제염

성능  

  6. 건식고체폐기물의 부피를 저감하기 위한 분류, 파쇄, 압축 등의 방법. 부피감용설

비의 설계 및 부피감용비

  7. 활성탄을 이용하여 배기체를 처리하는 설비에서 발생하는 폐활성탄의 관리와 연

간 발생량 및 처분예상량 

  8. 폐기물의 위탁처리 여부 및 위탁처리후의 폐기물 반송 또는 발생자를 대신하여 

처분장으로의 이송에 관한 사항

  9. 고체폐기물 저장용기의 형태 및 크기에 관한 세부내용 즉, 충전, 취급 및 제거가

능 방사능오염의 감시방법 그리고 제염, 포장 및 저장에 관한 조항

 

  10. 고체폐기물의 발전소내 저장, 예상 및 설계부피, 예상 핵종농도 및 설계 값에 관

한 조항

  11. 폐기물처리설비로부터의 방사선방출을 제어하기 위한 차폐체 및 차폐 설계. 고

정설비 또는 이동설비 주위의 임시 및 고정차폐체의 사용

  12. 배관 및 설비의 품질등급 분류. 정상운전 및 예상과도운전사건 시 발생한 폐기

물에 대하여 Regulatory Guide(이하 “RG") 1.143에 따른 분류

  13. 정상운전 및 예상과도운전사건 시 발생한 폐기물과 관련하여 RG 1.143 및 특정

기술주제보고서에 따른 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기 및 설비의 설계. SAR 또

는 관련 자료에 언급되어 있는 유사설비와 방식 등에 관한 경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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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고체폐기물처리계통에 의하여 폐기물 부피감용, 방사선준위저감, 시설 및 환경오

염의 최소화, 해체의 용이성, 폐기물발생의 최소화 등을 고려한 설계

  15. 정상운전 및 예상과도운전사건 시 발생한 폐기물과 관련하여 RG 1.143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에서 공정관리계획(PCP) 및 주민피폭선량평가(ODCM)에서 정의하

고 있는 환경으로의 방출 (1차측 및 2차측 수용액 탱크 또는 폐기물의 저장시설 

포함)에 이르는 고체폐기물처리계통의 경계

  16. 설계인증(Design Certification)을 위한 평가를 위해 안전심사지침 14.1과 관련하

여 사업자가 제시한 설비, 계통, 부품에 대한 검사, 시험, 분석, 인수기준. 

  17. 공정 및 유출물감시기, 시료채취계획 및 주기와 관련한 공정관리계획(PCP)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고체폐기물 관리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폐기물처리계통 및 저장시설에서의 가연성물질의 사용 및 존재에 관해서는 안전

심사지침 9.5.1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2.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3.1, 3.3.2, 3.5.3, 3.7.1～3.7.4, 3.8.4, 3.8.5

절에 따라 자연재해에 견딜 수 있는 내진범주 I 구조물의 설계해석, 설계절차 및 

설계기준의 타당성을 결정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 및 3.2.2절에 따라 계통 구성기기들

의 내진 및 품질등급 분류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따

라 인화성물질의 저장 또는 이용을 검토한다.

 

  4. 운영기술지침서는 안전심사지침 16장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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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안전심사지침 17장 검토주관부서가 품질보증계획에 대하여 검토한다.

  6. 액체폐기물탱크의 파손에 의해 외부로 방사성물질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

해서는 안전심사지침 11.2장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7. 시설 및 건물의 공기정화 및 배출공기정화설비(HEPA필터 및 첨착활성탄 필터 장

착)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9.4장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공정 및 유출물감

시기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11.5장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8. 액체 및 고체폐기물의 공정 및 유출물에 대한 시료채취 및 감시기에 대해서는 안

전심사지침 11.5장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9. 고체폐기물처리 공정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9.3.2장 

및 11.5장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10. 공정관리계획(PCP)과 관련한 방사선유출물감시 및 주민피폭선량평가(ODCM)는 안

전심사지침 11.5장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11. 고체폐기물계통의 성능을 검토하기 위한 선원항 평가 및 선량계산이 안전심사지

침 11.2장 및 11.3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안전심사지침 11.1장 및 11.4장의 내

용을 기초로 하여 관련 고시 및 NRC기준(10 CFR 20.1302, 10 CFR 20.1301(e) 부

록 B의 표2, 10 CFR 20, 10 CFR 50 부록1∼10의 선량목표관련)을 참고로 검토하

여야한다. 

 12. ALARA를 위한 계통설계 및 10 CFR 20.1201, 10 CFR 20.1202 부록 B의 표1, 10 

CFR 20의 종사자선량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운전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12장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이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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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검토자는 다음 요건들이 만족되는 경우에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에 대한 설계근거로

서 사용된 기준을 승인한다.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령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방사선방호설비)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 (사업소안의 방사성물질 등의 저장)

 4.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폐기물.20)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

한 기술기준”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폐기물.18)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폐기물.07)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8.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폐기물.19)“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

에 관한 규정”

 9.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폐기물.02)“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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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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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지침

     가.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는 RG 1.143

     나. 제한구역경계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유출과 관련하여, 고체폐기물계통의 정상 

및 예상과도운전 중에 발생한 유출물에 관하여는 10 CFR 20.1302 및 1301(e)

     다. 오염방지, 해체 시 폐기물 발생 저감, 방사성폐기물 발생 줄임을 위한 설계 

및 작업절차에 관하여는 10 CFR 20.1406

     라. 제한구역경계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유출을 최소화하여 ALARA를 유지하기 

위한 기기의 성능목표에 관하여는 10 CFR 50.34a

     마. ALARA 규정을 만족하기 위한 운전제한조건 및 선량관련 설계목표에 관하여

는 10 CFR Part 50 첨부 I 및 Section A, B, C, D

     바. 단일호기 및 다수호기 부지로부터의 방사선 및 모든 방사선원으로 부터의 연

간선량기준 관련하여 40 CFR Part 190 (EPA)

     사. 정상운전 및 예상과도운전 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고 고체폐기물계통에서 

발생한 액체방사선물질의 방출을 제어하기 위한 계통설계와 관련하여 10 

CFR Part 50의 첨부A, 일반설계기준 60

     아. 정상 및 예상과도조건시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계통의 안전성에 관해 

일반설계기준 61

     자. 고방사선준위를 감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계통의 능력에 관

해 일반설계기준 63

     차. 중, 저준위 고체폐기물의 분류, 처리 및 중, 저준위처분장으로의 처분에 관해 

10 CFR 61.55 및 10 CFR 61.56

     카. 허가받은 설비로의 방사성물질 이송과 관련하여 10 CFR 20.2006 및 첨부 G

부터 10 CFR Part 20까지

     타. 유독성 또는 유해성물질이 포함된 방사성폐기물에 관해 10 CFR 20.2007, 처

분에 관해서는 10 CFR Part 20

     파.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기록 및 기록유지관리 10 CFR 20.2108

     하. 방사성물질의 이송을 위한 허가된 포장 및 이송용기와 관련하여 10 CFR Part 

71 및 40 CFR Parts 171-180

     거. 이송용기의 표면에 제거 가능한 오염물질의 존재 시 49 CFR 173.443. 이송용

기 및 차량의 외부 방사선준위 측정 시 사용되는 방법 및 절차는 40 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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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41

     너. 검사, 시험, 분석, 인수기준에 관해 10 CFR 52.47(b)(1) 

     더. 비상계획에 적용 검사, 시험, 분석에 관해 10 CFR 52.80(a)

    

2.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설계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제요건의 만족

에 근거한다.

    가. 계통의 설계변수들은 안전심시지침 11.1에서 평가된 바와 같이 유사한 설계의 

발전소 운전경험에 의한 핵종분포 및 농도에 근거하여야 한다.

    나. 고체폐기물 처리계통 설계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습식 및 건식폐

기물, 핵종분포 및 농도, 핵종제거효율 및 제염계수, 폐기물부피저감 또는 증

가, 폐기물 부피 및 발생량.

    다. 액체 및 습식폐기물은 부지외부로 이송하기 전에 공정관리계획에 따라 고화되

어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폐기물.07)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

도규정”에 의거하여 각 저장용기에는 유리수가 기준치 이하임(안정화된 폐기

물 0.5%이하, 고건전성 용기내 폐기물 1% 이하)을 입증하는 규정과 제한치 이

상의 물이 있다고 확인된 저장용기의 재처리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 기타 모든 습식폐기물은 공정관리계획에 따라 외부반출 이전에 고화/탈수(처분

장 기준에 준함)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폐기물.07) “중·저준위 방사

성폐기물 인도규정”에 의거하여 각 저장용기에는 유리수(Free Water)가 기준

치 이하임(안정화된 폐기물 0.5%이하, 고건전성 용기내 폐기물 1% 이하)을 입

증하는 규정과 유리액체가 확인된 저장용기의 재처리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야 한다.

    마. 안전심시지침의 11.5장의 공정관리계획서(PCP) 및 주민피폭선량평가(ODCM)와 

관련하여 고체폐기물처리계통 설계목표, 설계기준, 처리방법, 유출물 예상량, 

공정 및 유출물감시기와 제어설비, 공정 및 유출물 감시기의 경보설정치가 설

정되어 있어야 한다.

    바. 고체폐기물 용기, 수송용기 및 포장방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폐기물.02)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10 CFR 71 및 10 CFR Part 

61)의 규제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폐기물 처리 또는 처분시설의 인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적합한 규제요건에 의거하여 허가된 처분시설로 

운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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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처리설비는 설계된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유입량을 처리할 수 있는 크기를  

갖추어야 한다.

    아. 발전소내 폐기물저장설비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11.4-1에 따라 충분한 저장용

량을 갖춤으로서 수송 전에 단수명 핵종이 붕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

용해야 한다(저장시간에 관한 기준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자. 정상 및 예상과도운전 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체폐기물 관리계통

의 기기 및 배관계통과 고체폐기물계통 구조물의 내진설계 및 등급분류는 RG 

1.143의 규정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차. 장기간(수년, 단 발전소 수명기간 보다는 작음)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발전소

내 임시 저장설비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11.4-2의 지침에 따라 설계되어야한다. 

    카. 습식 및 건식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폐기물의 분류 및 특성이 원자

력안전위원회 고시 (폐기물.07)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및 처

분장의 인수기준(Waste Acceptance Criteria)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공

정관리계획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폐기물.07) “중·저준위 방사성폐기

물 인도규정” 및 10 CFR Part 61을 만족하는 공정 및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

다.  

    타. 유독성 및 유해성 물질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은 10 CFR 

20.2007에 따라야 하며 관련 법 또는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파.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운전 시(정상 및 예상과도 시) 발생하는 유출물(기체 및 

액체)은 RG 1.143 및 10 CFR Part 20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정관리계획 및 주민

피폭선량평가(ODCM)에서 정의한 단일 호기 및 다수호기 경계에서 액체 및 기체

유출물 배출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하. 운영계획서: 공정 및 유출물 감시기와 시료채취계획 측면에서 공정관리계획서 

이행은 안전심사지침 11.5(참고 10 CFR 20.1301 및 20.1302, 10 CFR 50.34a 및 

36a, 10 CFR 50 부록 I, Section I, II, IV)를 만족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다음 검토절차에서 각 사안에 적합한 부분을 선정하고 이를 중점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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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토자는 계통설계, 운전방법 및 설계에 사용되는 변수들(예상 및 설계유량, 방사

성물질의 농도, 핵종분포 및 폐기물준위 분류)을 결정하기 위해 계통도(P&ID) 및 

공정흐름도를 검토한다. 계통설계 및 설계기준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11.4-1, RG 

1.143 및 유사설계 발전소의 운전자료와 비교한다.

  2. 검토자는 고화/탈수에 사용된 방법을 이전의 검토에서 얻어진 경험 및 유사한 방

법을 채택하고 있는 발전소의 운전자료와 비교한다. 공정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제

안된 고화/탈수방법이 폐기물 중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분들을 고화/탈수시

킬 수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제안된 방법을 검토하여 모든 습식 폐기물이 적절

히 고화 또는 탈수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고려하

여 적합성을 판단한다.

      가. 유리, 유동성 또는 비결합액체(고화의 경우) 또는 과잉유리수(탈수의 경우)를 

감지하기 위한 기술능력

      나. 고화처리 시 또는 감지된 유리수의 탈수

      다. 폐기물 형태의 특성

     검토자는 10 CFR 61의 요건에 대한 각 발전소 고유의 특이성에 기초하여 탈수 

및 고화(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공정관리계획을 검토한다.

  3. 검토자는 고체폐기물의 포장절차 및 허가된 소외 처분설비로 수송하는 절차에 관

한 세부사항을 검토하며, 신청자가 제반 규제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명백한 약속

을 제시하는지 확인한다. 소외로 수송되는 고체폐기물의 부피 및 핵종농도에 관

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값을 유사발전소의 운전자료 및 이전의 허가신청

자료와 비교한다.

  4. 검토자는 고체폐기물계통의 설계용량을 설계기준의 폐기물 부피와 비교함으로써 

예상운전과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부피보다 더 큰 저장용량을 신청자

가 제시하고 있는가를 판단한다. 약 6개월간의 폐기물 발생량을 수용할 수 있도

록 설계된 발전소내 저장용량을 안전심사지침 부록 11.4-1의 지침과 비교한다.  

비교 시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 증가유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계통기기의 이용도 및 저장설비에 의해 단수명 핵종의 감쇠를 허용할 수 있는 충

분한 기간 동안 발전소내에 저장이 가능한지에 판단 근거를 둔다. 장기간(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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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발전소 수명기간보다는 작음) 동안 발전소내에 저장할 경우 저장설비는 안전

심사지침 부록 11.4-2의 지침과 비교한다.

  5. 검토자는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사용하기 위한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을 검토해

야 한다.

  6. 검토자는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의 품질등급 분류를 RG 1.143의 지침과 비교한다.

  7. 검토자는 고체폐기물계통 구조물의 내진설계를 RG 1.143의 지침과 비교한다. 예

외사항은 안전심사지침 3.2.1절의 검토주관부서인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에 의뢰

한다.

  8. 검토자는 고체폐기물계통의 설비배치, 설계특성 및 운전형태를 안전심사지침 부

록 11.4-1 및 RG 1.143의 지침과 비교한다.

  9. 검토자는 운영허가 단계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운영기술지침서(운영관리부분)를 검

토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운영기술지침서의 운영관리부분에 명시된 계

획의 내용, 의도 및 범위가 규제요건에 부합되는지 검토한다. 이 검토에는 운전에 

대한 적절한 제한조건의 평가/개발 및 발전소 설계에 맞는 기준을 포함한다.  운

영기술지침서의 운영관리부분에 명시된 계획은 10 CFR 50.34a의 요건에 따라 검

토한다.

 10. 검토자는 폐기물분류 및 폐기물특성을 10 CFR 61.55 및 61.56과 비교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설계는 타당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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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제34조 (방사선방호설비), 제65조 (사업소 

안의 방사성물질 등의 저장),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폐기물.20)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폐기물.18) “중·저준위 방사성폐기

물 소각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폐기물.07)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

정”,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폐기물.19)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

사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폐기물.02)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

에 관한 규정” 요건을 만족시킨다.

  이 결론은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이 공정, 포장 및 허가된 소외처분시설로의 반출 전

에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에 사용되는 설비 및 계측수단을 포함하는데 근거한다.  고체

폐기물 관리계통의 검토범위는 계통의 유로도, 배관,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에 대한 세

부정보 및 고체폐기물 관리계통 운전에 필수적인 보조계통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신청자가 제시한 설계기준, 설계근거 및 설계분석이 검토되었다.  또한 예상운

전과도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에 예상되는 폐기물의 형태 및 부피를 처리하는 계통능

력을 검토하였으며, RG 1.143에 따라 품질등급 분류 및 내진설계를 검토하였다.

  완전 고화/탈수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의 제안방법을 검토하였으며 공정, 설계 특

징 및 폐기물저장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11.4-1 및 부록 11.4-2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이 검토에서의 허용근거는 신청자의 설계,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가 제반 규제요건을 

준수하고 있는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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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1.5절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

 검토주관 :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건설허가 심사단계에서 액체폐기물관리계통, 기체폐기물관리계통 및 고체폐기물관리계

통의 액체/기체 공정 및 유출물 감시에 사용하는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에 대해 신

청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하고, 운영허가 심사단계에서는 건설허가 심사

단계에서 승인된 설계가 준수되는지 여부와 함께 신청자의 운영기술지침서 적합성을 

검토한다.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에서 공정 및 유출물 시료를 채취하는데 필요한 

부속 계통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검토 특정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의 설계목적 및 기준; 고정 설

치된 계통에 연결되는 스키드 탑재 방사선 감시 장비의 연계부위를 포함 

가. 감시 또는 별도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대상이 되는 공정 및 유출물 확인

나. 각 감시 또는 시료 채취 기능의 목적 확인

다. 감시 또는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해 공정 및 유출물의 방사성핵종 분포와 방

사능 농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변수(전 베타-감마 또는 전 알파방사능, 방사



제11.5절     개정 5 - 2016. 12- 2 -

성핵종별 농도, 핵종별 방사능 또는 핵종 군별 방사능) 확인

2.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에 대한 설명

가. 다중성/독립성을 고려하여 준비된 방사선 측정 기기와 관련 시료채취 장비; 

기기별 측정범위, 교정 및 민감도; 경보를 발생하고 유출물 방출을 종료하거

나 공정을 격리시키는 경보/정지 신호 설정치 결정 방법; 유출물의 소내 희석 

고려 근거;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가상한 사고에 대비한 구성 기기들의 

다양성

나. 방사선 기기, 감시기, 현장 지시기 및 스키드 탑재 방사선 감시 장비[연계부

위포함]의 위치

다. 시료채취 지점과 시료채취장의 위치 및 선정 근거

라. 기기를 통해 취득한 가공되지 않은 측정 결과를 방사능 또는 방사성핵종 농

도와 같이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하는 방법

마. 측정, 분석 또는 수립된 척도인자(대리 핵종을 이용하여 시료 분석 결과를 해

석하는 근거 포함; 검출이 어려운 핵종을 검출이 용이한 핵종 측정으로 대치

하고 전 베타-감마 농도를 측정하거나 특정한 핵종을 측정). 기기 교정 절차

는 발전소 운전 상태(즉,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 후 조건)에 따라 방

사성핵종 분포가 변하면 기기 반응도가 변화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바. 표시기 및 경보의 형태와 위치, 그에 따른 조치내용, 그리고 경보 설정치를 

초과하여 일단 운전 정지가 발생하면 계통이 적정하게 동작하여 방출이나 공

정이 종료되거나 경로가 전환되는 등 기대하는 조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는 확증.

사. 시료채취관의 세정을 위한 대책, 폐기물수집계통으로 향하는 공정 및 유출물 

부피를 줄이기 위한 대책, 시료채취 및 분석 프로그램(시료채취와 분석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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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포함)의 근거.

아. 감시 기기의 측정값과 시료 분석 결과 및 발전소 운전 사이에 예상되는 상관

관계 및 결과의 해석.

자. 감시 기기 및 시료채취계통의 교정, 정비, 기능 점검과 검사를 위한 절차기술

차. 배치도, 계통도(P&ID), 유출물 배출 또는 방출 지점의 위치와 명칭, 공정 및 

유출물의 흐름도면.

카. 비방사성계통에서 방사성물질이 감시 및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환경으로 방

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 계통과 절차.

3. 운영기술지침서(TS),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ODCM), 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

(REMP)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공정 계획서(PCP)의 기술 범위와 내용.

4. 배관과 장비의 품질등급 구분과 Regulatory Guide(이하 "RG”) 1.143에 부합하도록 

선정된 구분 방법 수립 근거. 고정 설치되는 계통과 스키드에 탑재되는 방사선 감

시 기기 및 시료채취 장비의 설계 및 예상되는 온도, 압력, 제작 재료.

5. RG 1.143에 부합하여 운전 및 정비 편의를 위해 장비와 설비에 적용된 설계 규정.

6. 폐기물의 방사능을 낮추고, 가능한 한 설비오염과 환경오염을 줄이며, 궁극적으로 해

체를 용이하게 함과 아울러 가능한 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설계규정.

7. 여러 기능이 모여 있는 부분을 기술하거나, 장비 및 구성 기기의 설계 특징을 표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정과 폐기물처리계통 및 배출 지점 사이의 연결 부위를 공

유한다.

8. 액체, 기체 및 고체폐기물관리계통 경계 정의; 공정 대상물과 방사성 폐기물을 수집

하기 위해 제공된 설비 계통으로부터 발전소 주변주민피폭선량평가지침에 정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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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바와 같이 환경으로 통제 방출되는 지점까지 또는 RG 1.143에 부합하는 재활

용을 위한 1,2차 계통수 저장탱크 위치까지.

9. 외부 선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료채취 부위는 차폐 박스 안으로 넣거나 시료

채취 부위 가까운 주변 차폐 또는 임시 차폐 물질을 사용하는 설계 고려.

10. 공정과 유출물 흐름을 종료하거나 유로를 전환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포

함하여 방사선 감시와 시료채취 장비에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 검토, 

검증, 타당성 확인 및 감사하는 방법; 대상 소프트웨어는 신청자가 개발하였거나 

외부 구입 또는 기기에 포함된 모든 것을 망라한다.

 

검토연계분야

본 지침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10 CFR 100의 지침에 상당하는 소외 피폭을 유발하는 사고의 진행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설계된 공학적안전설비(ESF)를 작동하는 기기 및 제어 관점에서 공

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은 안전심사지침 7.5절과 13.3절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2.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을 이용하여 사고 조건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의 누설과 

흘림을 통제하며, 공정 폐기물 계통과 유출물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작

업종사자의 방사선피폭을 제한하는 데 적용되는 규정은 안전심사지침 9.3.2항, 

12.3-12.4절 및 13.3절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3.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과 방사성폐기물 처리공정 계획서를 연계하여 운영기술지침

서는 안전심사지침 16장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4. 품질보증 담당부서는 설계, 건설, 운영단계의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대해 안전심사지

침 17장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담당기술진은 품질을 확인하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품질보증 책임부서에 이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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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의 품질보증 측면은 안전심사지침 17장 검토주

관부서가 검토한다. 공정과 유출물 흐름을 종료하거나 유로를 전환하는 데 사용되

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방사선 감시와 시료채취 장비에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

웨어를 개발, 검토, 검증, 타당성 확인 및 감사하는 데 적용되는 방법에 초점을 맞

춘다.

6. 제한구역 밖에 있는 일반인이 가스나 입자상의 기체 유출물로부터 받는 피폭선량을 

평가하기 위한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에 적용되는 연평균 대기확산인자(X/Q)와 침적

인자(D/Q)의 산출근거는 안전심사지침 2.3.5항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7. 공정 및 유출물에서 예상되는 방사선원 항의 산출 근거는 안전심사지침 11.2-11.4절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8. 계통을 보호하고, 안전 정지에 이르게 하는 지진이나 가능한 최악의 홍수 또는 폭

풍 및 폭풍에 날리는 물체와 같은 자연 발생적인 현상으로부터 초래하는 영향을 견

딜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구조물이 내진범주 I에 상응하도록 적용된 설계해석, 절차 

및 기준은 안전심사지침 3.3.1항, 3.3.2항, 3.4.2항, 3.5.3항, 3.7.1항 - 3.7.4항, 3.8.4항 

및 3.8.5항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9. 구조물과 계통 구성 기기에 대한 내진범주 및 품질등급 구분의 적합성은 안전심사

지침 3.2.1항 및 3.2.2항과 RG 1.143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10. 먹는 물과 위생용수 계통을 보호하는 설계 특성과 기기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2.4

항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1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 원자력안전위원

회고시 (방사선.01)“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제4조와 제7조 및 [별표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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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요구되는 작업종사자 피폭선량 제한 값을 만족하는 것이 보증될 수 있도록 계통

의 설계와 운전에 반영된 RG 8.8과 RG 8.10 의 ALARA 규정은 안전심사지침 12장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특정한 허용기준 및 검토 절차는 검토 연계분야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

어 있다.

Ⅱ.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 원자로시설에

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정상운전⋅예상운전과

도사건 및 사고조건에서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걸쳐서 1차 냉각재 방사성물질의 농

도, 2차 냉각재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격납용기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배기통의 

출구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서의 배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배수구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서의 배수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방사선관리구역 안의 방사선량률, 원

자로시설 제한구역경계에서의 공기 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방사선량률을 감시할 

수 있는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 격납건물 및 

관련계통은 설계에 고려되는 모든 사고조건에 대하여 격납건물 외부로의 방사성물

질 누설이 최소화되도록 누설 밀봉 방호벽기능을 갖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제한치 

이상으로 방사능이 외부환경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뢰성 있게 격납

건물을 외부환경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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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발생되는 기체 및 액체방사성 유출물

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제한하여

야 하는 경우에도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내

에 방사성물질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있어야 한다. 제한구역 경계

에서의 수중 및 공기 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배출관

리 기준의 제한치 이하가 되도록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원

자로시설에서 발생되는 액체 또는 기체 방사성폐기물은 배수구 또는 배기구외의 곳

에서 방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방사선방호설비) :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방사선준위를 낮출 필요가 있는 곳에는 차폐설비를 갖춰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경보장치 등) : 원자로시설에는 배

기통의 출구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서의 배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배수구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서의 배수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방사선관리구역 안의 방사선

량률이 현저하게 상승한 때에 이들을 검출하여 자동적으로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또한, 1차 냉각계통 및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에 관련되는 주요 

기기들의 작동상태를 나타내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 (방사선방호의 최적화) : 원자로시설

의 설계 시에는 종사자 및 외부주민이 받게 될 예상피폭선량을 평가하여 운전 상태

에서 예상되는 방사선피폭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한 적합한 방안이 고려되

어야 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 발전

용원자로운영자는 안전 관련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 및 성능을 설계 시 

가정하고 의도한 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의 중요도를 고려한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는 정해진 주기마다 

검정⋅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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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 : 발전용원

자로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방사성폐기물 및 유출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방사성유출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에는 방사성유출물의 환경배출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

여 발전소 주변주민피폭선량평가, 방사성유출물 감시설비의 운영, 액체 및 기체 유

출물에 대한 시료채취분석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일 발전용원자로 및 동일 부

지 내 다수의 발전용원자로 운영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 유출물에 의한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선량이 환경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9.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9)“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 · 평

가 기준”

1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30)“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 특성에 관한 

조사 · 평가 기준”

1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7)“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

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1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13. 10 CFR 20.1302 및 10 CFR 20.1301(e) : 제한구역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성유출물

의 감시와 관련

14. 10 CFR 50.34a :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을 10 CFR 50 Appendix I에 제시된 

수치내로 통제하기 위해 적용되는 장비 설계 및 절차와 관련

15. 10 CFR 50.36a : 제한구역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방출이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유지되는 것을 보증할 수 있도록 10 CFR 50.34a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계

통내에 설치되는 장비 및 운영절차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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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0 CFR 50 Appendix I : 10 CFR 50.34a의 요건과 제한구역 외부로 방출된 방사성

유출물이 ALARA를 유지토록 규정한 10 CFR 50.36a의 요건을 만족하는  설계목표

를 위해 제시된 수치 기준

17. 10 CFR 20.1406 : 가능한 한 설비오염과 환경오염을 줄이며, 궁극적으로 해체를 

용이하게 함과 아울러 가능한 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설계 및 운영

절차에 관련

18. General Design Criteria (이하 “GDC”) 60 : 액체, 기체 및 고체폐기물관리계통으

로부터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유출물을 관리하는 것과 이 계통들이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발생되는 기체 및 액체방사성 유출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

도록 설계되는 것과 관련

19. GDC 63과 GDC 64 : 액체, 기체 및 고체폐기물관리계통을 설계할 때 공정의 방사

선 준위와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유출물을 감시하는 것과 정상운전 및 예상운

전과도시 방사성물질의 누설과 흘림을 감시하는 것에 관련

20. 10 CFR 50.34(f)(2)(xvii)와 10 CFR 50.34(f)(2)(xxvii)은 사고 조건시 방사성유출물이 

방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로를 감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GDC 63과 GDC 64에 

규정된 요건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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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유출(방사성계통과 연결된 통로를 통해 비방사성계통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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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포함)과 관련하여 기기 및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것과 정상 배출되는 경로뿐 

아니라, 비정상 누설로 인한 잠재적인 방출 경로까지 포함한 모든 경로에서 시료채

취 및 분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및 GDC 64와 10 CFR 50.34(f)(2)(xvii) 및 

10 CFR 50.34(f)(2)(xxvii)에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계통설계는 RG 1.21 (규

제방침 C와 Appendix A), RG 1.97(규제방침 C와 표 1 또는 표 2, 적용 가능한 것) 

그리고 RG 4.15 (규제방침 C), RG 1.33 (Appendix 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RG 

1.97을 적용함에 있어 추가적인 지침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7-10을 통해 주어진다.

 

가. 기체 및 액체 공정 또는 유출물의 배출 지점은 본 지침의 <표 1>과 <표 2>에 

따라서 감시하고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나. 탱크에 수집된 액체 및 기체폐기물은 RG 1.21에 따라서 매 방출 전에 일정량

의 시료가 배치방식으로 채취되어야 한다.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터빈건물이나 

공정처리를 거친 액체폐기물을 수집하는 옥외 탱크에 통기공이 있는 개방형 

구조물에 대해서는 기체유출물의 연속감시가 요구되지 않는다. 감시 또는 배

치방식 시료채취가 용이하지 않은 액체 및 기체유출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

은 대표시료채취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제공되어야 한다.

 

1) 최소한 2개의 시료수집탱크를 갖춘 연속 비례시료채취계통 : 이 계통은 유

출물 방출량과 시료 수집 양 사이에 수립된 고정 비율로 시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최소한 2개의 시료수집탱크를 갖춘 주기적인 자동 그랩 시료채취계통 : 이 

계통은 유출물 방출량에 비례하는 비율로 일정부피의 시료가 수집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기체유출물중 불활성기체를 제외한 방사성물질에 대해서는 교체가능한 입자

여과기 및 방사성옥소 흡착제를 갖춘 연속시료채취계통을 사용해야 한다. 

이 계통은 ANSI/HPS N13.1-1999 (또는 KEPIC NRB 6000)에 따라 설정된 유량

으로 대표시료를 자동적으로 채취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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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헐적으로 운전되는 유출물 배출 지점에 대해서는 배출구에 유량이 형성될 

때마다 유출물 방출량과 시료채취 수집 양 사이에 수립된 고정 비율로 자

동적인 시료채취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주기적인 시료채취 및 분석의 빈도와 방사선학적인 분석의 형태를 상기의 

모든 시료별로 운영기술지침서에 규정해야 한다.

2. 방사성폐기물 공정계통에 기기 및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것과 주기적 또는 연속적

인 시료채취와 분석에 대한 규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계통과 관련하여 

과도한 방사선준위 검출 및 적절한 안전조치 시행에 대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

장시설 등), 제38조 (경보장치 등) 및 GDC 60, GDC 63에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계통설계는 본 지침의 부록 11.5-A, RG 1.21(규제방침 C, 적용 가능한 것), 

RG 1.97(규제방침 C와 표 1 또는 표2, 적용 가능한 것), RG 4.15(규제방침 C), RG 

1.33 (Appendix 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RG 1.97을 적용함에 있어 추가적인 지

침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7-10을 통해 주어진다.

가. 방사성 공정 유체 및 탱크 내용물로부터 대표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보증될 

수 있도록 규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액체폐기물 수집탱크 또는 시료시험탱크

의 재순환 펌프는 8시간에 최소한 탱크 용량 2배 비율로 내용물을 재순환시

킬 수 있어야 한다. 기체 및 액체 공정 유체 시료에 대해서는 시료채취관의 

세정 및 시료관내에 방사성물질 부착잠복 (plate-out)을 줄이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덕트(duct) 및 연돌(stack)에서 기체시료채취 규정은 

ANSI/HPS N13.1-1999 (또는 KEPIC NRB 6000)와 일치해야 한다.

나. 가능한 한, 공정 폐기물 유체로부터 시료를 수집하는 행위는 안전심사지침 

9.3.2항과 10 CFR 20.1406에 따라서 누설, 흘림 및 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방

사선량을 줄일 수 있도록 집중된 시료채취장에서 수행하도록 규정이 마련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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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래의 계통 또는 적절한 폐기물 처리계통으로 시료 유체를 회귀시키는 규정

이 수립되어야 한다.

3. 필수 보조 또는 부속 설비, 기기와 방사선/능 감시 및 시료채취계통에 적용된 특별

한 설계 특징, 공정 및 유출물 분석 등 각 항목에 대한 행정적 절차적인 관리 규정

이 마련되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공정계통 및 유출물 방출 경로와 관련하여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제32조 (방사성폐

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제38조 (경보장치 등), 제63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제66조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 및 GDC 63, GDC 64 (10 CFR 50.34(f)(2)(xvii)

와 10 CFR 50.34(f)(2)(xxvii)에 규정된 요건 포함)에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계통설계와 행정적 절차적인 관리의 수행은 본 지침의 부록 11.5-A와 RG 1.21(규제

방침 C), RG 4.15(규제방침 C) 및 RG 1.33 (Appendix 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기기, 시료채취 및 감시 규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료채취빈도, 요구되는 분석항목, 기기 경보/정지 설정치, 교정과 민감도 및 

저준위 방사능 분석을 위한 복합시료의 준비 규정은 RG 1.21, RG 1.33 및 

RG 4.15를 준수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시료채취빈도 및 요구되는 분석항목

은 방사성유출물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나. 전 베타-감마 측정, 전 알파 측정, 핵종별 분석 및 기타의 일상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필수 기기와 설비에 대한 규정은 RG 1.21, RG 1.33 및 RG 4.15를 

준수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다. 일상적인 기기 교정, 정비 및 검사를 수행하는 규정은 RG 1.33 및 RG 4.15를 

준수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기기 교정 절차는 발전소 운전 상태(즉, 정상운

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 후 조건)에 따라 방사성핵종 분포가 변하면 기기 

반응도가 변화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상기 행위의 수행 빈도는 방사성유

출물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유출물 격리능력 상실이나 

공정계통 개방 없이 기기 또는 시료채취 장비를 교체하거나 제염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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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동조절기능을 갖춘 격리밸브, 댐퍼 또는 우회밸브는 고장 시에 닫힌 상태 

또는 안전 위치에 있어야 한다. 격리밸브, 댐퍼 또는 우회밸브를 동작하는 자

동조절기능의 작동 설정치는 방사성유출물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되

어야 한다. 기기 경보나 계통 작동 설정치를 수립하는 기술적 근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시해야 한다.

1) 액체 유출물에 대해서는 소내 희석인자와 배출지점을 넘어 제한구역경계 및 

최근접 주민 거주 위치에서 희석인자

2) 발전소 연돌이나 건물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가스 및 입자상 유출물에 대해

서는 제한구역경계 및 소외 주민 거주 위치에서 대기확산인자(X/Q)와 침적

인자(D/Q)  

마. 자동방출 종료 또는 우회 배출을 위한 비공학적안전설비 관련 규정은 본 지

침의 부록 11.5-A의 설계 지침을 준수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공학적안전설

비의 자동방출 종료 또는 우회 배출 규정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6절 및 13.3

절에 따른다.

바. 공정과 유출물 흐름을 종료하거나 유로를 전환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를 포함하여 방사선 감시와 시료채취 장비에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 검토, 검증, 타당성 확인 및 감사하는 방법; 대상 소프트웨어는 신청자

가 개발하였거나 외부 구입 또는 기기에 포함된 모든 것을 망라한다.

4. 가상한 사고 시에 기체유출물 방출 경로로 인식되는 모든 지점에서 감시 기기, 시

료채취 및 시료분석에 대한 규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잠재적인 기체유출물 방출경

로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와 제38

조 (경보장치 등) 및 GDC 64, 10 CFR 50.34(f)(2)(vxii)와 10 CFR 50.34(f) (2)(vxxii)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계통설계는 NUREG-0718과 NUREG-0737(II.F.1 항목과 부

록 1, 2), 본 지침의 부록 11.5-A, RG 1.97(규제방침 C)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RG 

1.97을 적용함에 있어 추가적인 지침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7-10을 통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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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체 폐기물 수집 및 공정 계통은 안전심사지침 9.3.2, 11.3 및 13.3에서 참조

된 지침과 아울러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행정적인 관리와 절차는 효과성 측면에서 부주의 또는 사고로 인한 방사성 

가스 및 입자상 유출물 방출이 최소화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나. 가스 및 입자상 방사성 유출물 감시기는 사전 적용된 설정치를 초과하는 유출

물 방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방출을 종료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가상한 사고 시에 액체유출물 방출 경로로 인식되는 모든 지점에서 감시 기기, 시

료채취 및 시료분석에 대한 규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잠재적인 액체유출물 방출경

로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와 제38

조 (경보장치 등) 및 GDC 64, 10 CFR 50.34(f)(2)(vxii)와 10 CFR 50.34(f)(2)(vxxii)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액체 폐기물 수집 및 공정 계통은 안전심사지침 9.3.2

항, 11.2절 및 13.3절에서 참조된 지침과 아울러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행정적인 관리와 절차는 효과성 측면에서 액체 방사성 유출물이 부주의 또는 

사고로 인해 방출되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나. 액체 방사성 유출물 감시기는 사전 적용된 설정치를 초과하는 유출물 방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방출을 종료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Ⅲ.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제시한 절차 가운데서 특정한 입장에 적합할 것으로 여겨지는 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허용기준과 차

이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자는 신청자가 대체하여 제시한 사항들이 어떻게 상기 II절

에서 기술한 관련 허용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청자가 수행한 평가를 검

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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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분석보고서와 안전심사지침 11.1절-11.4절 및 12.3절-12.4절의 참고 자료에 포함

된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의 설계 특징을 묘사하는 정보

는 RG 1.70 또는 1.206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검토된다. 

  

1.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공정 및 유출물 감시기의 목록과 안전심사지침 11.2절-11.4절

에서 확인된 주요 배출 지점을 비교하여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가상한 사고 

시에도 모든 주요 공정 유체와 배출 지점이 계속 감시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비교 검토되는 방사선 감시계통은 설비 안전과 보호를 위한 주기기, 설비 운전 상

태 감시를 위한 주기기, 제한구역 외부로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 유출물 감시 및 

통제를 위한 주기기, 설비 부 계통들 사이 연결부위에서 누설을 감시하는 기기로 

구분된다. 덧붙여 방사성 계통과의 연결부를 통해 오염될 수 있는 비방사성계통을 

감시하는 것을 검토한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가. 기기의 유형과 수량, 기기 채널 수량, 프로브와 검출기 및 시료채취 지점의 

위치, 공정 및 유출물 시료채취장. 이러한 시료 채취 및 감시 위치를 결정하

는 근거는 액체와 기체의 공정 및 유출물로부터 적합한 방사성물질 시료를 

취득하는 일반적인 원리 및 기준과 비교되어야 한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

스 및 입자상 시료채취 장비에 적용된 방법과 기구를 고려해야 하며, RG 

4.15와 ANSI N42.18-2004 및 ANSI/HPS N13.1-1999에 포함된 닥트 및 연돌에

서의 시료채취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나. 채취되는 시료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비 설계 특성, 도면, 배관 및 

시료채취 방법 설명을 RG 1.21, 1.143, 4.15 및 ANSI N42.18-2004, ANSI/HPS 

N13.1-1999의 지침과 비교 검토한다.

     다. NUREG-0017 모델과 RG 1.112를 이용하여 공정 및 유출물의 방사능준위 및 

방사성핵종 농도에 대해 예상되는 수준을 검증하는 독립적인 평가가 검토 과

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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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검토자는 시료채취 주기, 요구되는 분석 유형, 감시 기기의 민감도와 측정범

위를 RG 1.21 및 1.97에서 권고된 값과 비교한다. 또한, 검토자는 신청자의 

감시 기기 제원과 성능 기준을 ANSI N42.18-2004와 본 지침의 부록 11.5-A에 

제시된 내용과 비교한다. RG 1.97을 적용함에 있어 추가적인 지침은 안전심

사지침 부록 7-10을 통해 주어진다.

     마. 액체와 기체폐기물 처리계통의 계통도 검토에서 검토자는 명확하게 확인된 

방사성물질 배출 지점에서 사전에 정해진 경보 준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적

으로 방출을 종료하는 규정이 수립되어 있음을 검증한다. 자동적으로 방출을 

종료하는 기능을 갖춘 기기에 대한 규정은 본 지침의 부록 11.5-A에 기술된 

설계지침과 비교한다.

     바. 검토자는 계통도에 나타나 있는 감시기의 위치, 배열된 시료채취 위치를 평

가하며, 운전원이 계통 성능과 운영기술지침서에 명시된 배출 제한 값을 만

족하는 유출물 배출에 대한 기기 반응을 알게 되는 매체로서 안전성분석보고

서 7장에서 논의된 판독기, 표시기, 경보기를 평가한다.

     사. 검토자는 제시된 교정 방법(즉, 전자기기와 국가표준에 소급하는 표준방사선

원을 사용)과 교정 주기를 RG 1.21, 1.33 및 4.15에 명시된 지침과 비교한다. 

기기 교정 절차는 발전소 운전 상태(즉,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 후 

조건)에 따라 방사성핵종 분포가 변하면 기기 반응도가 변화될지 여부를 고

려해야 한다.

     아. 검토자는 공정과 유출물 흐름을 종료하거나 유로를 전환하는 데 사용되는 소

프트웨어를 포함하여 방사선 감시와 시료채취 장비에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

트웨어에 대한 검증성과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체계가 존재하

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 평가의 대상 소프트웨어는 신청자가 개발하였거나 

외부 구입 또는 기기에 포함된 모든 것을 망라한다.  

     자. 유출물 격리능력 상실이나 공정계통의 개방 없이 탱크나 예비 처리계통으로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기 또는 시료채취 장비를 교체하거나 제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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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차. 검토자는 특별한 계통설계 특성의 사용, 적용 가능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

의 의존, 규제기관의 지침을 초월하는 기술적 근거로 적용된 안전성분석보고

서 참고 자료를 사안별로 검토한다.

 2. 검토자는 운영허가 단계에서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기기와 시료채취계통

에 대해 신청자가 제출한 방사성유출물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한다. 검토

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방사성유출물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이 원자력안전

위원회고시 (방사선.01)“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명시된 소외 주민 

개인최대피폭에 대한 수치적 지침 선량;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방사

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및 [별표 3]에 명시된 유출물 농도 제한; 원자력안

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모든 방사선과 방사능에 

기인한 총 피폭선량 평가와 같은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운영기술지

침서의 유출물 관련 사항 작성 형태와 내용은 Generic Letter (이하 “GL”) 89-01

과 NUREG-1301과 NUREG-0133의 지침, 방사선학적 평가 안전심사지침 부록

(Revision 1, November 1979), RG 1.21, 1.33, 4.1, 4.8, 4.15의 요건과 일관성이 있

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운영관련 문서를 평가한다.

  가. 운영기술지침서 - 공정 및 유출물 관리를 위한 운영기술지침서의 검토는 안

전심사지침 16장과 표준 유출물 관리 계획을 위한 본 지침 해당 부분을 검토

하는 입력 관점에서 수행된다. 검토자는 운영기술지침서의 행정적인 관리부분

에서 확인된 프로그램의 내용과 적용범위가 직원들의 검토 결과로 확인된 요

건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운전 또는 통제를 위한 적절한 제한 조

건과 수립근거는 발전소 설계를 반영하며,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운영기술지

침서의 유출물 관련 사항을 검토할 때 검토자는 다음 사항이 기술되어 있는

지 여부와 앞서 액체 및 기체 유출물에 대해 정리한 법령 및 관련규정의 요

건과 지침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점검 요건과 관리; 방사선 감시기

와 시료채취 장비의 운전 조건; 운전 채널의 적정 수; 채널점검, 선원점검, 채

널교정 및 채널 기능점검 수행과 주기; 운전채널의 수와 가용성이 최소 요구 

수준을 만족할 수 없을 경우 조치사항과 복구에 대한 처리; 연속배출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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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에서 그랩시료와 복합시료를 채취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시료채취와 분석 

프로그램; 유출물 범주별 또는 핵종별, 방사선학적인 분석 유형별로 최소검출

수준 도출에 대해서 검토한다. 운영기술지침서의 행정적 관리 부문에서 확인

된 프로그램과 유출물 관리 항목은 GL 89-01과 NUREG-1301 규정을 적용하

여 검토한다.

  나.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 - 액체 및 기체 유출물 배출로 인해서 일반 주민에 

미치는 소외 피폭방사선량을 계산하기 위해 기술된 방법론과 매개변수들이 앞

서 정리한 법령 및 관련규정의 요건과 지침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해서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을 검토한다.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의 상세한 

절차와 프로그램 요소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30)“원자로시설 부

지의 수문 및 해양 특성에 관한 조사 · 평가 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9)“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 · 평가 기준”, 원자

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와 NUREG- 1301

과 NUREG-0133의 지침을 근거로 수립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

자로.30)“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 특성에 관한 조사 ·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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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 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

준”와 RG 1.109와 1.111 또는 1.113의 지침과 적절한 컴퓨터 코드를 활용하

는데 부합하는 피폭방사선량 계산 방법을 기술해야 한다.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은 1) 모든 액체 및 기체 배출지점과 유출물 배출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방사선/능 기기의 유형과 위치를 확인, 2) 매

개변수와 유출물 배출율과 설정치, 소내와 배출지점 너머에서 액체유출물 희

석인자, 가스 및 입자상 유출물의 대기확산인자(X/Q)와 침적인자(D/Q)를 도출

하는데 적용한 수치의 정당성을 기술, 3) 액체 저장 탱크의 제원과 용인되는 

최대 방사능 준위 및 탱크로부터 흘림과 누설에 대비하는 방호대책을 기술, 

4) 소외 피폭방사선량 평가 대상의 위치와 연도별 토지이용 현황 조사결과를 

통한 평가자 선정 근거를 확인, 5) 폐기물처리계통의 운전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폐기물처리계통 운전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거나 월별, 분기별, 연도별 

선량을 평가하는 등 피폭방사선량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기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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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 이행과 관련한 행정적, 운영적인 절차를 정립해야 한

다.

검토과정을 통해서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 이행을 견지하는 품질보증과 품

질관리 프로그램 및 절차를 기술하는 것, 연도별 방사성 유출물 배출 보고서

에 포함되는 정보를 기술하는 것, 규제 당국에 제출하는 보고서 요건 목록을 

기재하는 것,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과 보조절차를 변경하고 변경 사항을 문

서화하는 절차를 평가한다.

  다. 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 - 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 검토를 통해서 

기체 및 액체 유출물 배출로 인한 발전소 주변 환경의 방사선/능과 탱크, 장

비 및 건물에 있는 방사성물질 발생원에 기인하는 직접적인 외부 방사선을 

감시하고 계량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은 앞서 정리한 법령 및 관련규정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실증한다. 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의 상세 절차와 프로그램 항목은 원자

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7)“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

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및 NUREG-1301, 방사선학적 평가 안전심사

지침 부록 (Revision 1, November 1979), RG 1.21, 4.1, 4.8, 4.15의 지침에 근

거해야 한다.

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은 환경 매개 및 관련한 피폭경로에 예상되는 방

사성핵종 분포와 농도를 대표하는 환경시료를 감시하고, 채취하며, 분석하는 

과정과 방법을 기술해야 한다. 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은 환경시료의 유

형, 개수, 채취 위치, 시료의 양과 무게, 시료채취와 분석 주기를 명확하게 해

야 한다. 시료의 유형은 소와 염소의 우유 및 우유 가공 제품, 지표수 및 지

하수, 물고기와 무척추 동물, 육류와 가금류 및 육가공 제품, 과일과 채소, 잎

을 먹는 채소, 곡식, 기타 지역 특산 먹을거리, 퇴적물과 흙, 공기 등을 포함

해야 한다. 참조 시료채취 장소를 포함한 시료채취 위치와 시료 유형을 선택

하는 것은 피폭경로상의 변화를 인지하고 그러한 변화를 프로그램에 반영하

는 것이 보증될 수 있도록 연간 토지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직접적인 외부 방사선을 평가할 때, 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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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탱크와 장비, 폐기물 저장 건물 등 방사선/능의 발생원을 확인하고, 각 

위치별로 적용하는 측정방법의 유형과 부지 경계에 제일 근접한 방사선피폭 

발생 가능 장소를 포함하여 발전설비 둘레에 있는 감시 장소를 확인해야 한

다. 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은 예상하는 모든 방사성핵종과 환경시료 및 

외부 방사선 감시 방법에 대한 검출한도와 보고준위를 정의해야 한다. 검토 

과정에서 품질보증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환경시료의 방사능 측정 정확성과 정

밀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분석실간 상호 비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기술

하는 정보를 평가해야 한다.

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 검토는 1) 프로그램 이행과 관련한 행정적 운영

적인 절차, 2) 프로그램 이행을 견지하는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프로그램과 절

차의 기술, 3)연간 환경방사선 관련 운전 보고서에 포함되는 정보의 기술, 4) 

규제 당국에 법적으로 제출하는 보고서 요건의 목록, 5) 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과 보조절차를 변경하고 변경 사항을 문서화하는 절차를 평가한다.

GL 89-01과 NUREG-1301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면 방사성폐기물 처리공정 계

획서과 주변주민피폭선량평가지침에서 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의 상세한 

절차와 프로그램을 통한 제어 내용을 어디에서 기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환

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 검토는 본 안전심사지침을 검토하는 일부로 수행

된다. 

  라. 방사성폐기물 처리공정 계획서 - 방사성폐기물 처리공정 계획서 및 관련한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하여 모든 규제 요건을 확인하고 있는 지, 규

제지침을 따르고 있는 지, 적절한 운영상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GL 89-01과 NUREG-1301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면 방

사성폐기물 처리공정 계획서의 상세한 절차와 프로그램을 통한 제어 내용을 

어디에서 기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방사성폐기물 처리공정 계획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1.4절 또는 본 지침 검토의 일부로서 수행될 수 있다. 안전심

사지침 11.4절은 방사성폐기물 처리공정 계획서의 검토와 평가를 기술해야 

하고, 허가된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으로 운송할 방사성폐기물을 취급, 처

리(예; 수분제거, 고화, 압축), 규명, 포장 및 선적하는 것과 관련한 규제 요건

을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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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 검토를 통해 설계에 시료의 

수거, 처리, 저장 행위와 관련한 누설과 흘림을 방지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RG 1.143의 지침과 10 CFR 20.1406의 요건에 부합하는 스키드 탑재 감시

기와 시료채취 장비의 운영을 확인한다.

   폐기물의 방사능을 낮추고, 가능한 한 설비오염과 환경오염을 줄이며, 궁극적으로 

해체를 용이하게 함과 아울러 운전원의 과오나 처리 장비의 작동 실패 또는 오동작

과 같은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의 운영으로 인해 추

가적인 폐기물 발생이 가능한 한 최소화되도록 하는 설계 특성을 기술하는 정보를 

검토한다.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의 환경방

사선 표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검토과정을 통해서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

이 단일시설 또는 복수시설이 있는 부지로부터 일반인에게 피폭을 초래하는 잠재적 

기여 요소인 모든 방사선/능의 발생원을 평가하는 적절한 방법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폐기물처리건물, 폐기물저장건물, 폐기물저장탱크, 폐기물 임시

저장구역 등으로부터 받는 외부 방사선피폭과 방사성물질로부터 받는 방사선피폭 

총량을 평가하는 방법에 집중하여 검토한다. 방사선원항과 액체폐기물관리계통, 기

체폐기물관리계통 및 고체폐기물관리계통 운영과 관련한 액체 및 기체 유출물로부

터 받는 피폭선량은 안전심사지침 11.2절-11.4절을 통해 평가한다. 건물 및 격리된 

방사성물질로부터 받는 외부 방사선피폭은 안전심사지침 12.3절-12.4절을 통해 평가

한다.

           

5. 운영 프로그램 -  검토자는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프

로그램에서 유출물 관련 운영기술지침서,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 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의 관점이 충분하게 기술된 것과 이행 계획이 보장되고 있는 것을 확

인한다.

       

Ⅳ.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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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

거를 포함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의 설계는 공정과 유출물의 유체

를 감시하고, 액체폐기물관리계통과 기체폐기물관리계통 및 고체폐기물관리계통 운영

과 관련한 방사성물질의 배출을 통제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설계는 적합하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제34조 (방사선방호설비), 제38조 (경보장치 등), 제46조 (방사선방호의 최적화), 제63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제66조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제요건, 10 CFR 

20.1301과 10 CFR 20.1302, 10 CFR 20.1301(e), 그리고 10 CFR 20.1406의 요건과 10 

CFR 50.34a, 10 CFR 50.36a, 10 CFR 50.34(f)(2)(xvii)와 10 CFR 50.34(f)(2)(xxvii)의 요

건, 10 CFR 50 Appendix Ⅰ의 요건 및 GDC 60, 63과 64의 요건을 만족한다.

이 결론은 다음 사항에 근거한다.

1.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액체, 

기체 및 고체폐기물 처리공정과 유출물의 유체를 대상으로 방사능을 감시하고 시료

를 채취하는 기기를 포함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및 GDC 64와 10 CFR 50.34 (f)(2)(xvii)및 10 CFR 

50.34(f)(2)(xxvii)의 요건을 기준으로 방사성계통과의 연계로 인해 방사성오염이 발생

할 수 있는 비방사성계통을 포함하여, 감시 대상으로 합리적인 모든 공정 유체와 

유출물 배출 지점에서 감시와 시료 채취를 위해 수립된 규정을 평가하였다.

2.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

설 등), 제38조 (경보장치 등) 및 GDC 60에 따라 유출물 배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고, 방출을 통제하는 기능을 확보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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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계획서에 따라 액체, 기체 및 고체폐기물 처리 공정의 유체를 감시하고, 시료 채

취하는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제66조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 및 GDC 63과 부합한다. 공정 및 유출물 시료의 채

취, 시료 분석 수행, 분석프로그램 수립에 대한 규정은 일상적인 발전소 운전과 예

상운전과도 상태에 대한 RG 1.21, 1.33, 4.1, 4.8 및 4.15의 지침과 부합한다.

3. 가상한 사고 시에 공정과 유출물의 감시 및 시료채취, 시료분석 수행, 분석프로그램 

수립에 대한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

장치) 및 10 CFR 50.34(f)(2)(xvii)와 10 CFR 50.34(f) (2)(xxvii) 요건과 RG 1.97, 본 지

침의 부록 11.5-A의 지침을 준수하며, 안전심사지침 13.3절과 7.5절에서 수행한 검

토와 평가를 감안했다. 신청자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7-10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

청에 적용할 수 있는 RG 1.97의 특정 개정판을 확인하였다.

4. 검토 과정에서 부지 개략도에 나타낸 계통도, 공정 흐름도면, 액체와 기체 및 고체 

계통에 설정된 시료채취 위치 설명, 지역별 환기계통, 유출물 배출 지점 대비 감시 

위치와 시료채취 위치를 검토하였다.

5.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에 대한 신청자의 품질보증 규

정, 계통 구성 제품에 적용된 품질등급, 계통을 보호하는 구조물에 적용된 내진범주

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계통과 계통을 보호하는 구조물의 설계는 RG 1.143의 지침

을 만족한다. 품질보증 프로그램의 항목은 RG 1.21, 1.33, 4.1, 4.8, 4.15; GL 89-01; 

방사선학적 평가 안전심사지침 부록 (Revision 1, November 1979); NUREG-1301과 

NUREG-0133의 지침과 부합한다.

6. 폐기물의 흘림, 누설 및 부주의한 탱크 넘침으로 인한 방사성물질 방출을 통제하는 

기능, 비방사성계통의 오염방지 기능, 방사성물질이 통제되지 않고 감시되지 않은 

상태로 환경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먹는 물과 위생수 계통에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 확보를 위해서 신청자의 설계에 반영된 규정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가 제시한 대책은 RG 1.143의 지침과 GDC 60 및 64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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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적 프로그램인 운영기술지침서,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 방사성폐기물 처리공

정 계획서 및 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30) 원

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 특성에 관한 조사 · 평가 기준”, 원자력안전위원

회고시 (원자로.29)“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 · 평가 기준”, 원

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7)“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와 GL 89-01과 방사선학적 평가 안전심사지침 부록 

(Revision 1, November 1979)의 요건, NUREG-1301과 NUREG-0133의 지침, RG 

1.21, 1.33, 4.1, 4.8, 4.15의 지침에 부합한다.

8. 방사선/능 발생원과 이로 인해 일반인에게 미치는 피폭선량을 검토했다. 건물과 저

장탱크 등으로부터 받는 외부 피폭, 액체 및 기체 유출물로 인한 피폭, 단일시설 또

는 복수시설이 있는 부지로부터 일반인에게 피폭을 초래하는 모든 방사선/능의 발

생원으로 인한 피폭을 포함한 연간 총 방사선피폭선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방사선.01)“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의 환경방사선 표준에 부합한다.

9. 신청서는 설비의 설계와 운영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가능한 한 설비오염과 환경오염

을 줄이며, 궁극적으로 해체를 용이하게 함과 아울러 가능한 한 폐기물 발생을 최

소화하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10 CFR 20.1406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10. 신청서에는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프로그램에서 유

출물 관련 운영기술지침서,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 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

의 관점과 이행 계획이 기술되어 있으며, 운영 프로그램과 이행에 관한 허가조건

으로 포함된다. 신청서는 [특정 프로그램]과 [특정 규정]을 만족하는 이행 계획을 

기술하고 있다.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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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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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방사선방호설비)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경보장치 등)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 (방사선방호의 최적화)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

 9.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9)“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 · 

평가 기준”

1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30)“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 특성에 관한 

조사 · 평가 기준”

1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7)“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

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1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13. 10 CFR 20, "Standards for Protection Against Radiation.”

14. 10 CFR 20.1201, "Occupational Dose Limits for Adults.”

15. 10 CFR 20.1202,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for Summation of External and 

Internal Doses.”

16. 10 CFR 20.1301, "Dose Limits for Individual Members of the Public.”

17. 10 CFR 20.1302, "Compliance with Dose Limits for Individual members of the 

Public.”

18. 10 CFR 20.1406, "Minimization of Contamination.”

19. 10 CFR 20, Appendix B, "Annual Limits on Intake(ALIs) and Derived Air 

Concentration(DACs) of Radionuclides for Occupational Exposure; Effluent 

Concentrations; Concentrations for Release of Sewerage.”

20. 10 CFR 50.34a, "Design Objectives for Equipment to Control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 in Effluents-Nuclear Power Plants.”

21. 10 CFR 50.34(f)(2)(xvii) and 10 CFR 50.34(f)(2)(xxvii), under "Additional 

TMI-Related Requirements.”

22. 10 CFR 50.36a, "Technical Specifications on Effluents from Nuclear Power 

Reactors.”

23.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60, "Control of Releas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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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active Materials to the Environment.”

24.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63, "Monitoring Fuel and Waste 

Storage.”

25.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64, "Monitoring Radioactivity 

Releases.”

26. 10 CFR 50, Appendix I, "Numerical Guides for Design Objectives and Limiting 

Conditions for Operation to Meet the Criterion 'As Low as is Reasonably 

Achievable' for Radioactive Material in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Reactor Effluents.”

27. 10 CFR 52, "Early Site Permits; Standard Design Certifications; and Combined 

Licenses for Nuclear Power Plants.”

28. 10 CFR 100, "Reactor Site Criteria.”

29. Generic Letter 89-01, "Implementation of Programmatic Controls for Radio- 

logical Effluents Technical Specifications in the Administrative Controls Section of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the Relocation of Procedural Details of RETS to 

the Offsite Dose Calculation Manual or to the Process Control Program (Generic 

Letter 89-01),” January 31, 1989. 

30. Regulatory Guide 1.21, "Measuring and Reporting Radioactivity in Solid Wastes 

and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in Liquid and Gaseous Effluents from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31. Regulatory Guide 1.33,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Ope- ration).”

32. Regulatory Guide 1.97, "Instrumentation for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to Assess Plant Conditions During and Following an Accident.” [Additional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Regulatory Guide 1.97 is provided in Standard 

Review Plan Branch Technical Position 7-10.]

33. Regulatory Guide 1.101, "Emergency Planning and Preparedness for Nuclear 

Power Reactors.”

34. Regulatory Guide 1.109, "Calculation of Annual Doses to Man from Routine 

Releases of Reactor Effluents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Compliance with 10 

CFR Part 50, Appendix I.”

35. Regulatory Guide 1.111, "Methods for Estimating Atmospheric Transpor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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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ersion of Gaseous Effluents in Routine Releases from Light-Water-Cooled 

Reactors.”

36. Regulatory Guide 1.112, "Calculation of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in 

Gaseous and Liquid Effluent from Light-Water-Cooled Reactors.”

37. Regulatory Guide 1.113, "Estimating Aquatic Dispersion of Effluents from 

Accidental and Routine Reactor Releases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Appendix I.”

38. Regulatory Guide 1.143, "Design Guidance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 Structures, and Components Installed in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39. Regulatory Guide 4.1, "Programs for Monitoring Radioactivity in the Envi- rons of 

Nuclear Power Plants.”

40. Regulatory Guide 4.8, "Environmental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Nuclear Power 

Plants.” 

41. Regulatory Guide 4.15, "Quality Assurance for Radiological Monitoring Programs 

(Inception through Normal Operations to License Termination) - Effluent Streams 

and the Environment.”

42. Regulatory Guide 8.8, "Information Relevant to Ensuring that Occupational 

Radiation Exposures at Nuclear Power Stations Will Be As Low As Is Reasonably 

Achievable.”

43. Regulatory Guide 8.10, "Operating Philosophy for Maintaining Occupational 

Radiation Exposures As Low As Is Reasonably Achievable.”

44. ANSI/HPS N13.1-1999, "Sampling and Monitoring Releases of Airborne Radi- 

oactive Substances from the Stacks and Ducts of Nuclear Facilities.”

45  KEPIC NRB 6000(2005년) 원자력시설의 배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공기 중 방사능의 

시료채취 및 감시

46. ANSI N42.18-2004, "Specification and Performance of On-Site Instrumentation for 

Continuously Monitoring Radioactivity in Effluents,” 2004.

47. NUREG-0017, "Calculation of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in Gaseous and 

Liquid Effluents From Pressurized Water Reactors”(PWR-GALE Code).

48. NUREG-0133, "Preparation of Radiological Effluent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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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Power Plants.”

49. NUREG-0718, "Licensing Requirements for Pending Applications for Construction 

Permits and Manufacturing Licenses.”

50.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1980)

51. NUREG-1301, "Offsite Dose Calculation Manual Guidance: Standard Radio- logical 

Effluent Controls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This NUREG includes 

Generic Letter 89-01]

52. NRC Inspection Manual Chapter IMC-2504, "Construction Inspection Program - 

Non-ITAAC Inspections,” issued April 25, 2006.

53. Radiological Assessment Branch Technical Position, Rev.1, November 1979.

54. IE Circular No. 77-14, "Separation of Contaminated Water Systems from 

Uncontaminated Plant Systems,” November 22, 1977.

55. IE Circular No. 79-21, "Prevention of Unplanned Releases of Radioactivity,” 

October 17, 1979.

56. IE Circular No. 81-09, "Containment Effluent Water that Bypasses Radio- activity 

Monitor,” July 10, 1981.

57. IE Information Notice No. 79-07, "Rupture of Radwaste Tanks," March 23, 1979.

58. IE Information Notice No. 86-43, "Problems with Silver Zeolite Sampling of 

Airborne Radioiodine,” June 10, 1986.

59. IE Bulletin No. 80-10, "Contamination of Nonradioactive System and Result- ing 

Potential for Unmonitored, Uncontrolled Release of Radioactivity to 

Environment,” May 6, 1980.

60. IE Information Notice No. 91-40, "Contamination of Nonradioactive System and 

Resulting Possibility for Unmonitored, Uncontrolled Release to Environ- ment,” 

June 19, 1991.

61. Memorandum from Larry W. Camper to David B. Matthews and Elmo E. Collins, 

dated October 10, 2006, "List of Decommissioning Lessons Learned in Support of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 Review Plan for New Reactor Licensing”(ADAMS 

Accession No. ML0619201830)

62. NUREG/CR-3587, "Identification and Evaluation of Facility Techniques for 

Decommissioning of Light Water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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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Liquid Radioactive Release Lessons Learned Task Force, Final Report, Sep- 

tember 1, 2006, Sections 2.0 and 3.2.2,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Office of Nuclear Reactor Regulation (ADAMS Accession No. ML062650312).

64. Memorandum from D.G. Eisenhut, NRR, to Regional Administrators, August 16, 

1982, "Proposed Guidance for Calibration and Surveillance Requirements for 

Equipment Provided to Meet Item II.F.1, Attachments 1,2, and 3, NUREG-0737,” 

with enclosures.

65. Notice of Availability for Referencing in License Amendment Applications Model 

Safety Evaluation on Technical Specification Improvement to Eliminate 

Requirements on Post Accident Sampling Systems Using the Consolidated Line 

Item Improvement Process (ADAMS Accession No. ML003750475)

66. NRC Inspection Manual Chapter IMC-2504, "Construction Inspection Program - 

Non-ITAAC Inspections,” issued April 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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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체유출물 감시 및 시료채취 규정

번호 공정/계통

감시규정 시료채취규정

공정감시 유출물감시 공정감시 유출물감시

Conti ACFj Conti Grabk Grabk Contl

1 폐기체 저장계통a NG NG (NG) (NG, H3) (I)

2 복수기 공기제거계통b NG - (NG) I (NG, H3) (I)

3 배기 및 연돌 방출 계통c - - NG H3 (I)

4 격납건물배출계통d NG NGm (NG) I (NG, I, H3) (I)

5 보조건물 환기계통 - - (NG) I (NG, H3) (I)

6 핵연료저장지역 환기계통e (NG) NGm (NG) I (NG, H3) (I)

7 방사성폐기물 지역 배기계통 - - (NG) I (NG, H3) (I)

8 터빈밀봉 복수기 배기계통 - - (NG) I (NG, H3) (I)

9
기계식진공펌프 배기

(호깅 계통)
- - (NG) I (NG, H3) (I)

10 증발기 배기계통 - - (NG) I (NG, H3) (I)

11
전처리 액체방사성폐기물

탱크 배기체 계통
- - (NG) (I) (NG, H3) (I)

12
세정탱크 및 증기발생기 

취출수 배기계통
- - (NG) I (NG, H3) (I)

13
가압기 및 붕산회수 

배기계통
- - (NG) I (NG, H3) (I)

14
폐기물 압축기, 분쇄기 등 

(고정형 또는 이동형)
R - I I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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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액체유출물 감시 및 시료채취 규정

번호 공정/계통

감시규정 시료채취규정

공정감시 유출물감시 공정감시 유출물감시

Conti ACFj Conti Grabk Grabk Contl

1
액체방사성폐기물

(배치) 방출계통
(R) R R S&A S&A, H3 -

2
액체방사성폐기물

(연속) 방출계통
R R R - S&A, H3 S&A

3 소내용수계통 - - (R) - S&A, H3 S&A

4 기기냉각수계통f (R) (Rm) (R) S&A S&A, H3 (S&A)

5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처리계통g
(R) (R) (R) S&A (S&A, H3) (S&A)

6
기기 배수 및 바닥배수

수집․처리계통h
- (R) (R) - (S&A, H3) (S&A)

7
상분리장치

배수 및 저장계통
- (R) (R) - (S&A, H3) (S&A)

8 화학폐액 및 재생폐액 계통 - (R) (R) - (S&A, H3) (S&A)

9
실험실 및 시료채취계통 

폐액 계통
- (R) (R) S&A (S&A, H3) (S&A)

10 세탁 및 제염폐기물 계통 - (R) (R) - (S&A, H3) (S&A)

11
폐수지슬러리, 고화 및 장입 

배수계통
(R) - (R) - (S&A, H3) (S&A)

12
액체방사성폐기물 탱크

(건물 외부)
- - (R) S&A (S&A, H3) -

13 우수 및 지하배수 계통 - - - - (S&A, H3) (S&A)

14 원자로건물 내 탱크 및 섬프 - (R) (R) - (S&A, H3) (S&A)

15 붕산회수계통 액체유출물 - (R) (R) - (S&A, H3) (S&A)

16
증기발생기취출수 (배치) 

액체유출물계통
(R) R R S&A (S&A, H3) (S&A)

17
증기발생기취출수 (연속) 

액체유출물계통
(R) R R - (S&A, H3) (S&A)

18
2차냉각재 처리폐액 및 

터빈건물 배수계통
- (R) (R) - (S&A, H3) (S&A)

19
비오염폐액 및 터빈건물 

청정배수계통
- - - - (S&A, H3) (S&A)

20 역삼투압계통 R R R S&A (S&A, H3) (S&A)

21
이동형 액체 및 수분함유 

폐기물 처리계통
R R R S&A (S&A, H3)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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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표 1 및 표 2

a - 배기체 저장탱크계통, 상층기체 감쇄계통, 지연배관 및 탱크 등

b - 주복수기 증기추출계통, 기계식 진공펌프계통 등

c - 독립적으로 고정 설치된 연돌, 건물 배기, 계통배출, 공정배기, 환기계통 배기 등

d - 격납건물 방출계통, 격납건물 정상배출, 격납건물 저체적배출, 격납건물 누설시험

계통, 세정배기 등

e - 만일 핵연료저장지역 환기계통과 분리된 경우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및 재장전수조 

환기계통을 포함한다.

f - 2차측 기기냉각수계통 (closed cooling water systems) 및 기기냉각루프계통 

(component cooling loop systems)으로 부르기도 한다.

g - 재장전수조 정화계통을 포함한다.

h - 원자로배수탱크와 누설․배수․채취시료․응축수를 수집하는 장비 및 배수섬프를 포함

한다.

i - 연속방사선감시기

j - 자동제어기능.  예를 들어, 액체유출물연속감시기 (위첨자 m 참조)는 운영기술지침

서에 규정된 설정치에서 경보를 발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격리밸브를 차단함으로

써 방출관내 유출물을 자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k - 표시된 바에 따라 실험실분석용 시료를 수동으로 채취할 수 있는 시료채취 지점

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l - 연속시료채취장치

m - 계통 유출물 연속방사선감시기의 상류에 위치한 공정연속방사선감시기에 의하여 

자동제어기능이 제공될 수 도 있다.

P - PWR에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계통명

NG - 불활성기체의 방사능

I - 옥소의 방사능, 입자 형태 기타 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및 알파방출핵종

H3 - 삼중수소

R - 전방사능 (베타방사선, 감마방사선, 또는 총 베타 와 감마의 합)

S&A - 시료채취 및 방사성핵종의 분석 (전방사능, 주요 방사성핵종 및 알파방출핵종

의 종류 및 농도 확인 포함)

( ) - 괄호 안에 기재된 규정은 배출 전에 감시, 시료채취 또는 분석이 수행되지 않는 

계통에 대해서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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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11.3-1 기체폐기물계통 누설 또는 고장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배출

 검토주관 :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발전소 정상 운전중, 방사성핵분열 생성 및 방사화 기체와 물의 방사선 분해

에 의해 발생되는 기체들이 원자로에서 발생되며, 연속적으로 냉각재에서 제거된다. 냉

각재로부터 제거된 후, 방사화된 기체들이 환경으로 방출되기 전 방사능 감쇄를 위하여 

저장되기 전에 기체들은 비방사화핵종들의 체적감소를 위하여 처리된다. 이러한 일련의 

분리, 체적감소 및 감쇄과정들을 수행하기 위한 계통을 기체폐기물계통이라 한다.  

   기체폐기물계통은 체적감소탱크, 취출 및 유출기체분리, 기체정화, 완충기체수집, 

압축기, 재결합기, 복수기, 필터, 저장탱크, 활성탄흡착기, 습분분리기, 시료채취, 공정 

및 방사선감시 그리고, 제어계통들을 포함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 기체폐기물계통은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일부이고, 계통에 대한 정보는 10 CFR 50.34a에서 요구하는 설

계정보의 일부로서 고려되며, 계통운전은 10 CFR 50.36a의 요건에 따른다. 기체폐기물

계통에 대한 설계허용기준은 당 지침 11.3절에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일부로서 수록

되어 있다. 

   기체폐기물계통 사고를 포함한 원자로사고에 대한 기본적 요건은 소외 피폭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250 

mSv (25re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요건은 사고확률이 매우 작

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기체폐기물계통의 사고로 인한 누출확률이 비교적 

높으며 따라서 낮은 피폭선량 요건이 적합하다고 인식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기체폐기물계통사고가 평가를 위하여 제시되어 있다. 

1. 첫째는 전반적인 계통사고로서 감쇄탱크 파열(Regulatory Guide 1.24(이하 “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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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배관 파손(RG 1.98)과 같은 사고이고, 

2. 둘째는 오작동으로서 운전원의 실수, 잘못된 밸브정렬, 장치의 오작동 및 능동기기

의 사고 등이 있다. 

   기체폐기물계통의 특징은 발전소마다 다르며, 가장 중요한 차이는 계통이 수소폭발 

및 지진의 충격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는지 여부이다. 전반적인 계통사고는 그 계통

이 폭발과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면 그 확률은 매우 작을 것이다. 그러므

로 처음부터 강화된 계통의 전반적인 사고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높은 피폭선량요건이 

고려되어야한다.

   수소폭발과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계통과 그렇지 않은 계통들이 다른 피폭

선량요건을 갖게 되는 이러한 이분법적 해석은 계통의 오작동이 제어사고형태로 나타

나고 지진과 폭발에 대한 저항은 운전원 실수와 오작동에 대하여 아무런 보호도 제공

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귀결된다. 어떠한 계통 오작동사고도 대표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

다. 그러나 잘못된 밸브정렬이나 과압과 같은 사고는 탱크나 배관의 파열에 버금가는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해석될 

기체폐기물계통 사고는 탱크나 배관 파열에 국한되어질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피폭선량기준은 제한구역 경계에서 25 mSv(2.5 re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고려해야 

한다.   

   본 부록의 목적은 방사성 기체폐기물계통의 누설이나 사고에 의해 가정된 방사능

누출에 대하여 지침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최종 목표는 일반 대중에 대한 잠재적 방

사선피폭을 최소화시키고 기체폐기물계통에 있어서 능동기기의 단일사고에 의한 방사

선학적 결과가 가정된 사고 하에서 소외 일반인의 피폭선량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04)“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및 10 CFR 100 요건의 낮은 

비율(즉, 10%)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의 요건들은 상기의 관심사에 대하여 적절하고도 수용 가능한 설계 해법을 제

공한다. 본문은 최소한의 요건을 기술하고 있으며 지적된 사항보다 더욱 엄격한 설계

기준, 요건 또는 품질보증 방법의 이행을 금한다는 것은 아니며, 또한 보다 보수적인 

계산 가정에 근거한 운전제한조건으로 기체폐기물계통을 재평가하라는 것도 아니다.

II. 규제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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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체폐기물계통 누설이나 사고의 해석

가. 기준 

   안전성분석보고서(15.7.1절)에는 기체폐기물계통에 있어 능동기기 단일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에 대한 해석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해석은 기체폐기물계통

의 가정된 사고나 누출 사건시 제한구역경계에서 개인에 대한 선량이 폭발이

나 지진을 견디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25 mSv(2.5 rem)을, 폭발이나 지진을 견

디지 않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1 mSv(0.1 re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 해

석의 근거는 기체폐기물계통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

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및 10 CFR 50.34a(c)와 일반설계기준(General 

Design Criterion, 이하 “GDC”) 60에서 요구하는 설계의도를 충족시킨다는 

가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선원항

   기체폐기물계통에서 능동기기의 단일고장의 방사선학적 영향에 대한 안전성 

해석은 경수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계통 설계기준 선원항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해석에 대한 검토방법은 설계용량 선원항(지속된 운전에 따른)을 최

대화시킨다는 보수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 가정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노심내 운전 핵분열생성물 재고량의 1%가 일차냉각재내로 누출된다.

      이 해석은 기체폐기물계통에 의한 예상운전사고를 포함하는 정상운전 시 

냉각재로부터 방사능기체를 제거하고 이러한 기체들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전형적인 계통의 주요변수와 조건들을 가정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기체폐

기물계통 최대설계용량 선원항에 의해 영향 받는 이러한 고유의 계획되지 

않은 누출 전 그리고 바로 이후에 기체분리, 감소 및 붕괴장치의 사용과 

성능에 대하여 어떤 주요 변경도 없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검토자는 가정된 사고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으로의 누출이 계획된 방출시 사

용되는 통상적인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일어날 것이며 그 누출은 감

지해서 누출을 종식시키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을 요구할 것임을 고려하

여야 한다. 검토자는 Batch형 기체폐기물계통의 압축 기체 저장탱크로부터의 

누출 또는 연속형 기체폐기물계통(활성탄 지연베드)의 주요 붕괴부분을 거치

지 않은 부적당한 우회로 인한 누출은 기체폐기물계통으로의 유입이 계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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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준 선원항을 유지할 때 일어나는 누출에 대하여 보수적인 가정을 제공함

을 고려한다. 그 가정된 과도시간은 산소와 질소 동위원소의 주요 방사성붕괴

를 수용하는데 충분히 크므로 방사성희유기체(Xe, Kr, Ar)만을 고려하여야 한

다. 입자 및 방사성요오드는 전처리, 기체분리, 중간 폐기물처리장치에 의해 

제거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 누출은 기체폐기물 저장탱크 또는 그 계통의 

주 붕괴위치를 수용하고 있는 건물 내에서 일어나며, 자동적으로 격리되거나 

누출을 종료시키는 연속 방사선 감시기 없이 환경으로 누출되는 것으로 가정

되어야 한다. 건물 Wake Factor에 대한 보정이 안 되는 지표면누출이 가정되

어야 하며, 당 지침 2.3.4절의 허용기준에서 언급된 방법에 의해 결정된 값(χ

/Q)에 대한 보수적인(5%) 단기 확산평가가 가정되어야 한다. 풍하방향으로의 

이동시 어떤 침적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2. 해석 검토방법

    가. 압축저장탱크  

 1) 압축 기체저장(수용 또는 붕괴)탱크 또는 상부충진개스(Cover Gas) 탱크를 

가진 기체폐기물계통 능동기기의 단일고장에 대한 방사선학적 영향에 대한 

안전성해석은 환경으로의 주된 누설이 충전되어 있는 탱크 때문이라고 가

정한다. 탱크 내(100%용량)의 방사성희유기체 재고량은 예상운전사고를 포

함한 정상운전 시 기체폐기물계통 탱크까지의 기체폐기물의 전처리, 수집

을 위해 고려되는 변수 및 주요 기기를 사용하는 계통설계용량 선원항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방사선영향은 1)항에서 결정되는 불활성기체 선원항에 대해 지표면방출을 

가정하여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선량을 평가한다.

   3) 총 피폭선량은 폭발과 지진을 견디도록 설계된 계통에 대해서는 25  

mSv(2.5 rem)미만이어야 하며, 폭발과 지진을 견디지 않도록 설계된 계통에 

대해서는 1 mSv(0.1 rem) 미만이어야 한다. 똑같은 변수를 사용해서 운영기

술지침서상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최대 25 mSv(2.5 rem) 또는 1 mSv(0.1 

rem) 및 동일한 희유기체 조성에 근거한 탱크의 방사능재고량 제한치를 해

당 운영기술지침서에 설정할 수 있다.

   나. 활성탄 지연장치

       1) 활성탄 지연장치를 가진 기체폐기물계통 기기의 능동기기 단일고장의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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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적 영향에 대한 안전성해석은 활성탄 장치를 우회하여 1시간 동안 누출

된다고 가정한다. 검토자는 배관 우회밸브 오동작, 제어 실수나 활성탄층 

우회사고는 격리에 의한 복구조치가 필요하다는 점과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

른 활성탄장치의 기동이나 원자로출력의 감발을 2시간까지 수행할 수 있음

을 고려한다. 방사성 희유기체농도는 예상운전사고를 포함한 정상운전 시 

기체폐기물계통 활성탄 지연장치까지의 폐기체의 전처리 및 수집을 위하여 

고려된 변수들과 중요 장치를 사용한 계통설계용량 선원항에 근거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

       2) 방사선영향은 1)항에서 결정되는 불활성기체 선원항에 대해 지표면방출을 

가정하여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선량을 평가한다.

   3) 총 피폭선량은 1 mSv(0.1 rem)미만이어야 된다. 똑같은 변수를 사용해서 

100 μCi/sec/MWt(30분 붕괴 후)나 또는 상기 결정된 Qi(Ci/sec)값을 사용한 

기체폐기물계통으로의 최대 누출률이 운영기술지침서상에 제시되어야 한

다. 상기값 중 작은 값을 사용하여 제한구역 경계에서 2시간 동안 일반인

에 대한 개인피폭선량 규제요건이 만족된다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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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0 CFR 1406, "Minimization of Cont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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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11.4-1 고체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 설계지침

검토주관 :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원자력발전소에서 정상운전시에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은 건식과 습식 형태로 발

생되며, 습식방사성폐기물은 액체폐기물 처리계통에서 발생되는 폐 카트리지 필터, 증

발기 잔유물 농축액, 폐 분말수지, 필터 슬러지 및 폐 바닥수지가 포함된다. 건식방사

성폐기물은 핵연료재장전, 보수, 배기가스처리계통 및 환기공기로 오염된 활성탄, 헤파

필터, 금속조각, 종이, 의복 등이 포함된다. 습식 및 건식폐기물들을 처분하기 위해 부

지 밖으로 반출되기 전에 고체폐기물 관리계통내에서 적절한 처리가 요구된다. 일반적

으로 금속조각, 종이, 의복 같은 압축성 건식방사성폐기물들은 임시저장고로 반출하기

전 부피를 감소시키기 위해 압축처리 한다. 농축폐액과 같은 증발기 잔유물은 적절한 

고화제로 고화시킴으로서 폐기물을 고정화시켜 운반용기의 파열을 경감시킬 수 있다. 

필터슬러지, 분말수지 입자형수지 같은 기타 습식폐기물은 반출 전에 고형화 또는 탈

수되어야 한다. 폐 카트리지 필터를 반출 전에 차폐용기에 적절한 흡수재와 함께 포장

된다.

   지속적인 통제 여건 하에서 습식폐기물을 고형화할 수 있는 유효한 다단계의 공정

이 있다 할지라도 출력운전 시 넓고 다양한 화학적 결합에 의해 고화 후에도 용기내

에 유리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설비제작자 및 운전원들은 반드시 (1) 완전고

화를 위한 운전상의 공정변수 확립, (2) 고유한 폐기물형태 특성 유지할 수 있도록 보

증, (3) 계통이 공정변수 범위 내에서 운전되도록 보증, (4) 소외로 반출 전 용기내의 

유리수를 검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기 제한조건들은 확실히 보증된 탈수폐기물들에도 적용되는데 처분장으로 인도

를 위한 유리수 제한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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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후에는 일반적으로 폐기물들을 소외로 반출하기 전에 일정량 수집 및 단반감

기 핵종의 감쇄를 위하여 저장된다.  고체폐기물계통의 계속적인 운전의 경우에도 포

장에서 외부 반출 전까지 일정기간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있어야 하며 사업

장내의 노사분규 등으로 폐기물을 반출할 수 없을 때 폐기물저장을 위하여 충분한 저

장용량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장의 처분 유효성 감소를 고려하여 소외 처분장 운영의 제한 또는 중단으

로 인하여 고체폐기물 누적량이 급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내에 추가적으로 단기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의 규제입장은 상기에 기술한 내용과 관련한 설계지침을 제공한다.

II. 규제입장

 1. 처리요건

  가. 건식방사성폐기물

    1) 압축성 건식방사성폐기물(금속조각, 종이, 의복 등) 압축설비는 압축 처리하는 

동안 발생되는 부유분진이 폐기물 용기 주위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기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고화처리가 요구되지 않는 활성탄, HEPA필터 및 기타 건조폐기물은 

규정에 따라 처분을 위해 포장되거나 방사능에 오염된 고체로 처리되어야 한다.

  나. 습식폐기물

    1) 증발기 잔유물과 같은 액체습식폐기물은 외부 반출 전에 시멘트, 아스팔트 등 

적당한 혼합재를 첨가하여 유리수가 없는 균일한 고화형태로 고정화시켜야 한

다.

    2) 폐수지 및 슬러지 필터는 탈수하여 포장하면 처분부지에서 인수할 수 있다.  

이 탈수된 폐기물들은 (1) II.2.가.2) 및 II.2.나.항 (2) (처분부지에서 받아 줄 수 

있는) 최대유리수허용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폐기물.07)“중·저준위 방

사성폐기물 인도규정”), (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폐기물.02)“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탈수폐기물의 방사능 농도는 처분장 인도요건을 만족하여야 하여, 사용되

는 용기형태로 지시될 것이다. 적절한 접합제를 이용하여 폐수지 및 슬러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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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고화하는 것도 적절한 대안일 수 있다.

    3) 폐 카트리지 필터들은 적합한 접합제로 구성품들을 고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

지만 질석(vermiculate)과 같은 적당한 흡착제를 사용하여 차폐용기내에 포장할 

수도 있다.

 2. 완전고화 또는 탈수에 관한 보증

   습식폐기물의 완전고화 및 탈수는 공정관리계획의 이행에 의해 보증되거나 반출하

기전 용기 내용물의 유리수 검출방법에 의해 보증되어야 한다.

  가. 공정관리계획

    1) 고화제와 첨가제들은 시험되어야 하고, 완전한 고화가 되어 적절한 폐기물 형

태특성을 갖는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여건범위를 주는 공정변수들이 확립되어

야 한다.

    2) 탈수절차, 장비 및 첨가제는 시험되어야하고 완전한 고화가 된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여건범위를 주는 공정변수들이 확립되어야만 한다.

    3) 고체폐기물 처리계통(또는 액체폐기물 처리계통)은 II.2.가.1) 및 II.2.가.2) 항에 

기술된 공정관리계획의 확인, 습식폐기물의 시료채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및 적절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발전소 운전원은 공정이 상기 II.2.가.1) 또는 II.2.가.2) 항에 확정된 변수 범위 

내에서 운전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기록들은 각 뱃치(batch)들이 확정변

수와 일치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나. 유리수 검출

     고화 또는 탈수된 습식폐기물이 담긴 각 용기는 공정관리 계획에 따르지 않았거

나, 처리하는 동안 비정상적인 조건으로 인해 유리수가 기준치 이하임(안정화된 

폐기물 0.5% 이하, 고 건전성 용기내 폐기물 1% 이하)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체크되어야 한다.

     용기내의 폐기물 상부면 육안검사는 용기내에 유리수가 기준치 이하라는 것을 

보장하기에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

     유리수가 기준치 이하임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설비는 용기 아랫부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고화제 위에 얇은 층을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고화공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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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폐기물저장

  가. 폐수지 저장탱크는 냉각수 정화계통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한 

60일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필터 슬러지 저장탱크 및 기타 생성원

으로부터 발생되는 폐수지 저장탱크는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한 30

일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나. 고화폐기물 저장고는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한 30일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 건식방사성폐기물 및 포장된 오염정비들을 저장하는 지역은 최소한 소외로 반출

할 때까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4. 이동식 고체폐기물 계통

  가. 이동식 고화 및 탈수설비를 사용할 경우 아래의 추가 지침을 설계에 반영 시켜

야 한다. 습식저장탱크는 발전소 계통설비의 일부분으로 한정되며, 이동식 설비

의 일부분으로 할 수 없다.

  나. 굴절배관 사용은 발전소계통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설비는 발전소의 액체폐기물계통 배수와 연계를 위해 충분하여야 한다. 이동식 

설비는 자체오염제거여과기 또는 발전소 환기배출계통과 연계되는 발전소 환기

계통이 완전하여야 한다.

  라. 고체폐기물계통 구조물에 대해서는 Regulatory Guide 1.143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추가설계 특징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 특징설계는 고체폐기물계통 설계에 반영시켜야 된다.

  가. 증발기 배관 및 탱크들이 주변온도로 인하여 고체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보온을 

해야 한다.

  나. 방사성슬러지를 함유한 설비 및 배관은 세척회로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고화제는 일반적으로 시료채취공급을 위해 2.5mR/h 보다 낮은 저 방사선구역에 

저장되어야 한다.

  라. 필터 슬러지 수지의 건조 또는 운반을 위해 압축가스를 사용하는 설비 및 탱크

는 최소한 HEPA필터를 거쳐 발전소 환기계통으로 직접 배출된다. 환기설계는 

액체 및 고체들이 발전소 환기계통에 들어가는 것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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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3.5 ‘93.5

2 ‘99.10 ‘99.10

3 정승영 ‘09.12 김완태 ‘09.12

4 서은진 ‘14.12 이병수 ‘14.12

5 박재영 ‘16.12 안상면 ‘16.12

6
이호진

김성일
‘18.09 전제근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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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11.4-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임시저장에 대한 설계지침

검토주관 :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본 안전심사지침의 목적은 부지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고의 증설을 고려

하고 있는 신청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원자로시설 부지에 저장 용량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일지라도, 허

가된 처분시설에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폐기물을 임시저장 시설에 장기간 저장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방사선피폭과 잠재적 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고, 사용공간

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한 조기에 폐기물은 처분장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처분장 인도 이전 저장기간, 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의 양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 및 작업자의 위험도 최소화를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안전지침

과 복잡성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폐기물의 저장기간, 종류, 형태 및 방사능은 공공

의 건강과 안전 및 작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저장기간과 저장량이 늘어날수록 

방사선방호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관리 수준의 강화가 필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

사성물질은 고체상태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떤 상황하에서는 액체상

태로 임시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요구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저장용량은 발전소 전 운영기간에 대해 부지 내 저장이 예상되는 중․저
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부피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발전소의 예상발생량과 과거

의 경험으로부터 저장용량(부피, 핵종 재고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폐기물 부

피의 최소화 및 감용계획과 특수한 형태의 대형 폐기물(교체된 증기발생기 등) 및 벌

크(bulk) 형태의 폐기물(폐활성탄 등)의 발생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폐기물의 

관리 및 처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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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저장시설의 상세설계 및 운전은 다양한 폐기물의 형태에 의해 큰 영향을 받

게 되며, 따라서 본 문서에서는 습식폐기물, 고화된 습식폐기물 및 저준위건식폐기물

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II. 일반적인 정보

   추가적인 부지내 저장을 시행하기에 앞서 공공의 건강 및 안전과 환경영향의 최소

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포괄적 안전성 검토 및 환경평가를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

   제안된 임의의 저장시설 또는 저장구역에 대한 허용기준 및 성능목표는 설계, 운

전, 안전 고려사항 및 정책적 고려사항 등의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기타 위해물질(방사성물질과 다른 위해 화학물질의 혼합폐기물 등과 같은)에 적용 가

능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규정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본 안전심사지침의 목표로

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취급 및 궁극적인 처분에 대한 안전성의 고려가 주로 강조

되어야 한다. 설계 및 운전상의 적합성은 방사성폐기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안전심

사지침, 원자력안전법 및 산업기술기준에 정의된 상세 요건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또

한 폐기물 최소화 및 감용에 대한 고려는 전체적인 부지 폐기물관리 계획 및 부지내 

저장방안의 일부로서 편입되어야 한다. 향후 폐기물 형태에 대한 요건의 추가로 인하

여 저장중인 폐기물이 최종처분에 부적합해 질 수 있으므로, 처분을 포함한 ALARA 

및 임시저장시설의 제염과 해체를 위한 추가적인 폐기물관리 측면의 고려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시설 설계 및 운전은 예상사고 또는 예상운전과도 사건

(즉, 화재, 토네이도, 지진현상 및 홍수)의 방사선학적 영향이 GDC 2 및 GDC 61의 요

건에서 주어진 RG 1.143에 정의된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10 CFR 50으로 인허가를 받은 발전소에 대해, 시설의 설계 및 운전은 설계기준사건(화

재, 토네이도, 지진현상 및 홍수)의 방사선학적 영향이 10 CFR 100, “Reactor site 

criteria”의 일부(10%), 즉 수 Sv(rem)의 유효선량을 초과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설계용량은 규제 요건 및 지침에 따라 해체 시 발생되는 폐기물과 함께 

발전소 운영기간에 걸쳐 발생이 예상되는 중저준위 폐기물의 부피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모든 발전소의 예상발생량과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설계용량(부피, 핵종재고

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폐기물 부피의 최소화 및 감용계획과 비상적인 대량 

폐기물, 발전소 부품(즉, 증기발생기 등)와 bulk 용량(즉, 폐 활성탄) 및 이런 폐기물의 

관리 및 재배치 계획을 포함한 써지(surge) 용량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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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일반적인 적용 지침

  1. 허용되는 방사성물질의 양 및 차폐의 형태는 부지경계 및 제한구역 외부 또는 부

지 모두에 대한 방사선학적 영향에 의해서 결정된다. 임시저장과 관련된 방사선

학적 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

서 정하는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설계기준사건(예: 화재, 

강풍, 지진현상 및 홍수 등)에 의한 방사선학적 영향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

자로.04)에 따른 기준치보다 충분히 낮음을 보장해야 하며, 임시저장시설의 설계․
건설․검사는 산업기준을 적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저장용기의 재질은 심각한 부식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의 형태 및 특성

을 고려하여야 하며, 임시저장고의 내부환경은 저장용기의 심각한 부식 및 파손

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저장용기는 예정된 저장기간을 

초과하는 시간동안 예상되는 내부 및 외부환경에 대한 폐기물과의 상호반응 및 

내부 부식의 영향으로 인한 손상의 최소화를 증명하는 자료에 기초하여 선정되어

야 한다. 운반 및 처분과정에서 저장용기가 파손되지 않고 취급할 수 있어야하며, 

저장기간이 지난 후에도 저장용기의 건전성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물이 고

여서 저장용기를 부식시키고 건전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장소는 바닥에 받침

대를 깔고 저장용기를 적재해야 한다. 단 , 오염된 대형기기와 같이 포장이 곤란

한 방사성폐기물은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할 수 있다. 폐기물 저장용기내 존

재하는 유기물질로부터의 기체발생은 저장용기의 파손 및 잠재적인 인화/폭발 조

건을 유발할 수 있다. 잠재적인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방사선분해, 생물학적 분

해 또는 화학반응으로 인해 저장용기의 파손과 인화/폭발이 발생 할 수 있는 폐

기물에 대해 사업자는 폐기물 형태별 기체 발생 비율을 평가해야 한다.

     저장용기의 건전성(팽윤, 부식생성물, 누설 및 파손)에 대한 육안검사는 정기적

(최소한 분기별)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검사는 폐쇄회로 TV화면을 사용하거나, 저

장고의 배치, 차폐 및 저장용기의 배열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걸어다니거나, 

시설 내에 저장된 폐기물 및 저장용기의 종류 중에서 대표적인 폐기물 저장용기

를 검사목적으로 특별히 설계한 위치에 배치하고 이들을 선정하여 검사한다. 개

발된 모든 검사절차는 종사자 피폭을 최소화해야 한다. 고건전성용기(300년의 설

계 수명)를 사용할 경우 검사계획의 축소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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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가되는 임시저장고의 위치는 가능한 한 발전소보전구역 내부가 바람직하지만, 

보전구역 내부에 적당한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제한구역 내부 또는 부지경계 

내부에 위치할 수 있다.

  4. 사업자는 폐기물 저장용기를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저장용기의 낙하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확보해야 하

며, 사전에 충분한 반복 훈련을 통해 작업자가 저장용기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임시 저장시설은 시설 및 환경의 오염 가능성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최종 해

체를 촉진하며, 외부로부터의 방사성폐기물 발생을 가능한 최소화할 수 있는 설

계특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동 요건은 고체, 습윤, 건조 고체 및 고화 폐기물 및 

대형 부품(예: 폐기를 위해 교체된 증기발생기, 원자로헤드와 같은 방사화 부품 

등) 및 Bulk 폐기물(폐 활성탄 등)의 처리 및 저장에 사용되는 시설에 적용된다.

  6. 건조폐기물 고화폐기물 및 대형 설비(증기발생기, 대형 기기 등) 및 벌크(Bulk) 폐

기물(폐활성탄 등)의 저장에 사용되는 임시저장고는 시설 및 환경의 오염을 가능

한 최소화하고, 최종해체의 용이성과 운영에 따른 2차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설계특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7. 방사성폐기물은 화재발생 시 시설외부로 방사성물질의 잠재적 누설이 최소화되도

록 설비, 방법 및 절차를 사용하여 처리, 취급 및 저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폭

발성 기체 혼합물과 발열반응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온교환수지에 화학물질의 혼

합을 방지하는 것과 같은 고체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 설계 특성 및 운영안전조치

를 위한 지침이 적용될 수 있다.

  8. 저준위 건식폐기물과 고화된 폐기물의 저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 고화된 형태의 폐기물 내에 존재하는 모든 방사성핵종의 잠재적인 유출 및 유

출경로가  감시되어야 한다. 감시계획에는 저장용기의 건전성 상실을 감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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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환경에 대한 유출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폐기

물을 외부에 저장할 때에는 10 CFR 20.1301,  10 CFR 20.1302, 10 CFR Part 

71, 49 CFR 173의 Subpart I class7)에 명시된 한도 미만의 방사선준위를 보장

하기 위하여 방사선 및 표면오염에 대한 정기적인 직접감시가 수행될 것이다. 

모든 저장용기는 저장되기 전까지 상기의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제염되어야 한

다.

    나. 사업자는 액체 배수 수집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집된 모든 액체에서 시료

채취하기 위한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집된 액체는 오염이 감지될 경우 

방사성폐기물계통으로 이송되어야 하고, 외부 공급원으로부터 유입되는 물이

나 오염되지 않은 물은 정상적인 방출경로로 이송되어야 한다.

    다. 외부지역에 저장된 폐기물은 보호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보호설비는 설계기준 상황을 포함한 열악한 환경조건하에서도 모든 저장용기

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라. 저장용기는 외부환경으로부터의 부식에 대해서 그 건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외부 기후방어는 필요하고 실용적인 곳에 포함되어야 한다. 저장용기는 물

이 고여 외부를 부식시키고 용기의 건전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외에 세워야 한다.

    마. 사업자는 저장지역의 설계, 일반인 선량한도, 요구되는 방사선감시, 출입통제 

및 물질 보안에 대한 요건과 안전특성 또는 보호조치(발전소 방사선방호 프로

그램에 기술된)에 기반하여, 모든 예상되는 폐기물 형태에 대해 최대 방사성물

질 재고량 한도(Bq 또는 Ci 단위)를 수립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 형태, 포함된 방사성핵종 및 형태, 저장 및 반출 일자 등의 재고기록은 

보존되어야 한다. 재고량 기록은 폐기물이 누적되는 동안 잠재적 방사선학적 

영향의 평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갱신되어야 하며, 비상상황시 1차 대

응자에게 지침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IV. 습식 방사성폐기물 저장

  1. 습식 방사성폐기물은 모든 액체 또는 액상/고상 슬러리(slurry), 수지(resin) 또는 

다른 처리 농축액으로 정의된다. 저장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습식폐기물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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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정한 인수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유리수를 포함하는 모든 폐기물로 정

의된다.

  2. 구조물 및 탱크를 지지하는 시설은 폐기물의 넘침이나 사고 상황에 의해 유발되

는 통제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용기의 주

요 파단 또는 누설의 경우 상당량의 액체와 습식 폐기물의 격납을 보장할 수 있

도록 바닥과 벽면 하단을 덮는 철재 라이너는 저장지역(rooms 또는 cubicles)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3. 다음과 같은 설계목표와 기준은 습식폐기물 저장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가. 액체방사성폐기물 저장탱크를 포함하고 있는 구조물은 안전심사지침 11.2, 

11.3, 12.3~12.4 및 Regulatory Guide(이하 “RG”) 1.143 “Design Guidance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stalled in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에 따라 내진요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기초와 벽은 용기/탱크의 파손으로 유출될 수 있는 액

체 재고량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축조되어야하며, 저장 및 처리를 위해 

액체를 퍼 낼수 있는 적합한 시스템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고, 적용가

능한 산업기준의 요건에 따라 검토 및 평가되어야 한다.

    나. 모든 탱크 또는 용기는 저장된 습식폐기물의 부식특성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또한 부식조건하에서의 지속적인 저장도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한

다.

    다. 모든 저장구조물에는 바닥배수 넘침을 방지하는 높은 턱(elevated thresholds) 

이나 틀(curbs)과, 모든 탱크나 용기가 파손되었다는 가정 하에 습식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할 수 있는 수집조가 설치되어야 한다.

        설비들은 넘친 습식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야 한다.

    라. 모든 탱크 및 용기에는 액체의 수위를 감시하고 잠재적인 넘침 조건을 경보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마. 방사성물질의 모든 잠재적인 유출경로(발생 기체, 용기의 파손)는 일반설계기

준 60 및 64에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선.01) 제6조 및 제16조에 부

합하도록 제어되어야 한다. 감시계획은 용기 건전성의 파손 또는 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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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을 감시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연계되어야 한다.

    바. 임시 저장된 모든 습식폐기물은 부지외로 반출되기 전에 추가적인 재처리가   

요구될 것이다. 그러므로 설비들은 요구되는 처리법과 폐기물의 처리 및 고화

계통을 연계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공유영역 및 관련 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동안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안전심사지침 11.2장 및 R.G. 

1.143에 기술된 코드와 기준에 따라서 설계되고 시험되어야 한다.

    사. 기체유출물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설 설계는 적합한 배기 환기 계통을 

통해 기체․증기․입자를 처리하고, 이러한 설비가 설치된 위치의 부품 또는 구

역에서 배기체․증기․입자를 수집하기 위한 규정과 함께 공기중 방사성물질이 

발생되거나 누적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배기계통과 공기 방사선 감시 시스

템(건물 배기 환기)에 대한 규정을 통합하여야한다.

    아. 사업자는 폐기물 형태, 폐기물 내용물, 포함된 방사성물질의 종류 및 방사성핵

종에 따른 재고량 기록, 저장ㆍ운반 날짜 및 기타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재고량 기록은 폐기물이 누적되는 동안 잠재적 방사선학적 영향의 평가를 위

해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갱신되어야 하며, 비상상황시 1차 대응자에게 지침 제

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접근가능하여야 한다.  

V. 고화된 방사성폐기물 저장

  1. 저장의 관점에서, 고화된 방사성폐기물이란 허가된 시설에서의 고화된 폐기물 기준

을 만족시키는 폐기물로 정의된다. 본 문서의 목적을 위하여, 상기의 기준에 따라 

탈수된 폐수지, 폐활성탄 또는 필터슬러지는 이러한 폐기물분류기준에 따라서 포함

될 수 있다.

  2. 모든 저장계획에서는 잠재적인 반출 및 처분을 위한 폐기물 재처리 요건뿐만    

아니라 용기의 보호에 관해서도 언급되어야 한다.

  3. 고화된 방사성폐기물을 담는 캐스크, 탱크 및 운송수단은 취급, 운반 또는 저장과

정에서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방사성물질이 누설될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감소시

킬 수 있도록 최선의 공학적 판단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반드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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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기능을 평가해야 하며,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면 화재나 홍수 등과 같

은 설계기준사건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리 절차와 유효성을 평가해야 

한다.

  4. 다음의 설계목표와 기준은 고화된 폐기물의 저장용기 및 시설에 적용될 수 있다.

     가. 고화된 폐기물 저장 구조물은 정상 및 예상운전과도동안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US NRC의 SRP 11.2, 11.3, 11.4, 12.3-12.4 및 RG 1.143에 정의된 바에 

따라 내진요건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모든 고화된 방사성폐기물은 효과적

인 물질 관리와 책임이 유지될 수 있는  제한구역 또는 부지경계내에 위치해

야 한다. 구조물에 대한 내진요건은 시설 특성에 따라 특정 내진요건에 부합

하도록 요구될 수 있으며, 최소한 건축법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공

학적 판단을 통해 방사성물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음을 보장하는 보호조

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학적인 판단에는 탈수된 수지나 슬러지의 

유출물을 유지하기 위하여 턱(둑) 또는 배수시설을 등을 설치해야 한다.

     나. 만일 부식성의 액체가 존재한다면, 용기를 보호(특수한 덧쇠나 도장)하거나   

잉여 액체를 중화시키기 위한 검증된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필요하다고 판

단되면, 스테인레스 같은 내부식성이 큰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고체폐

기물과 용기 사이에서의 잠재적인 부식현상도 고려되어야 한다. 탈수된 수지

의 경우 용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부식성이 큰 산 및 염기성 물질이 발생될 

수 있다. 공정관리계획(PCP)에서는 상기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하

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임시저장 기간 동안 용기가 파손되지 않음을 보장

하는 용기 재질의 선정 및 도장 전처리에 관한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 최종 운반과 처분 또는 장기 저장을 위한 운반요건과 인허가된 처분시설의 

인수 요건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용기의 파손에 대한 추가적인 재처리 또

는 재포장 설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제염 활동을 위한 격리 단계 

구역(isolated staging areas)을 지정하여야 하며, 제염을 위한 장비와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당한 피폭이 예상되는 취급 작업 및 작업자의 경우, 사업

자는 RG 8.8 및 8.10의 지침을 적용하여 ALARA 방법론을 실행해야 한다.

     라. 사업자는 사고에 대한 조기 탐지,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 이

행하여야 한다.(즉, 가연성물질 및 폭발성 기체 혼합물로 인한 화재) 저장지

역과 시설의 설계는,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RG 1.189 및 1.205의 지침을 적



부록 11.4-2 개정 6. 2018.12- 9 -

용하여 사고를 취급할 수 있는 역량과 좋은 공학적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화재 탐지 및 진압 장치(즉, 연기감시기 및 살수기)와 같은 안전조치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만약 스프링클러와 같은 살수 설비를 운용한다면 사업자는 

RG 1.143 및 4.21을 적용하여 바닥에 경사를 두어 물을 집수조에 수집하거나 

관리구역 밖으로 물이 흐르지 않도록 턱(둑)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방

사성물질의 통제와 개인 피폭 최소화를 보장할 수 있는 개인 훈련 및 행정절

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해당 구역내에 가연성물질이 최소한으로 사용되었다

면, 화재위험도 및 방호 분석(fire hazards and protection analysis) 결과에 근

거하여 화재 진압설비가 필요없을 수 있다. 동 지침은 화재의 영향으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방호되고, 발전소 시스템 및 구성품의 성능이 오염된 소화수, 

가연성 기체 및 연기의 배출에 대한 10 CFR 20의 유출물 배출 제한치에 부

합함을 보장한다.

     마. 사업자는 폐기물 형태, 폐기물 내용물, 포함된 방사성물질의 종류 및 방사성

핵종에 따른 재고량 기록, 저장ㆍ운반 날짜 및 기타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재고량 기록은 폐기물이 누적되는 동안 잠재적 방사선학적 영향의 평가를 위

해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갱신되어야 하며, 비상상황시 1차 대응자에게 지침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접근가능 하여야 한다.  

VI.  저준위 건조폐기물 저장

  1. 저준위 건조폐기물은 다량의 비활성 물질 내에 낮은 농도로 분산되어 있는 유리

수(free water)를 포함하지 않은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오염된 물질(종이, 휴지, 공

기여과기 등)로 잡고체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저준위 건조폐기물은 쉽게 제염하기 

힘든 걸레, 천, 종이 및 소형장비(연장 및 기기)와 같은 건조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물리적 형태에 따라 일부 건조폐기물은 Bulk 형태의 운반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압축되어 처리될 수 있다.

  2. 사업자는 폐기물 저장으로 인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저준위 건식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를 격리하기 위한 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추가적인 폐기물저

장 시설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용 기계설비의 통합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구조물은 정상 및 예상운전과도동안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US NRC의 S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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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1.3, 11.4, 12.3-12.4 및 RG 1.143에 정의된 바에 따라 내진요건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모든 건조 또는 압축된 폐기물은 효과적인 물질관리와 책임

이 유지될 수 있는 제한구역내에 위치해야 한다. 구조물에 대한 내진요건은 

시설 특성에 따라 특정 내진요건에 부합하도록 요구될 수 있으며, 최소한 건

축법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공학적 판단을 통해 방사성물질이 안전

하게 보관되고 있음을 보장하는 보호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나. 운반 요건과 최종 운반 및 처분 또는 장기 저장을 위해 인허가 받은 처분시

설 요건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저장용기의 손상시 추가적인 재처리 또는 재

포장을 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사업자는 제염 활동을 위한 격리 단계 구역

(isolated staging areas)을 지정하여야 하며, 제염을 위한 장비와 방법을 제공

하여야 한다. 상당한 피폭이 예상되는 취급 작업 및 작업자의 경우, 사업자는 

RG 8.8 및 8.10의 지침을 적용하여 ALARA 방법론을 실행해야 한다. 

     다. 사업자는 사고에 대한 조기 탐지,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 이

행하여야 한다.(즉, 가연성물질 및 폭발성 기체 혼합물로 인한 화재) 저장지역

과 시설의 설계는,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RG 1.189 및 1.205의 지침을 적용

하여 사고를 취급할 수 있는 역량과 좋은 공학적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화재 탐지 및 진압 장치(즉, 연기감시기 및 살수기)와 같은 안전조치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스프링클러와 같은 살수 설비를 운용한다면 사업자는 

RG 1.143 및 4.21을 적용하여 바닥에 경사를 두어 물을 집수조에 수집하거나 

관리구역 밖으로 물이 흐르지 않도록 턱(둑)을 설치하여야 하며, 철재 라이너

가 사용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방사성물질의 통제와 개인 피폭 최소화를 보장

할 수 있는 개인 훈련 및 행정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화재위험도 및 방호 

분석(fire hazards and protection analysis) 결과에 근거하여 화재 진압설비가 

필요없을 수 있다. 동 지침은 화재의 영향으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방호되고, 발

전소 시스템 및 구성품의 성능이 오염된 소화수, 가연성 기체 및 연기의 배출

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선.01)의 배출관련 규정에 부합함을 보장한

다.

     마. 시설설계는 환기 배기 시스템(저장지역에 대해)과 환기를 위한 규정을 반영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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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11.5-1 방출종료 또는 유로변경 등을 위한 연동신호를 

제공하는 방사성유출물 감시기의 설계지침

검토주관 :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방사성유출물 감시기의 주된 설계기능은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기체 또는 액체 유

출물내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을 검출하고 측정하는 것이다. 일부 감시기에 추가적으

로 부여되는 설계기능은 자동으로 방출을 종료하거나 유로를 변경하도록 하는 신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격납건물 환기계통 또는 방출격리밸브 폐쇄로 방출을 종료하는 것,

처리설비가 없는 배출경로에서 처리설비가 있는 배출경로로 건물 환기계통 배출 유로

를 전환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발전소 설계와 부지의 기상에 따라 방출종료나 유로변경과 같은 조치가 설계기준사고

의 결과를 완화하는데 필요하다. 완화의 필요성은 설계기준사고에 따른 소외 피폭선량 

계산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발전소 설계의 다른 부분에서는 방사성유출물 감시기를 통

해 방출을 종료하거나 수정하도록 계통을 작동시키는 것이 다른 목적을 위해 쓰인다.

예를 들면, 예상운전과도시 소외 피폭선량이 방사성유출물 관련 운영기술지침서에 규

정된 제한치 범위에서 유지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되는 방사성유출물 감시기의 설계, 구매, 설치, 시험, 그

리고 운전에 적용되는 설계 및 품질보증기준은 해당 감시기에 부여된 모든 설계기능

이 충실히 이행된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설계기준사고 해석결과, 설계기준사고의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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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안전설비의 작동이 요구되고,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을 위해 방사성유출물 감시기의 

신호가 필요하다면, 감시기는 공학적안전설비에 적용되는 설계 및 품질보증기준에 따

라 설계되고 품질이 보증되어야 한다. 역으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기기나 계통이 방

사성유출물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의 제한치 범위에서 소외 피폭선량이 유지되는 것

을 보증하기 위해 방사성물질 배출감소에 이용된다면(설계기준사고 결과완화 목적이 

아님), 동작신호를 제공하는 감시기는 작동계통의 설계 및 품질보증기준과 일치하도록 

설계되고 품질이 보증되어야 한다.

본 부록은 공학적안전설비 또는 공학적안전설비 관련 계통이나 감시기에 대해서 기준

을 제정하거나 다른 곳에서 설정된 설계 및 품질보증기준을 여하한 방법으로도 변경

하지 않는다.

본 부록에서 설정한 설계지침은 설계기준사고의 영향을 경감하는 것이 아니라 방사성

물질 배출관리를 위해 계통에 연동신호를 제공하려는 감시기를 설계, 제작, 설치, 시험

하고 계획된 기능에 상응하는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증한다.

또한, 최소요건을 설명하며, 동등한 설계코드, 기준 또는 품질보증방법 시행을 금하지

는 않는다.

II. 정  의

1. 방사성유출물 감시기: 유출물 유로에서 대표 시료를 채취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방

사성물질을 검출하고 정량적으로 측정한 뒤 시료를 다시 유출물 유로로 돌려보내고 

측정데이터를 전송하는 기기

2. 감시계통: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원거리 감시기로 구성된 계통, 감시기의 데이터를 

수용, 기록, 그리고 디스플레이하는 캐비닛 또는 콘솔(console), 연결 케이블, 전원공

급기, 펌프, 모터, 경보, 기록기, 진열패널, 계전기(relay), 그리고 다른 보조 부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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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설계지침

방사성유출물 감시기의 설계 및 품질보증기준은 감시기의 신호에 의해 작동되는 계통

들에 적용되는 설계 및 품질보증기준과 일치해야 한다.

공학적안전설비에 작동신호를 주는 감시기는 공학적안전설비에 적용되는 설계 및 품

질보증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품질이 보증되어야 한다. 공학적안전설비와 관련된 감시

기의 기준은 안전심사지침 7장에 언급되어 있다.

비공학적안전설비에 작동신호를 주는 감시기는 작동계통에 적용되는 설계 및 품질보

증기준 또는 <표-1>의 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품질이 보증되어야 한다.

<표-1> 방사성유출물 감시기 설계지침

범 주 설계기준 품질보증기준

방사성유출물에 대한 운영기

술지침의 제한치 규정을 만족

시키기 위해 유출물에 존재하

는 방사성물질의 방출감소에 

이용되는 계통에 동작신호를 

제공하는 방사성유출물 감시

계측

검토지침 

: 안전심사지침 11.5

기 준 

: ANSI N42.18-2004에 따

른 제작사 기준

검토지침 

: 안전심사지침 11.5 및 17

기 준 

: Regulatory Guide

1.143,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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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2.1절 직업상 방사선피폭(ORE)의 ALARA 보증

검토주관 : 방사선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직업상 방사선피폭의 ALARA 유지 보증에 관련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정책적 고려사항

가. 시설의 설계, 건설(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운영(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관한 경영자의 방침과 조직 구조에 대한 계획안(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나. 방사선방호책임자의 활동범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다. 직업상 방사선피폭을 ALARA로 유지와 관련된 신청자의 정책, 조직, 훈련 및 

설계 검토 지침들[Regulatory Guides(이하 “RG") 1.8, 8.8 및 8.10]과 제시된 

대안의 이행에 관한 정보(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2. 설계상의 고려사항

가. 선행 설계경험과 시설의 운전경험을 설계개선에 이용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나. 직업상 방사선피폭을 ALARA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시설과 장비들의 설계

특성에 관련된 지침(RG 8.8)의 이행(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다. 설계 인증 또는 설계 변경의 이행 중 신청자가 ALARA 기준으로 고려하는 

사항(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3. 운영상의 고려사항

가. 방사선방호, 운전, 보수, 계획 및 공정관리를 포함한 신청자의 계획 및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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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를 위한 수단

나. 운영경험의 이용(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다. 방사선방호 계획 및 운영지침(RGs 8.8, 8.10)과 제시된 대안의 이행에 관한 

정보(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4. 방사선방호 고려사항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방사선방호의 최적화) 및 ALARA

절차들(작업 공정, 계획 및 적절한 방사선 제어 포함)에 부합하도록 시설의 방사

선방호프로그램과 통합되어야 한다(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1. 원자력안전법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2.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3. 원자력안전법 제106조(교육훈련)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3조(피폭관리)

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4조(피폭저감화 조치)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방사선방호설비)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방사선방호의 최적화)

제52조(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제62조(방사선방호계획)

8.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9. 10 CFR 19.12 - “저장, 운반 및 방사성 물질의 이용, 위의 장소에서 방사선, ORE와 

관련된 지침, 피폭저감을 위한 주의사항 및 절차서 그리고 방호장비의 목적 및 기

능과 관련하여 직업상 방사선피폭(ORE)을 받는 작업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10. 10 CFR 52.47(b)(1) - “설계 인증 적용에 포함되는 검사, 시험, 분석 및 허용 준위

를 합리적으로 보증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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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1. 정책적 고려사항

직업상 방사선피폭이 ALARA로 유지됨을 보증하는 방침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의 

ALARA 요건과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의 훈련요건에 맞게 정해지고, 직업상 방사선

피폭의 ALARA 유지에 관한 지침(RGs 8.8, 8.10 및 NUREG-1736)에 따라 설명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ALARA 정책을 수행하는데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

는 특정한 사람이나 조직이 지명되어야 한다. 대안으로 제시된 방호 정책은 위의 

지침과 NUREG-1736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2. 설계상의 고려사항

설계방법과 접근방향, 상호작용은 ALARA의 규정[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46조(방사선방호의 최적화), 10 CFR 20.1101(b), RG 8.8) 및 기술기준(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방사선방호설비)]에 일치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 방사선구역에서 체류시간과 기기 유지보수를 위한 출입빈도를 줄이기 위한 방

안

나. 주기적인 보수 또는 가동 중 검사가 요구되는 부품에서 접근 가능성을 개선시

키기 위한 수단 

다. 주요 계통에서 방사화 부식생성물의 생성, 분포 및 잔류를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

라. 해체기간 중 직업상 방사선피폭을 ALARA로 유지함을 보증하는 수단  

마. 방사선방호전문가(또는 그룹)에 의한 설계검토 

바. ALARA 설계와 관련된 설계자 및 기술자에 대한 지침서

사. 운영 중인 발전소 및 이전 설계로부터의 경험

아. 계속적인 시설 설계 검토

자. 대안으로 제시된 설계 방향은 RG 8.8의 설계 지침과 비교하여 평가

3. 운영상의 고려사항

운영상의 타당성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방사선방호계획),

RGs 1.33, 1.8, 8.8 및 8.10에 따른 방호 계획과 절차의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으로 증빙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방호 계획과 절차서는 시설의 운영, 장비의 설계 

및 방호계획의 운영에서 얻은 경험으로 구체화 할 수 있으며, 특별한 피폭관리 기

술은 위의 방호 계획 및 절차서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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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선방호 고려사항

방사선 방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시설의 운영은 방사선피폭이 

ALARA로 유지되는데 필요한 절차로 통합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작업공정, 작업계

획, 설계변경 및 방사선적 고려사항들이 포함된다.

다음의 RGs와 NUREGs에서 제시되는 정보, 권고 및 지침사항은 10 CFR 19.12와 10

CFR 20.1101에서 제시된 규제요건의 이행을 위해 일반적으로 심사원이 수용할 수 있

는 원칙을 제시한다.

1. RG 1.8 - "방사선안전관리원의 자격 및 훈련과 관련된 사항“

2. RG 1.33 -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 요구되는 품질보증 사항“

3. RG 8.8 - "10 CFR 20.1101(b)과 관련하여 설계, 건설, 운영 및 해체 시 직업상피폭

(ORE)의 ALARA 이행에 관한 방사선방호 사항“

4. RG 8.10 - "10 CFR 20.1101(b)과 관련하여 직업상피폭(ORE)을 ALARA로 유지하기 

위해 제시되는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원의 권한에 대한 사항“

5. RG 8.27 - "방사선피폭을 ALARA로 유지하기 위해 수행되는 방사선방호훈련에 대

한 사항“

6. NUREG-1736 - "방사선선량을 ALARA로 유지하기 위한 방사선방호 프로그램에 대

한 요건"

III. 검토절차

다음과 같이 기술된 절차에 따라 검토문서를 선택하고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하여 검토한다. 허용기준과 상이할 시에는 제시된 대안이 얼마나 허용기준에 부합

되는지를 평가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정보가 허용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하고 RG 1.8과 

8.8, 8.10에 제시된 지침이 관리정책과 계획된 조직체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와 

제시된 대체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방사선방호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의 결정권한이 운영조직의 압력으로부터 충분한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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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직구조를 검토한다.

2. 작업에 대한 방사선피폭이 ALARA로 유지되고 방사선방호 관련 문제에 대하여 

방사선방호 책임자가 발전소 운영 책임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의제기 가능하도록 

조직구조가 수립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3. 작업자 피폭선량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과 기술이 발전소 설계에 적용될 수 있도

록 방사선방호 책임자와 방사선방호 조직이 설계검토조직과 상호 협력이 용이하

도록 조직체계가 수립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만약 발전소 방사선방호 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수용할 만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RG 8.8에 제

시된 지침에 따라 검토한다.

4. 작업자 피폭선량이 ALARA로 유지됨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전에 인정된 설계특성

과 운영경험이 발전소 설계계선에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5. 앞서 II절에 제시된 허용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추가정보제공을 요

청하거나 제출자료를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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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1. ALARA 정책, 설계 및 운영상의 고려사항들은 타당하다. 이 결론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의 교육·훈련 규정, 제91조의 방사선장해 방지조치 규정, ALARA 유지에 

관한 지침을 신청자가 만족하고 있음에 근거한다.

2. 신청자는 (발전소 명칭)이 상기 기준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건설되어 운

영될 것을 보증하는 경영약속을 제시하고 있다. 직업상 방사선피폭을 ALARA 유

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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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호 전문가 또는 조직(예로서, 보건물리책임자)은 발전소 운전에서 얻은 피폭

자료와 경험을 이용하여 발전소 설계 및 변경사항들과 모든 운전 보수 특성들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고 있다.

3. 발전소 방사선방호 설계의 목적은 개인선량과 집단선량 즉 건설작업자를 포함한 

발전소 작업종사자와 일반대중의 방사선피폭을 ALARA로 유지하고 대통령이 정

하는 선량한도 규정의 선량한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제한구역내의 직접 

방사선이나 공기 중 방사능 오염선원을 고려한다.

4. 신청자는 방사선방호 설계목적을 만족시키려고 (발전소 명칭)에 다음과 같은 시설

과 장비의 설계 고려사항들을 반영하고 있다(사용된 설계 고려사항들을 열거). 이

러한 설계 고려사항들은 ALARA 유지에 관한 지침에 일치하고 타당하다.

5. 운전 및 보수요원들은 발전소 운전에서 ALARA 목표가 성취됨을 보증하기 위해 

특별한 계획과 절차를 따른다. 개인의 보호를 위한 공학적 관리는 최적화되어 있

다. 고방사선 피폭이 예상되는 운전은 사전계획이 면밀히 작성되고 숙련된 요원

에 의해 적절한 방호장비나 장구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이러한 보수 활동 중에는 

개인의 피폭과 오염이 감시된다. 그들의 피폭기록은 검토되어 차후 작업절차와 

기술의 개선에 이용된다. 관리그룹에서는 방사선피폭 경향을 주기적으로 검토하

여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구역에서 변동사항을 결정하고 어떠한 작업군이 고피폭

에 누적되는가 조사한다. 이 기록들은 설계 개선이나 발전소 절차의 변경을 권고

하는데 이용된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ALARA 유지에 관한 지침에 일치하고 타

당하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2.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3. 원자력안전법 제106조(교육훈련)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3조(피폭관리)

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4조(피폭저감화 조치)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방사선방호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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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방사선방호의 최적화), 제62조(방사

선방호계획)

8.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9. IAEA Safety Series No.115 - "International Basic Safety Standards for Protection

against Ionizing Radiation and for the Safety of Radiation Sources"

10. 10 CFR 19.12, “Instruction to workers.”

11. 10 CFR 20.1101, “Radiation protection programs.”

12. 10CFR 52.47(b)(1)

13. Regulatory Guide 1.8 - “Qualifica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for nuclear

power plants”

14. Regulatory Guide 1.33 -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15. Regulatory Guide 8.8 - “Information relevant to assuring that occupational

radiation exposures at nuclear power stations will be as low as is reasonably

achievable”

16. Regulatory Guide 8.10 - “Operating philosophy for maintaining occupational

radiation exposures as low as is reasonably achievable”

17. Regulatory Guide 8.27 - “Radiation protection training for personnel at light-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18. NUREG-1736, "Consolidated Guidance: 10 CFR Part 20 - Standards for

Protection Against Radiation."

19. ICRP 60 - “1990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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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2.2절 방사선원

검토주관 : 방사선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중에서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 동안 발전

소의 방사선방호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원에 관련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봉입 선원

발전소의 정상운전과 사고조건 동안의 방사선원에 대한 기술이 방사선 방호계획

의 설계 및 차폐설계 계산의 근거로 이용된다(안전성분석보고서 제11장에서는 방

사성폐기물 관리계통의 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선원들에 대해 기술한다).

이러한 방사선원에 대한 기술은 핵종별 구성비, 발전소내 위치, 선원의 강도, 선

원의 기하학적 구조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는 방사선

원항 수치들의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는 이를 보완하

여야 한다.

이러한 방사선원에 대한 기술은 방사성부산물(byproduct), 선원, 그리고 특수핵물

질 등을 포함하는 모든 방사선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공기 중 방사성물질 선원

발전소내 공기 중 방사성물질 선원은 환기계통의 설계, 작업종사자의 개인방사선

방호 조치의 설계 및 선량평가 등에 사용되는 방사선원항이 기술되어야 한다(안

전성분석보고서 제11장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이나 발전소 환기계통의 설비

를 통해 발전소 외부로 방출되는 방출물에 기여하는 공기중 방사선원에 대해 기

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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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기기가 설치된 방, 복도 및 정상운전 시 운전원들이 상시 출입하는 

지역에서의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 동안에 예상되는 핵종별 방사성

물질 농도를 도표화해야 한다. 그리고,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계산에 이용된 

평가모델, 입력 자료 및 변수가 제시되어야 하고, 이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이 원자력안법 시행규칙 제2장 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의 요건에 부합하고,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 방사선안전관리 관련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등의 요건들에 부합하

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관련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법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3조(피폭관리)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

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개인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원자력

안전위원회령이 정하는 방에 따라 피폭선량평가 및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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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9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시출입자”란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시

출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라 함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

량한도를 각각 말한다.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4조(피폭저감화 조치)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정상

운전 및 비정상상태(사고를 제외한다)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

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시설주변주민이 받게 되는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방사선작업특성에 부합되는 방호조치

나. 방사선차폐 및 시설의 적절한 배치

다. 선량저감에 효과적인 재료 및 기기의 사용

라. 적절한 작업공간의 확보

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 (환경상의 위해방지)

법 제11조제3호․법 제12조의2제5항제2호․법 제21조제3호․법 제36조3호 ․법 제46조제3

호 및 법 제6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

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

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타 방사선위해방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원자로시설은 생성되는 방사성물질을 적절한 형태 및 조건으로 처리하여 부지내에 

저장하고 환경방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

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방사선방호설비)

원자로시설에는 방사선피폭을 방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방사선방

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종사자가 방사선구역 및 오염구역으로 출입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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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를 갖출 것.

나.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방사선준위를 낮출 필요가 있는 곳에는 차폐설비를 갖

출 것.

다. 운전상태 및 사고상황시 방사선준위 및 유출을 감시하고 그에 따라 수집된 정보

를 제어실 및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장소에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라. 벽․바닥 그 밖에 방사성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표면은 불침투성으로 평탄하

게 하여 오염의 제거가 용이하게 할 것.

마. 사람이나 설비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제염설

비를 갖출 것.

바. 오염된 공기를 환기하고 공기중 방사성물질을 제한하기 위하여 적절한 여과능력

을 지닌 환기설비를 갖추고, 오염된 공기는 방사선이 낮은 구역으로부터 높은 

구역으로 흐르게 하며, 방사성오염구역은 그 외부에 비하여 낮은 압력을 유지하

며, 누설되거나 역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설계기준사고)

원자로시설은 내부 및 외부사건을 포함한 설계기준사고로 인한 주민의 방사선피폭

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방사선량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9.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46(방사선방호의 최적화)

원자로시설의 설계 시에는 종사자 및 외부주민이 운영 중 받게 될 예상피폭선량을 

평가하여 운전상태에서 예상되는 방사선피폭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한 적합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10.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영 제10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방사선작업종사자․수시출입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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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가. 제6조(배출관리기준)규정에 의하여 제한구역경계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은 별

표3 제5란과 및 제8란에 규정되어 있는 농도에 비해 상당히 적어야 한다.

나. 제8조(유도공기중농도)규정에 의하여 출입이 빈번한 작업구역의 공기중 방사능 

농도는 별표3 제4란에 규정되어 있는 농도에 비해 상당히 적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

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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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

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에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다음 사항이 요구되는 모든 방사선원에 대해 기술되어야 한다.

가. 차폐

나. 특별 환기계통

다. 특별 저장장소와 조건

라. 수송 또는 출입관리

마. 특별계획 또는 절차(서)

바. 감시장비

2. 선원에 대한 기술은 다음 사항에 대해 필요한 모든 관련 내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설계과정에서 사용된 방사선차폐 전산코드의 입력

나. 관련시설 설계특성 수립

다. 계획 및 절차(서) 개발

라. 직업상 방사선피폭 평가

3. 봉입선원의 경우, 발전소의 각 층에 대한 설계 평면도에 모든 선원이 표시되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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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정량적인 선원 변수들이 제시되어 있는 표의 수치들과 용이하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의 위치는 대략적인 크기와 모형을 제시하고 정확하게 표

시되어야 한다.

원자로 압력용기와 생물학적 차폐물 사이의 환형공간에서 격납건물로의 감마선과 

중성자선 흐름은 작업자들이 체류할 수 있는 구역에서의 방사선장을 결정하기 위해 

분석되어야 한다. 동 분석은 운전중인 원자로의 경험적 자료가 사용될 수도 있다.

누설, 밀폐용기의 개방, 누설 핵연료의 저장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기중 방사선원

은 적절한 환기계통의 설계 및 적절한 감시계통의 선정에 유용한 형태로 그 위치 

및 크기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각종 선원들의 정량적 값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된 가정들은 안전성분석보고

서의 본 절에 명시하거나 또는 제11장에서 명시하고 본 절에서는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4. 차폐 및 환기계통 설계를 위한 핵분열생성물의 선원항은 다음 기준을 사용하여 산

출되면 허용될 수 있다.

가. 가압경수형원자로에서 0.25% 핵연료 손상

나. NUREG-0718 및 0737의 조치계획 항목 II.B.2에서의 필수접근 구역에 대한 사고

후 차폐 및 선원항

5. 냉각재 및 방사화 부식생성물의 선원항은 적용 가능한 원자로의 운전 경험에 근거

를 두어야 한다. 각종 기기, 설비 및 계통내의 방사화 부식생성물의 축적이 제시되

어야 한다. 방사화 부식생성물의 축적에 대한 설계 선원항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

된 가정 및 설계여유도에 대해 설명되어야 한다. 중성자 및 즉발 감마 선원항은 

노물리계산과 적용 가능한 원자로의 운전 경험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6. 안전성분석보고서 제12장에 제시하거나 또는 제11장에 기술하고 이를 제12장에서 

인용할 수 있는 선원 변수에 관한 표는 이 값들이 차폐설계계산이나 환기계통설계

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분명히 기술된 경우 허용될 수 있다. 또한 표에 제시된 

구체적 수치들이 냉각재와 방사화 부식생성물의 선원항의 경우 ANSI N237 및 

Regulatory Guide(이하 "RG") 1.112의 해당 관련기준들과 일관성이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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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NUREG-0718의 II.B.2항에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가. 사고시 고방사능 유체를 포함하게 될 각 계통들의 주변 지역에 대해서 방사선 

및 차폐설계 검토를 수행해야 하고,

나. 필수 구역에 적절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발전소를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동 사항에 관한 예비 설계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한 설계개념이나 동 개념을 보충 설명하는 설계기준 및 요건 등을 

명시함으로써 상기 요건 가. 및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접근 방법에 대해 전반

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적용한 설계개념이 기술적으로 합당하고 실

현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요건이 운영허가의 발행 이전에 적절

히 이행될 수 있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8.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NUREG-0737의 II.B.2항에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가. 손상된 노심을 유발하는 사고 발생 이후의 발전소 운전시 종사자의 접근이나 

체류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필수구역과 기기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방사선 및 차폐설계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고,

나. 필수구역에의 적절한 접근과 안전기기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

의 형태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허용기준에 적용되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원자

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과 같은 규제요건은 신청

자가 발전소내 방사선원으로부터의 내부피폭과 외부피폭으로 인한 종사자의 선량한도

와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를 관리해야 함을 의미하며, 관리구역 내에 저장되어 있는 

허가된 방사성물질의 보안관리를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관리구역과 감시구역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즉, 방사선원을 제한함으로써 작업종사자 및 일반인의 방사선피폭

이 해당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32조(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

설 등),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34조(방사선방호설비) 및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42조(설계기준사고)의 규제요건은 발전소내 방사능

을 함유한 계통들은 정상운전 및 가상의 사고 조건에서 적절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

록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각 계통들은 적절한 격납, 격리 및 여과계통들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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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계통 및 기기들은 정상운전 

및 사고 조건하에서 작업종사자 및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피폭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

적 선원이기 때문에 동 요건이 적용된다. 동 요건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하에서 

방사성물질의 방출이 종사자 및 일반인에 대한 해당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피폭이 발생

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적용된다. 또한 가상의 사고조건 하에서도 각 계통

들이 안전기능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용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선원항 설계기준이 허용기준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와 선원의 강도와 공기중 

방사능농도 및 정량적인 선원에 대한 기술이 신청자가 사용한 가정 및 방법과 일치하

는가를 판단한다.

차폐벽, 작업구역, 출입통로, 가동중검사 장소, 시료채취 장소 및 출입관리구역 등에 연

관된 봉입선원의 위치는 직업상 방사선피폭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ALARA)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특별한 상

황이 있는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동 검토에 근거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추가적 정보를 제출하게 하거나 또는 II절의 허

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재분석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방사선원항에 대해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가 타당하고, 원자력법, 동법 시행령 및 원자

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등의 해당 요건을 만족하

고 있다. 이러한 결론의 근거로서 신청자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시설들이 방사선원 평

가와 관련된 요건 및 NUREG-0718, NUREG-0737, ANSI N237 및 RG 1.112의 해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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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지침들에서 정하는 요건들을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청자는 선량평가, 차폐 및 환기계통의 설계에 대한 입력자료로 사용하는 봉입선원 

및 공기중 방사선원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봉입선원 및 공기중 방사선원에 대한 

정량적인 값을 산출하는데 적용한 가정들은 원자력안전법, 동법 시행령 및 원자력안전

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등의 해당 요건과 ANSI N237

및 RG 1.112의 해당 관련 지침들에서 정하는 요건에 근거하고 있다. 필수 접근구역에 

대한 사고후 차폐에 대해서는 NUREG-0737의 선원항이 사용되었다.

출력운전 중 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 방사선원은 격납건물 

내의 N-16, 불활성 기체 및 중성자선 등이다. 격납건물 외부 및 원자로 정지후 격납건

물 내에서의 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야기할 수 있는 주요 방사선원은 핵연료피복재 

결함으로 누출되는 핵분열생성물과 방사화 부식생성물을 포함하는 방사화 생성물이다.

냉각재 및 방사화 부식생성물의 선원항은 유사한 설계를 가진 원자로의 운전경험에 근

거를 두고 있으며, 방사화 부식생성물의 축적 현상을 충분히 보수적으로 고려하고 있

다. 중성자 및 즉발 감마선원항은 노물리 계산과 유사한 설계를 가진 원자로의 운전경

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상운전시 선원항 도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포함한 다른 설계 변수들은 제11장에 

제시되어 있다. 사고선원항은 NUREG-0737의 권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시된 방사선

원항은 다른 유사 설계에서의 평가내용과 비슷하다.

발전소내 대부분의 공기중 방사선원은 설비 및 기기에서 누설된 것이다. 신청자는 기

기 설치장소, 복도, 운전지역에서 기기 누설로 인해 정상운전시 예상되는 최대공기중 

방사능농도를 평가하여 도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누설 계산은 RG 1.112의 해당 

관련 기준을 따르고 있다.

공기 중 방사능농도의 평가에 이용된 선원항은 다른 유사 설계에서의 평가결과와 비교

적 근사하며 또한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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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2.3 - 12.4절  방사선방호 설계특성

검토주관 : 방사선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설계선량률,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 등을 고려하는 방사선방호 설계특성과 관련

된 것으로 다음 항목이 기술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당분야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방

사선방호 설계특성에 시설 내 방사선원으로 인한 직업상 피폭을 ALARA로 유지하고,

외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방사선피폭의 제어가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또한,

운영 중에 시설 및 환경의 오염과 방사성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과 관련된 기

기들의 보호가 보장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1. 시설 설계특성

가. 직업상 방사선피폭이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ALARA) 유지됨을 보

증하기 위한 장비 및 시설 설계특성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나. 정상운전(비정상운전과도를 포함), 핵연료재장전 및 사고 시(Regulatory

Guide (이하 "RG") 1.4 및 1.7에 근거) 방사선구역 등급 설정(구역경계를 포

함) (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다. 모든 방사선원 위치 및 기타 설계세부사항 등을 보여주는 시설의 배치도를 포

함하여 장비, 기기 및 계통의 시설 설계특성의 예시 (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

서). 여기에는 차폐벽 두께가 도면에 명시되거나 별도의 도표에 제시되어야 함.

라. 시설 및 장비의 설계와 배치에서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을 ALARA로 유지

하는데 요구되는 요건(RG 8.8 요건)의 이행상태 (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마.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6(용이한 해체를 위한 조치)

에 따라 원자로의 해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 및 환경의 오염과 방사성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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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발생을 실질적인 수준까지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특성 (예비/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

바. RG 8.8에 따라 1차 냉각수와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방사화물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기기의 특성 및 물성을 고려하여 제시된 방안에 대한 정보 

(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사. RG 8.8에 따라 기기의 신뢰성 확보와 누설을 방지하고 시설관리 및 검사를 

최소화한 설계특성 (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아. RG 8.8에 따라 발전소 작업공간에 필요한 조명설비, 작업 효율성 증진 방안,

정전 시 고방사선 구역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대체 조명설비에 대한 설계특

성 (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자. RG 8.8과 RG 8.38에 따라 발전소 배치도에 방사선준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설명과 위치를 표기하고 잠재적인 고방사선구역을 포함한 제한구역(재장전기

간 중 원자로공동과 핵연료이송관)의 접근통제를 위한 설계특성 (예비/최종안

전성분석보고서)

2. 차폐

가. 설계기준 및 관통부에 사용될 차폐물질, 원자로 압력용기와 생체차폐체 사이

의 환형공간에서의 중성자 흐름을 감소시키기 위한 차폐물질 등을 포함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 제11장 및 제12.2절에 제시된 방사선원에 대한 차폐 (예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여기에는 차폐벽 두께가 도면에 명시되거나 별도의 

도표에 제시되어야 함

나. 계산에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될 적절한 코드, 가정 및 기법을 포함하여 차폐

변수를 결정하는 방법 (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다. 직업상 방사선피폭이 ALARA로 유지됨을 보증하기 위해 차폐(체), 기하학적 

배열, 원격조정 등을 사용하는 특별한 방호특성 (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라. 콘크리트 차폐에 관한 지침(RG 1.69)과 직업상 방사선피폭을 ALARA로 유지

하는데 요구되는 특별한 방호특성에 관한 지침(RG 8.8)의 이행 (예비/최종안

전성분석보고서)

마. 사고(10 CFR 50.34(f)(2)(vii) 및 NUREG-0737, Item Ⅱ.B.2) 후 종사자의 접근

이 필요한 구역(입출구 지점을 포함)에 대한 설명 및 위치표시 (예비/최종안

전성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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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RG 8.38에 따라 종사자의 접근과 그 구역에서의 작업을 통제할 수 있는 고준

위 및 극고준위 방사선구역에 대한 차폐 및 방벽을 제공하는 발전소 구조물 

및 벽체의 물리적 배치 및 구성 (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3. 환기

가. RG 1.70의 제12.3.3절에서 요구하는 환기계통 설계에 있어서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방호 특성의 기술(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나. 공기정화계통 설계에 있어서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방호 특성의 실례 (예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다. 사고 후 공학적안전설비로서의 공기여과 및 흡수장치의 설계, 시험 및 유지 

기준에 관한 지침(RG 1.52)의 적용 및 ALARA 이행에 관한 지침(RG 8.8)의 

이행에 관한 정보 (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4. 지역방사선 및 공기중 방사능 감시계측설비

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에서 고정 지역방사선감시계통과 연속 

공기중방사능감시계통에 대한 설명(RG 1.70의 제12.3.4절에서 요구하는 배치

기준을 포함) (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나. 작업구역에서 공기중 방사능농도의 대표시료 확보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예

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다. 공기중 고방사능이 의심되는 구역의 위치 식별에 관한 절차

라. 방사선감시에 관련된 규제지침(RG 8.2, 8.8, 8.25 및 1.97(Rev.3) 및 산업기준 

ANSI N13.1-1999)에 명시된 방사선감시장비 기준의 이행 (예비/최종안전성분

석보고서)

마. 사고시 방사선감시 요건(10 CFR 50.34(f)(2)(xvii), NUREG-0737 Item Ⅱ.F.1.3 및 

RG 1.97(Rev.3))에 따른 격납건물 내 고준위 방사선감시기의 사고 시 동작 능력

바. 10 CFR 50.34(f)(2)(xxvii) 및 NUREG-0737 Item Ⅲ.D.3.3의 규정에 따른 발전

소내 공기중 방사능감시계통

사. 산업기준 ANSI/ANS-HPSSC-6.8.1에 따른 고정 지역방사선감시기의 위치

아. 10 CFR 50.68에 따라 특수핵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장소에서의 방사선

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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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량평가

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방사선방호의 최적화)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계 시 종사자 및 외부주민이 받게 될 예상피폭선량을 평가하

여 운전상태에서 예상되는 방사선피폭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한 적합

한 방안이 수립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여기에는 특정한 설비기능이나 방사선

방호 활동으로 인한 추가 선량 저감조치가 기술되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나. RG 8.19에 따른 각 방사선구역의 예상체류시간, 방사성폐기물 취급, 정상보수 

및 특별보수(증기발생기 전열관막음 등), 재장전 및 가동중검사 등 주요 방사

선작업 수행에 따른 예상 연간 집단선량(person-Sivert)에 관한 세부자료가 포

함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Ⅱ. 허용기준

규제요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이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

회 고시 등의 요건들에 부합하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관련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법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2.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 방지조치)

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4호(선량한도) 별표 1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측정)

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3조(피폭관리)

6.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4조(피폭저감화 조치)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방사선방호설비)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경보장치 등)

9.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방사선방호의 최적화)

10.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방사선관리구역 등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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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1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6(용이한 해체를 위한 조치)

13.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방사선관리구역)

14.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

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

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시설 설계특성

신청자가 원자력안전법 제91조의 방사선장해방지조치의 규정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선량한도 요건을 만족하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 타당함

을 인정한다. 여기에는 보수, 재장전, 방사성물질 취급 및 처리, 가동중검사,

교정, 원자로해체, 사고후 복구 등과 같은 주요 피폭누적 작업들을 고려하여 

시설이 설계되고, 설계에 반영된 방사선방호 특성은 원자력안전법 제91조와 

관련 ALARA 이행에 관한 요건 및 RG 8.8과 8.10에 부합하여, 이러한 방사

선피폭 유발 활동으로 인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방사선피폭이 ALARA로 

유지될 것임을 보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는 방사선방호 특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가. 작업, 검사 및 시료채취 지역으로의 접근 용이성

나. 선원 세기의 저감 능력

다. 방사화 부식생성물의 발생, 확산, 보유를 저감하는 설계조치

라. 방사선장에서의 작업시간 단축능력 

마. 이동형 차폐체와 원격조작 도구의 준비

출입관리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방사선관리구역 

등에의 조치)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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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운전과도(핵연료 취급시 연료다발의 낙하 등)를 포함하여 정상운전 중 

극고준위 방사선구역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시설이 설계되어야 한

다. 고준위 및 극고준위 방사선구역은 종사자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수 있

도록 일상적인 작업공간이나 복도 등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 이송관 등에 대한 접근관리는 일반적인 관리구역 출입요건보다 더 엄

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핵연료 이송중에 1 Gy/h 이상의 방사선준위가 예

상되는 사용후핵연료 이송관 등의 주변지역은 차폐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이동형 차폐체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 차폐물은 접촉시 1 Gy/h 미

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용후핵연료 이송관 지역은 핵연료 이송

중에 치명적인 방사선장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표시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

다. 이동형 차폐체가 사용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영구형 차폐체가 사용된 

경우가 아닐 때에는 임시 핵연료 이송관 차폐체가 핵연료 이송중에 제거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음향 및 시각적인 경보능력을 가진 방사선감시기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1 Gy/h를 초과하는 방사선준위를 가질 수 있는 다른 어느 

시설의 방사선원에 대하여도 본 개념이 적용된다.

발전소의 전 지역은 발전소 구조물내 지역뿐만 아니라 일반지역까지 방사선

구역 등급(radiation zone)으로 세분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최대 설계선량률과 

이를 선정한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역의 최대 선량률은 예상 체류시간

과 출입관리 조건에 따라서 각 구역에 대해 정의되어야 한다.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재장전; 방출; 핵연료 취급 및 저장; 방사성물질의 취급, 처리,

사용, 저장 및 처분; 정상보수; 운전중 감시; 가동중검사; 및 교정 등을 포함)

시 체류(인원수와 체류 또는 이동시간을 근거로 예측된다)해야 하는 지역은 

체류하는 해당 개인에 대한 연간선량이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범위에서 원

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량한도보다 훨씬 더 낮

아야 하며, 총 집단선량(person-Sivert)이 ALARA로 유지되도록 구역화 되어

야 한다. 현재의 운전경험 및 새로운 설계에 대하여 수행된 예상을 근거로 

하여 시설 차폐를 설계하고, 구역화하고, 충분한 방사선방호 설계특성을 구체

화하여 시설구역 내에서 종사자가 개인선량한도의 낮은 분율 이내로 피폭 되

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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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손상이 초래되는 사고 시 방사선에 의하여 종사자의 체류를 심하게 제

한해야 할 모든 필수구역이 확인되어야 한다. 사고 시 이 필수구역으로의 접

근은 NUREG-0737 Ⅱ.B.2에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10 CFR 50.34(f)(2)(vii)의 

규정에 따라 증명되어야 한다. 이 때 필수구역으로의 접근, 체류시간 및 퇴거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2. 차폐

검토자는 차폐두께 계산에 사용된 가정, 사용된 계산방법 및 매개변수에 대

하여 평가한다. 감마선원 및 중성자-감마 복합선원에 대한 차폐두께를 결정하

는데 효과적인 다수의 인정된 차폐계산 코드들이 사용 가능하다. 차폐 설계

자들이 사용한 대부분의 전산코드들은 미국 Oak Ridge 국립연구소(ORNL)의 

방사선안전정보평가센터(RSICC) 소유 코드들인데 이는 신뢰도 및 정확도에 

대해서가 아니라 운영측면에서 시험받고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사

선차폐 코드는 복잡성과 정밀도 측면에서 볼 때, 간단한 점선원 계산방법

(point-kernel methods)으로부터 좀 더 복잡한 유한요소법(discrete ordinates

methods), 아주 정밀한 몬테카를로 계산방법(Monte Carlo methods)에 이르

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검토자는 신청자의 계산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필요시에는 이들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주어진 차폐설계 및 선원세기에 

대한 선량률을 계산할 수 있다.

신청자의 차폐설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차폐계산법에 의하여 수행되

었다면 만족한다. 이때 방사선원, 반응단면적, 차폐와 선원간의 기하학적 모

형, 수송방정식 등에 관한 가정들은 실제적이어야 한다. 방사선의 흐름

(streaming) 및 산란(scattering)을 줄이기 위하여 미로형태의 통로나 관통부 

등이 사용되어야 한다. 차폐물질 구성 성분은 차폐체 자체가 잠재적인 방사

선원(차폐물질의 방사화 또는 1차 방사선과의 반응으로 인한 2차 방사선의 

생성 등)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선택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방사선 차폐

설계는 직업상 방사선피폭을 ALARA로 유지해야 하는 요건을 만족하는데 있

어서 필수적이다.

RG 1.69와 ANSI/ANS-6.4-1977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직업상 방사선피폭에 대



제12.3~4절 개정 5 – 2015.12- 8 -

한 방호용 콘크리트 차폐체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시설의 

건설 중에 위의 지침을 제대로 수행하는가를 근거로 차폐공사의 적합성이 평

가된다. RG 8.8은 방사선방호설계에 있어 차폐 및 격리에 관한 추가적인 허

용기준을 제공한다.

3. 환기계통

환기계통은 안전성분석보고서 12.2.2절에 기술된 구역 내에서의 환기율에 대

한 기준 및 기초 근거가 공기중 저방사능 지역에서 공기중 고방사능 지역으

로 공기가 흘러서 필터나 배기구로 나가고, 정상적인 체류구역 내에서의 방

사성물질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유도공기중농도 규정을 만족하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 1의 선량한도를 만족한다는 것을 보증한다면, 방사선방호 관점에서 허

용된다. 환기계통은 정상적으로 체류하지 않으나 보수 및 가동중검사가 반드

시 수행되어야 하는 구역에서의 공기중 방사능농도를 유도공기중농도(1

DAC)까지 줄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 환기계통은 방사능을 

띠는 필터가 쉽게 유지 관리되고 유지 관리하는 직원 및 인근 지역에 머무는 

직원에게 추가적인 방사선위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신청자

는 또한 방사성기체 및 입자와 관련하여 RG 8.8의 지침을 적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환기계통의 허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경수로형 원자로의 공기정화계통의 설계, 보수에 관한 규제지침(RG 1.52)은 

비록 공기중 방사능을 포함하는 사고의 완화를 위한 지침이지만 정상운전시

에도 본 검토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4. 지역방사선 및 공기중 방사능농도 감시계통

가. 지역방사선 감시계통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및 RG 8.15, 1.97 및 10 CFR 50.34,(f)(2)(xvii)의 규정에 

부합하고, 다음에 제시된 사항들을 만족할 때 허용된다.

1) 제한된 출입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평상적으로 체류 가능한 지역과 

경수로형 원자로 지역방사선감시계통의 설계 및 위치에 관한 기준(산

업기준인 ANSI/ANS-HPSSC-6.8.1)에 따라 방사선구역 등급의 설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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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준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는 지역방사선 계측기들이 

위치하여야 한다.

2) 계측기들은 위치한 방사선구역에서의 설계 최대선량률 및 예상운전과

도와 사고 시에 도달할 수 있는 최대선량률을 계측할 수 있는 선량률 

지시치 범위를 갖는다.

3) 계측기들은 핵연료 재장전 시와 계측기의 보수작업이 실시된 이후 교

정된다.

4) 각 감시기는 현장에서 감지 가능한 음향경보장치와 변경 가능한 경보 

설정치를 갖는다. 소음이 높은 지역에 설치된 감시기들은 시각경보장

치도 갖추어야 한다.

5) 제어실에 지시치와 경보가 제공된다.

6) 격납건물 내 고방사선 감시기는 10 CFR 50.34(f)(2) (xvii)의 요건을 만

족한다.

7) 소외전원 상실 이후 비상전원이 공급된다.

나. 공기중 방사능농도 감시계통은 RG 8.25의 연속 공기시료 채취에 관한 지

침에 부합하고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할 때 허용된다.

1) 공학적 제어수단으로 방사성물질의 인체내부 흡입에 대한 일차적인 방

호를 제공한다.

2) 정상적으로 체류하는 지역으로서 공기중에 방사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곳, 즉 고체폐기물 취급지역,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원자로 운전

구역 등의 지역에서 공기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공기중 방사능 감시

계통은 작업자가 체류하는 지역에서 환기계통에 의한 희석을 고려하여 

입자 및 방사성 옥소 농도를 10 DAC-hrs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시설이 정상운전 중일 때 시설 내부에서 외부로 방출되는 공기를 

연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불활성기체 감시기는 Xe-133을 감시할 

때에 그 계측기의 동작 특성이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교

정되어야만 한다.

3) 계측기가 대표 공기중 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기 취구부분

에 가능한 한 가까이 위치하여야 한다.

4) 환기계통 감시기는 HEPA 필터의 상단흐름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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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측기들은 정기적으로 교정하며, 또한 계측기에 대한 보수작업이 실

시된 이후에도 교정한다.

6) 각 감시기는 현장에서 감지 가능한 음향경보장치와 변경 가능한 경보

지시치를 갖추어야 한다. 소음이 높은 지역에 설치된 감시기들은 시각

경보장치도 갖추어야 한다.

7) 제어실에 지시치와 경보가 제공된다.

8) 소외전원 상실 이후 비상전원이 공급된다.

다. 발전소내 사고 방사선감시계통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10 CFR 50.34,(f)(2)(xvii)의 요건, NUREG-0737 Item Ⅱ.F.1 및 RG

1.97(Rev.3)의 기준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고가 진행 중일 

때 접근해야 할 지역에서의 방사선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야 한다.

2)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할 휴대용 계측기들은 사고로 인한 비상사

태에 대응하는 자들이 쉽게 취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설치된 사고 감시계통에는 비상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4) 사고용 감시계통들은 계산상의 최대 준위까지 포함하는 사고준위를 감

시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사고로 인하여 초래된 환경조건에서도 적

절하게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10 CFR 50.34(f)(2)(xvii) 및 NUREG-0737 Item Ⅱ.F.1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격납건물 내에 2대의 고준위 방사선감시계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발전소내 공기중 방사능농도 감시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

서는 방사성 유출물의 방사능측정 등에 관한 규제지침(RG 1.21, 부록 A)

을 적용한다. RG 8.2는 방사선위해를 평가하기 위한 탐사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ANSI N13.1-1999는 원자력시설 내의 환기구 및 배기구에서의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시료채취에 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이는 

시료채취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들 및 실제 시료채취 과정의 적합성에 대

한 허용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RG 8.8은 감시계통에 대한 보다 자세

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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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핵연료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대한 방사선감시기는 10 CFR 50.68

의 기준에 부합하면 허용된다.

5. 선량평가

선량평가는 선량평가에 관한 RG 8.19에 따라 계산가정, 계산방법 및 계산결

과를 적절히 기록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작업자 수와 구분, 예상 및 설계선

량률 그리고 예상집단선량(person-Sivert) 등을 포함해야 한다.

6. 오염최소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6(용이한 해체를 위한 조치)에 

따라 운영 중에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설 및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고 

해체를 고려하여 방사성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시설 및 절차를 고려한 

설계가 적용되어야 한다.

상기 허용기준에 대한 기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방호 특성에서 언급된 원자력안전법 제91조의 규정은 원자력관계사업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고 방사성물질의 방

출량 및 방사선피폭선량이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유지되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 방사선방호 설계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 1의 종사자의 선

량한도를 만족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경보장치 등)의 요건은 방사선

방호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전되지 아니할 때 신속히 감지하고 종사자에게 과

도한 방사선피폭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증하는 요건이다.

Ⅲ. 검토절차

본 검토절차는 앞에서 기술된 허용기준을 근거로 한다. 허용기준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대안이 관련 요건에 만족함을 보이는 신청자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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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방사선방호 설계특성(제9장 및 제11장의 일

부를 포함)에 관한 정보가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규제지침을 따르고 있

는지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한다.

가. 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나. 방사선원 및 방사선차폐에 주안점을 둔 시설의 설계도면

다. 방사성폐기물계통, 제염시설, 사무실과 출입관리지역, 세탁실, 탈의실과 개인

제염지역을 포함하는 샤워실, 실험실 등을 포함하는 보조건물에 대한 설계도면

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핵연료 이송 및 이와 관련한 장비 등을 포함하는 핵연

료건물에 대한 설계도면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단계에서는 직업상 방사선피폭이 합리적으로 달성 가

능한 한 낮게 유지됨을 보증함에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예비설계특성에 

특별히 관심을 둔다. 이러한 검토에서 방사선방호 설계특성은 ALARA 규제지침

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출입관리 계획은 시행령 등의 관계규정 또는 표준기술지

침서에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하며, 아울러 한정된 출입지역과 제한출입지역(고방

사선 지역)으로의 출입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다. 안

전성분석보고서 제9장 및 제11장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지역의 선량률, 환기계

통 내의 공기중 방사능농도 감시계측장비의 설치위치, 그리고 방사선방호 설계와 

관련된 방사성폐기물계통에 해당하는 부분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초기 설계계획

에 관련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평가한다. 특히, 새로운 배치, 개선된 설계, 특이한 

차폐 두께, 새로운 또는 변경된 방사선차폐 두께계산 절차, 계산에 도입된 특이한 

가정들, 방사선감시기들의 위치 등에 관련한 사항을 평가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제11장에 대한 검토를 담당하는 검토자는 공정 및 유출물감시계통의 설계특성(민

감도, 감시범위, 계통 설치위치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2. RG 1.97(Rev.3)은 사고후 방사선감시 계측기기에 대한 상세한 지침 및 허용기준

을 제공하고 있다. 동 RG 1.97의 개정본 4(Rev.4)에서는 특별히 제안된 설계에 동 

지침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사고조건 하에서 발전소 

감시를 위해 적절한 방사선감시 계측장비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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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제어분야 및 비상대책분야의 검토자들과 연계하여 방사선감시계통을 검토하

여야 한다.

3. 검토자는 용인된 방사선 차폐계산 방법 및 사례를 근거로 신청자의 차폐설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검토자는 발전소 배치도면과 방사선구역 구분을 근거로 발전

소의 어느 지역을 선정하여 차폐설계의 적절성을 독립적인 검증계산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발전소의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시에 고방사선구역(선량률 1

Gy/h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발전소 내 지역에 대해 차폐설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4.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단계에서 검토자는 방사선구역 구분이나, 계측장비 설

치위치의 변경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운영절차서 변경을 필요로 하는 설계상의 

변경에 대하여 고려한다.

5. 검토자는 신청자가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규제지침이나 산업기준 등의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6. 검토결과에 준하여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또는 방사선방호 

설계특성이 본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신청자로 하여금 

재평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7. 검토자는 RG 4.21 지침에 따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시설 및 환경의 오염 

최소화와 해체 시 방사성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특성을 검토한다.

Ⅳ.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와 검증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

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또한 이러한 결론에 대한 근거를 언급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과 상세기술요건 및 일반안전요건의 방사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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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분야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내용이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개정본에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안전심사보고서로 작성한다. 안전심사보고서에는 신청자의 

신청내용의 요약, 검토자의 검토근거, 허용기준 및 검토 도출사항 등을 포함한다. 다음

은 전형적인 평가결과의 간단한 형태이다.

검토자는 방사선방호 설계가 적합하며, 원자력안전법령의 방사선방호 관련규정,

일반안전요건의 관련규정들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한다.

[발전소 이름]에서의 방사선방호 설계는 원자력안전법 제91조의 방사선방호 목

적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의 선량한도 규정과 방사선방호 관련 안전규제지침에 

부합하여 직업상 방사선피폭을 규제한도치 이내로 유지하며 동시에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도록 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설계개념의 대부분은 

신청자의 방사선방호 설계를 검토한 결과나 다른 원자력발전소를 운전하면서 얻

어지는 방사선피폭 경험에 의해서 반영된다. [다음 사항들을 위한 설계특성의 사

례를 포함시킨다. 즉, 보수작업시에 작업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의 저감, 어떤 작업

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경우에 방사선원항의 저감, 관리구역으로의 신속하고 

용이한 출입성, 원격조정, 방사선장에서 행해지는 작업에 필요한 시간의 단축, 기

타 방사선피폭을 저감시킬 수 있는 설계특성들에 대한 사례를 포함시킨다.] 이러

한 설계특성은 ALARA에 관한 안전규제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일치하며 또

한 적합하다.

출입관리는 출입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검토결과 적합하다.

관리구역내의 공간은 몇 개의 방사선구역 등급으로 분류된다. 이 각각의 방사선

구역에 대한 선량률 요건은 예상체류시간과 출입제한 요건 등으로부터 유도된다.

이러한 요건들은 방사선차폐 설계의 근거로서 사용되며, 설비의 배치에 활용된다.

발전소 내에서 1 Gy/h를 초과하는 방사선준위를 유발하는 모든 방사선원항은 

차폐되어야 하며, 만일의 경우 치명적인 방사선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

게 표시한다. 만일 영구적 차폐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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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며, 일시적으로 차폐물이 제거되었을 경우에 음향 및 시각 경보감시기 

등이 작업자들을 경고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방사선차폐는 발전소 내부 및 외부에서 운전관련 종사자와 일반인 등을 방사선

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다음은 [발전소 이름]에 적용된 차폐설계 

설비들이다. [발전소에 사용된 몇 가지 차폐설계 설비의 예를 나열한다.] [신청자 

이름]에 의해 [발전소 이름]의 차폐 벽면의 관통부를 설치하기 위해 사용된 요건

은 다음과 같다. [몇 가지 차폐 관통부 설치요건을 나열한다.] 이러한 차폐기술은 

개인 방사선피폭을 ALARA 요건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유지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차폐기술은 적합하다.

[발전소 이름]을 위해 사용된 일반적인 차폐설계 방법과 방사선원항은 운전하고 

있는 원자로로부터 산출된 것과 유사하다. 신청자의 차폐설계를 위해 사용된 기

본적 방사선 수송해석은 [적절한 차폐전산 코드명 나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신

청자는 또한 차폐설계 계산의 입력 자료로써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차폐

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였다. 발전소 내 모든 콘크리트 차폐는 콘크리트 차폐에 

관한 산업규격에 준하여 건설된다. 검토자는 [예비 또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차폐설계 및 방법이 안전심사지침의 요건에 근거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

한다.

[발전소 이름]에서의 환기계통은 발전소 요원이 방사선량 규정에 제시된 공기중 

방사능농도를 초과하는 공기중 방사능으로부터 불필요하게 피폭을 당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개인 방사선피폭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공기의 흐름을 공기중 방사능농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에서 높을 것

으로 예상되는 구역으로 흐르게 한다.

2. 오염물질이 새어 들어오는 것이나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압 또는 부압

을 걸어 준다.

3. 환기계통의 흡입구가 다른 건물의 방출지점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대기를 빨아들이지 않도록 위치시킨다.

이러한 설계요건은 경수형 원자로의 공기정화계통의 설계, 보수에 관한 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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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과 ALARA 이행에 관한 규제지침을 만족한다. [환기계통에서의 피폭저감설비

의 사례 등을 나열한다.]

신청자의 지역방사선 감시계통은 다음과 같이 설계된다.

1. 방사선준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그곳에 운전요원이 있을 것 같은 구역

에서의 방사선준위를 감시한다.

2. 방사선준위가 미리 설정한 준위를 초과하게 되면 증가된 방사선준위를 경고하

기 위하여 경보를 울린다.

3. 발전소내의 중요한 지점에서는 항상 방사선준위가 기록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청자는 [몇 대]의 지역감시기를 방사선준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운전요원이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에 설치할 예정이

다. 지역방사선감시계통은 10 CFR 50.34,(f)(2)(xvii)의 요건 및 사고후 발전소감시

에 관한 안전규제지침의 요건을 만족하며 중앙 기록을 위한 설비와 지역 및 원격 

음향 및 시각 경보장치를 가지고 있다. [지역방사선 감시설비의 예를 나열한다.]

신청자의 공기중 방사능농도 감시계통의 설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공기중 방사성물질에 의한 직업상 방사선피폭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는 것을 돕도록 한다.

2. 방사능을 함유한 계통의 건전성을 점검한다.

3. 부주의한 과피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기치 못한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경고한다.

신청자는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존재가 예상되는 구역에 공기중 방사능농도 감

시기를 설치한다. 이러한 공기중 방사능농도 감시기는 환기 유속이 가장 느린 구

역에서의 입자 및 방사성 옥소 핵종의 유도공기중농도(DAC)를 10시간 동안 측정

할 수 있는 계측 능력이 있다. 신청자는 고정형 공기중 방사능농도 감시기가 설

치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공기를 감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휴대용 연속공기감시기

를 준비한다.

모든 공기중 및 지역방사선감시기는 정기적으로 교정된다. [다른 공기중 방사성

물질 감시설비에 관하여 나열한다.] [발전소 이름]의 지역 및 공기중 방사능감시

계통들의 설치목적 및 위치에 관한 요건은 공기중 방사능농도감시와 관련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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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일치한다.

신청자의 사고 방사선감시계통의 설치목적은 어떤 사고의 진행과정 중에 작업

자가 접근해야 할 지역의 방사선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설치된 감시기는 비상전원이 공급되며, 휴대용 계측기들은 비상에 대응하는 요원

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 둔다. 이러한 계통은 어떤 사고 시에 사용 가능하도

록 다음과 같이 설계된다.

1. 사용 가능한 계측기의 계측범위

2. 계측기가 위치하는 곳의 환경조건을 견딜 수 있으며, 10 CFR 50.34,(f)(2)(xvii)

의 요건 및 원전 사고조건 감시에 관한 규제지침의 사항들을 만족한다.

사고 시 임계도를 감시하기 위한 계측장비는 임계도 사고 감시요건을 만족하고 

또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다.

신청자는 RG 8.19에 따라 선량평가에 적용된 계산가정, 계산방법 및 계산결과를 

적절히 기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작업자 수와 구분, 예상 및 설계선량률 그리고 

예상집단선량(person-Sivert)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이름)에 직업상 방사선피폭 평

가의 완성된 요약표를 포함하는 선량평가서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선량평가에 

대한 사전정보로서 설계 및 운영단계에서의 선량저감화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 

과정, 작업자선량 저감을 위한 설계특성정보 및 주요 ALARA 변경사항이 적절히 

기술되고 있어 선량평가에 대한 기술내용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시설의 설계특성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6(용이한 해

체를 위한 조치)에 따라 원자로의 해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 및 환경의 오염과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을 실질적인 수준까지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다.

Ⅴ.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2.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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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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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2.5절 방사선방호계획

검토주관 : 방사선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방사선방호계획에 대하여 운영측면에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방사선방호 조직

가. 해당 직위의 책임과 권한이 명시된 방사선방호계획상의 행정조직(예비/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

나. 방사선방호계획과 방사성물질 취급 및 감시 책임자의 경력 및 자격(최종안전

성분석보고서)

다. 종사자 선정 및 훈련에 관한 지침(KINS/RG-N13.07 및 USNRC Regulatory

Guide(이하 “RG") 1.8), ALARA 관련 지침(KINS/RG-N13.04 및 RGs 8.8,

8.10)의 이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자료의 적용 여부(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

고서)

라. 방사선방호 프로그램의 이행 및 문서와 관련된 관리 권한과 책임(예비/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

2. 장비, 계기 및 설비

가. 정상운전중,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시 방사선/능 및 오염도 측정, 소내 공기중 

방사능농도 측정 및 시료채집, 지역방사선감시 및 개인방사선감시를 위한 각

종 휴대형 또는 실험실용 계측기의 선정에 대한 기준(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

고서). 여기에는 교정, 유지보수 및 수리로 인한 사용불가를 고려한 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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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수량을 포함한다.

나. 기기의 보관, 교정, 보수시설에 대한 기술(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다. 탈의실, 샤워실, 개인제염실, 호흡장비, 오염관리장비 및 오염관리장비실 등 

방사선방호 설비들의 기술내용 및 위치. 또한 이들 시설이 종사자들에게 필

요한 방호수단을 제공하는 방법들의 기술내용(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라. 상기 항목에 기술된 시설/장비의 위치, 계측기 및 감시기의 유형, 감도, 측정

범위, 교정주기 및 교정방법에 관한 기술내용(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마. 개인선량계에 관한 지침(KINS/RG-N13.03 및 RG 8.4), ALARA 관련 지침

(KINS/RG-N13.04 및 RG 8.8), 생체분석에 관한 지침(KINS/RG-N13.05 및 

RGs 8.9, 8.26)의 이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자료의 적용 여부

3. 절차

가. 방사선구역의 출입 및 작업시간의 관리를 위한 물리적, 행정적 조치에 관한 

기술내용(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나. 직업상 방사선피폭의 ALARA 유지를 보증하는 운영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술

내용(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다. 방사선 탐사에 관한 방법, 주기 및 절차에 관한 기술내용(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라. 개인 또는 장비의 표면오염도 측정 및 관리방법에 관한 기술내용(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

마. 공기중 방사능농도 제한을 위한 공학적 관리, 공기중 방사능농도의 평가와 

관리, 특수(special) 공기채집 및 호흡장비의 발급/사용 등에 관한 방법 및 절

차에 관한 기술내용(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바. 방사선방호 교육 및 훈련계획에 관한 기술내용(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사. 종사자 선정 및 훈련에 관한 지침(KINS/RG-N13.07 및 RG 1.8), ALARA 관련 

지침(KINS/RG-N13.04및 RGs 8.8, 8.10), 생체분석에 관한 지침

(KINS/RG-N13.05 및 RGs 8.9, 8.26), 직업상 방사선피폭의 위험에 관한 교육 

지침(KINS/RG-N13.07 및 RG 8.29), 경수로형 발전소에서의 방사선방호훈련

에 관한 지침(RG 8.27)의 이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자료의 적용 여부(예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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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1.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내용이 원자력안전법 및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방사선안전관리 관련 기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기준, 그리고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의 요건에 부합하면 타당하다.

가. 원자력안전법 제26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84조 “면허 등”, 제

91조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제92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제97조 ”도난 등의 신고“,

제106조 ”교육훈련“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

131조 “측정”, 제136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제148조 “방사선작업종

사자 등의 교육훈련”

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

한 조치”, 제62조, “방사선방호계획”

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마. KINS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KINS/GE-N001) 제12.5절

2. 또한, 정상 및 사고시 소내 방사선 및 공기중 농도 감시 요건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및 10 CFR 50.34를 만족하고 다음과 같은 

관련 요건이 충족되도록 충분한 기술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타당하다.

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1(선량한도) : 종사자 및 일반인 피폭관리 관

련 요건

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 제34조(방사선방호설비)

2) 제46조(방사선방호의 최적화) 및 10CFR20.1003(ALARA의 정의)

3) 제51조(방사선관리구역 등에의 조치)

4) 제62조 및 10CFR20.1101(방사선방호계획)

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방사선관리구역)

바. 10 CFR 20.1906(포장물 수령 및 개봉절차) : 포장물의 관리 관련 요건

사. 10 CFR 20.1801(방사성물질에 대한 보안) : 방사성물질의 보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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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0 CFR 20.2101(일반사항), 2102(방사선방호 계획에 대한 기록), 2103(방

사선 준위조사 기록), 2105(planned special exposure에 대한 기록),

2106(작업자 선량 기록), 2107(일반인의 피폭선량 기록) : 기록 관련 요건

자. 10 CFR 20.2201(방사성물질의 도난/분실 보고) : 도난/분실시 보고 요건

차. 10 CFR 20.2203(과피폭, 한도초과 준위 및 농도에 대한 보고) : 과피폭 

등 긴급시 보고 요건

카. 10 CFR 20.2206(종사자 선량에 대한 보고) : 연간 종사자 선량의 보고 요건

타. 10 CFR 50.34(f)(2)(xxvii)(정상 및 사고시 소내 방사선 및 공기중 농도 감

시) : 정상 및 사고시 소내 방사선 및 공기중 농도 감시 요건 

파. 일반설계기준 64(방사성물질의 방출감시) : 방사성 유체 및 기체를 포함

하는 기기들이 위치하는 지역의 감시 요건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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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방사선방호 조직

직업상 방사선피폭을 ALARA로 유지하기 위한 책임자의 임무, 자격, 교육사

항 및 조직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84조 “면

허 등”, 제106조 “교육훈련”, 시행령 제148조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교육

훈련”,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10

CFR 20.1101(b), 1003, 1201, 1202, 1203, 1204, 1301, 1302 등의 요건에 부합

되어야 하며 종사자 선정 및 훈련에 관한 지침(RG 1.8), 방사선감시에서의 

행정절차에 관한 지침(RG 8.2), ALARA 관련 지침(RGs 8.8, 8.10), 발전소 관

리에 관한 지침(NUREG-0731) 및 방사선방호계획의 세부 내용에 관한 지침

(NUREG-0761)에 부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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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 계기 및 설비

가. 방사화학실험실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 “측정” 및 10 CFR

20.1501 등의 요건에 부합되도록 개인방호, 방사선준위 조사 및 기타 방

사선방호 관련 일상 분석을 위한 장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나. 저준위 계측실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 “측정” 및 10 CFR

20.1501 및 일반설계기준 64의 요건에 부합되도록 발전소내 모든 시료를 

계측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측실에는 다음

과 같은 장비가 포함된다.

◦ 다중파고 분석기

◦ 저배경계수 알파-베타 비례계수기와 감마 및 알파-베타 섬광계수기

◦ 단창형 G-M 계수기

다. 휴대형 계측기기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 “측정” 및 10 CFR

20.1501에 부합되어야 한다. 방사선/능 측정을 위한 휴대형 계측기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비가 포함된다.

◦ 저준위 및 고준위 전리함 선량률계(측정범위는 RG 1.97 참조)

◦ 휴대형 G-M 계수기

◦ 알파 섬광 또는 비례계수관 선량률계

◦ 중성자 등가 선량률계

◦ 입자상 필터 및 옥소포집기(활성판 필터 또는 이와 동등한 필터)를 갖

춘 시료채집기와 공기중 방사능 감시기

◦ 고준위 측정계기(측정범위는 RG 1.97 참조)

라. 개인감시장비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 “측정” 및 10 CFR 20.1501,

1502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인감시장비는 다음과 같은 장비가 포함된다.

◦ 프리스커(방사능 오염측정)

◦ 개인선량계 관련 지침(RGs 8.4, 8.14, 8.28)에 부합하는 개인선량의 조

기 평가를 위한 음향경보 선량계를 포함한 자기 판독형 중저준위 포

켓선량계

◦ 방호복에 장착 가능한 선량률 또는 개인 공기채집기

◦ TLD

◦ 10 CFR 20.1201, 1202, 1203, 1204 및 생체분석에 관한 지침(RGs 8.9,

8.26)에 부합하는 생체분석과 전신계측을 위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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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인 방호장비로는 다음과 같은 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 방호복

◦ 액체 오염관리를 위한 비닐방호복

◦ 방호모, 신발덮개, 고무장갑, 기타 안전관련 항목

◦ 공기공급형 전면마스크

◦ 산소통부착형 전면마스크

◦ 필터형 전면마스크

바. 최소한의 방사선방호 지원시설 및 구역으로서 다음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휴대형 계기의 교정 및 저장 구역(저장고는 출입이 용이하여야 한다).

◦ 필요한 감시장비가 설치된 개인제염실. 제염실은 신속히 종사자의 오

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설치되어야 하며 다용도로 사용되지 않

아야 한다.

◦ 개인 방호장비, 감시기, 호흡장비의 세척, 위생처리, 보수 및 제염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탈의실

◦ 10 CFR 20.1601, 1602, 1901, 1902, 1903, 1904, 1905에 부합되는 주의/

경보표시 및 각종 신호, 출입통제를 위한 관리소

◦ 10 CFR 20.1801, 1906에 부합되는 관리구역 외부에서의 허가된 방사성

물질의 저장 및 관리 능력

◦ 휴대형 계기, 호흡장비, 개인용 감시기 및 각종 오염관리 장비의 저장

을 위한 한 곳 이상의 방사선방호 장소. 이 곳은 통신시설이 구비되어

야 하고 쉽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 일반 작업자 및 방사선방호 작업자 훈련시설, 사전 ALARA 모의훈련

설비 

◦ 고준위방사선 구역에서 수행되는 작업을 감시하기 위한 방사선 작업제

어실(원격 감시설비)

사. 다음과 같이 특수한 차폐기기가 구비되어야 한다.

◦ 휴대용 차폐물질(납, 텅스텐 담요, 물통)

◦ 원격 취급설비

◦ 운반가능한 환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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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방호 절차

방사선방호 계획 및 절차는 원자력안전법 제26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91조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발전용원

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136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제62조,

“방사선방호계획”, 10 CFR 20.1601, 1602, 운영기술지침서, 그리고 품질보증 

지침(RG 1.33), 종사자 선정 및 훈련에 관한 지침(RG 1.8), ALARA 관련 지

침(RGs 8.8, 8.10) 등에 기술된 출입관리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방사선구

역 등급 4 이상의 구역에 대해서는 출입전 방사선준위 측정 및 방사선작업 

허가계획이 포함된 특별한 관리절차 규정이 있어야 한다. 작업허가 계획서에

는 방사선준위 자료, 작업허가 시간, 방호복 및 호흡장구, 특수 도구, 이동용 

차폐, 개인 감시장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종 운영, 유지, 보수, 탐사, 재장전 절차와 방법은 직업상 방사선피폭이 

ALARA로 유지되고 ALARA 관련 지침(RG 8.8)에 부합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주요 피폭작업에 대해서는 작업후 작업허가 계획의 효과를 평가하여 

차후의 유사 작업에서 방사선피폭의 ALARA 유지에 적용되어야 한다. 품질

보증 지침(RG 1.33)에 규정된 방사선방호 절차에 대한 품질보증 기준 및 검

사가 10 CFR 50 부록 B에 부합되도록 제시 및 수행되어야 한다.

방사선구역 또는 출입관리구역에서의 방사성물질 취급 및 이송에 관한 관리

감독 규정 및 방사성물질의 확산관리를 위한 절차가 구비되어야 한다. 오염

관리를 위한 허용기준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감시 절차, 생체분석, 개인방사선량의 기록유지 및 보고에 대한 규

정이 있어야 하며 이에 관한 기준으로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 “장해방어조

치 및 보고”, 제97조 “도난 등의 신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발전

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131조 “측정”, 제136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피폭방사선량 등

에 관한 조치” 및 10 CFR 20.1601, 1602,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201, 2203 등이며, 관련 지침으로는 방사선감시에서의 행정절차에 관

한 지침(RG 8.2), 생체분석에 관한 지침(RGs 8.9, 8.26), 기록유지 및 보고 지

침(RG 8.7), ALARA 관련 지침(RG 8.8), 태아의 방사선피폭 관련 지침(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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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방사선방호훈련에 관한 지침(RG 8.27), 직업상 방사선피폭의 위험에 관

한 교육지침(RG 8.29) 및 방사선방호계획의 세부내용에 관한 지침

(NUREG-0761) 등이다.

방사선방호 계획에서 교육, 훈련 및 재훈련 계획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교육훈련”, 시행령 제148조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및 ALARA

관련 지침(RGs 1.8, 8.8, 8.10, 8.27)에 부합되어야 한다. 방사선방호계획을 주

기적으로 검토하여 절차서, 장비 및 시설 등을 개선해야 하고 이 계획에는 

어느 곳에서 직업상 방사선피폭이 일어났는가를 결정하고 이러한 피폭을 저

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주기적인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10 CFR 50.34(f)(2)(xxvii) 및 NUREG-0737의 III.D.3.3 등 TMI 후속조치 요건

을 따르는 경우, 건설허가 신청자는 정상시 및 비상시의 소내 방사선 및 공

기중 방사능농도 감시를 위한 예비설계자료를 건설허가 신청시 포함시켜야 

하며, 감시기는 사고중 및 사고후 발전소 상황파악을 위한 지침(RG 1.97)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10 CFR 50.34(f)(2)(xxvii) 및 NUREG-0737의 III.D.3.3 등 TMI 후속조치 요건

을 따르는 경우, 운영허가 신청자는 사고시 발전소 요원이 머물게 될 장소의 

방사성옥소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 훈련 및 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관리조직 및 교육은 ALARA 관련 지침(RG 8.8)과 발전소 관리에 관한 지침

(NUREG-0731)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Ⅲ. 검토절차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사항이 본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

한다. 세부 검토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선방호 계획 책임자의 조직상 위치, 책임, 경력, 자격을 검토한다. 방사선방

호 조직, 기능, 자격이 종사자 선정 및 훈련에 관한 지침(RG 1.8)과 ALARA 관련 

지침(RG 8.8)에 부합되는가를 검토한다.

2. 방사선/능 준위 및 피폭선량 측정을 위한 장비(장비의 수량, 형태, 측정영역,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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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정방법 및 주기, 이용 가능성을 포함)를 검토한다. 또한 휴대형, 고정형, 실

험실용 및 개인 감시장비의 사용계획을 검토한다.

3. 직업상 방사선피폭 및 방사능 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방사선방호시설과 관련 방호 

장비를 검토한다.

4.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방사선방호교육 책자의 개발 등에 관한 기술 

내용을 검토한다.

5. 방사성물질의 이송, 저장관리, 피폭관리 및 오염관리를 위한 절차를 검토한다.

6. 프로그램(방사선방호 프로그램, ALARA 프로그램, 누설제어 프로그램)운영과 관

련된 사항과 기기교정 업무수행 및 교정주기 준수를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근거로 하여,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제시하게 하거나 허용기준에 

부합되도록 제출 서류를 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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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방사선방호 계획이 적절하며 이러한 방사선방호계획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선안전관리 관련 기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기준,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의 요건에 부합한다.

방사선방호의 목적은 종사자가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3

조 “피폭관리”,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및 10

CFR 20.1201, 1202, 1203, 1204의 제한치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개인피폭선량 및 

집단선량을 원자력안전법 제91조 “방사선장해방지조치”, 10 CFR 20.1101(b), 1003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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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RA 관련 지침(RGs 8.8, 8.10)에 부합하도록 가능한 한 제한치보다 훨씬 낮게 유지

시키는 것이다.

발전소(방사선방호 책임자 : RPM)의 임무에는 (임무 열거) 등이 포함된다. 방사선

방호 조직, 자격, 교육훈련, 방사선방호계획의 목적 및 방법은 종사자 선정 및 훈련에 

관한 지침(RG 1.8), 방사선감시에서의 행정절차에 관한 지침(RG 8.2), ALARA 관련 지

침(RGs 8.8, 8.10) 및 태아의 방사선피폭 관련 지침(RG 8.13)과 발전소 관리에 관한 지

침(NUREG-0731)에 따르고 있고 타당하다.

(발전소 명칭)에는 방사선방호를 위한 설비로서 방사화학실험실, 개인제염실 및 비상

처치 지역, 출입관리소, 계측실, 교정실, 호흡장비 점검시설, 사무실, 그리고 세탁실 등

이 포함된다. 이러한 시설들은 직업상 방사선피폭을 ALARA로 유지하는데 충분하고 

10 CFR 50.34(f)(2)(xxvii) 및 NUREG-0737의 III.D.3.3 등 TMI 후속조치 요건에서 정하

고 있는 사항 및 ALARA 관련 지침(RG 8.8)과 일치한다.

방사선방호를 위한 장비로는 휴대형 계측기, 개인선량계, 고정형 및 휴대형 지역/공

기중 방사선/능 감시기, 실험실 분석장비, 공기채집기, 호흡장비, 그리고 방호복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수량 및 종류는 적절하고 사고중 및 사고후 발전소 상황 파악을 위

한 계측기 관련 지침(RG 1.97)의 기준에 부합하고 신청자가 직업상 방사선피폭을 

ALARA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증한다.

관리구역 출입시, 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모두에게 (베타-감마 TLD가) 지급되고 

매달 또는 피폭이 우려될 시 판독된다. 열형광선량계를 지급 받은 자가 관리구역을 출

입할 경우에는 직독식 또는 간접판독 선량계를 소지하여 열형광선량계를 판독하기 전

의 개인선량을 관리한다. 또한, 발전소 방문자는 (직독식) 선량계를 소지하거나 선량계

를 소지한 발전소 요원과 함께 동행한다. 적절한 경보판 및 경보신호는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방사선관리구역 등에의 조치” 및 10 CFR 20.1601,

1602, 1901, 1902, 1903, 1904, 1905에 부합되도록 제공된다. 중성자 선량계 및 경보선량

계는 개인 중성자 감시지침(RG 8.14)에 따라 필요시 지급될 것이다. 원자력안전법 시

행령 제131조 “측정” 및 10 CFR 20.1201, 1202, 1203, 1204에 부합되도록 전신계측을 

일정한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RPM)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다른 생체분석이 

제공될 것이다. 방사선/능 탐사, 개인 피폭감시 및 생체분석 기록은 원자력안전법 제

92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제97조 “도난 등의 신고”, 시행령 제131조 “측정”, 제

136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10 CFR 20.1501, 1502, 1601, 1602,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201, 2203 및 직업상 방사선피폭의 기록체계에 관한 지침(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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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에 따라 기록 유지된다.

방사선방호에 관한 절차, 적용 및 기준이 고려되고 있음을 보증하고, 직업상 방사선

피폭이 ALARA로 유지되고 ALARA 관련 지침(RG 8.8)에 부합됨을 보증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검사, 그리고 재장전 절차 및 방법이 검토된다. 또한, (1) 종사자와 소내 방

문자의 피폭선량이 제한치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2) 방사선작업허가서(RWP)의 조건을 

관리하고, (3) 방사선관리구역을 설정하고, (4) 출입관리구역을 수립하고, (5) 방사성물

질의 소내외 반출입을 관리하고, (6) 종사자 및 방문객에게 방사선방호 방침 및 절차 

교육 등을 보증하기 위한 절차가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사항들이 품질보증 관련 요건

인 10 CFR 50 부록 B 및 품질보증 지침(RG 1.33)에 부합한다.

관리구역 외부에서의 방사성물질의 저장 및 관리는 10 CFR 20.1601, 1602, 1801,

1901, 1902의 요건에 부합되게 유지될 것이다.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자료에 근거하여, 사업자는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원자력안전위원회고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제한치보다 훨씬 아래에서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유지시키고 집단피폭 선

량을 ALARA로 유지시키는 방사선방호계획을 이행할 것으로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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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3.1.1절 관리 및 기술지원 조직

검토주관 :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는 건설허가, 운영허가 신청자와 신청자의 주계약자, 즉 주

기기 제작자 및 Architect/Engineer(A/E)의 기술조직과 회사 차원의 관리를 검토한다.

또한 원전의 설계, 건설, 시험 및 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자원도 검토한다. 건설

허가에 대한 검토에는 시설의 설계 및 건설이 적절한 방법으로 수행됨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신청자 조직의 책임, 기술요원 및 조직간 조정과 관리감독 등의 심사를 포함한

다. 운영허가에 대한 검토에는 신청자의 조직과 기술요원이 원전의 안전운전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 검토의 목적은 신청자의 경영진이 원전의 안전설계‧건설‧시험 및 운전에 관여하

고 있고, 정보를 제공 받고, 기여할 수 있는지와 기술적 자원을 확보하여 이러한 목적

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음은 건설허가 검

토단계의 설계 및 건설과 관련된 검토분야 및 운영허가 검토단계의 설비운전과 관련

된 검토분야를 기술한다.

1. 건설 관련 검토

원전 설계 및 건설과 유사한 범위와 복잡성이 있는 업무에 대한 신청자의 과거

경험이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의 관리, 기술 및 기술지원조직이 기술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신청자의 현재 본부 및 기술조직, 조직개편 계획 및 원전과 관련하

여 부가되는 직능상 책임을 반영하는 추가조직이 기술된 조직표가 포함되어야 한

다. 부가된 책임사항은 식별되어야 하며, 아래에 열거된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설계 및 건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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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분야의 책임의 수행 또는 위임에 관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학, 지질학, 지진학, 수문학, 인구통계학 및 환경영향과 같은 주된 부

지관련 공무

2) 발전소 및 보조계통들(화재방호계통을 포함)의 설계

3) 인간공학의 고려사항을 포함한 발전소 설계 특성의 검토 및 승인

4) 환경영향 및 보안대책에 관한 부지배치(Layout)

5)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작성

6) 자재 및 부품의 사양 검토 및 승인

7) 자재 및 기기의 구매 

8) 건설활동의 관리

나. 가동전 책임

초기시험 계획의 다음 사항에 대한 관리조직의 제안된 계획이 기술되어야 

한다.

1) 시설의 가동전 및 시운전시험에 관한 계획수립

2) 직원채용 및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이행 

3) 발전소 보수 계획의 수립

상기 ‘가’, ‘나’ 항에 관한 기술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본사 요원이 이러한 책임을 어떻게 부여하고, 단위조직 내에서 어떻게 이행

하는지에 대한 사항 

나) 업무 수행 책임을 가진 단위 조직의 식별

다) 사업에 책임을 갖는 다양한 각 단위조직에 선임될 요원의 예상 인원 산정

라) 교육이력 및 경력관점에서 해당 직위 또는 직급에 대한 일반 자격요건

마) 주기기 공급자 및 A/E 조직 간의 연계업무에 대한 신청자 경영층의 역할

바) 선임된 관리 및 감독 직위자에 대한 특정 학력 및 경력

사) 계약자 작업에 대하여 신청자 요원이 검토해야할 사항

건설허가 신청내용 외에 직능상 책임을 갖는 직위 또는 직급에 대하여는 기타 업무

에 할당되는 예상된 시간비율이 기술되어야 한다. 그 밖에, 시설 운전에 대한 기술지

원을 제공하는 초기계획이 기술되어야 한다. 주기기 공급자 및 A/E 조직에 대한 검토는 

신청한 업무를 지원하거나 수행하기 위한 각 조직의 기술 인력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다. 제출된 정보에는 종사할 특정업무(범위를 포함), 사업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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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반영한 조직설명 및 조직도, 사업에 선임되는 인원 수 및 사업에 관련된 주요 

관리직위에 대한 자격요건들이 기술되어야 한다. 폭 넓은 경험을 가진 주기기 공급자 

및 A/E 조직은 조직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 대신에 이러한 경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

서를 기술적 능력의 증거로 제시하여도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특정한 사업에 어

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2. 운전 관련검토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

가. 회사수준의 경영 및 기술지원체계를 나타내는 신청자의 조직표 

나. 원자력 분야의 조직구성과 회사의 나머지 조직에 대한 관계      

다. 운전 기술지원을 위하여 수립된 특정 대책

라. 주요 참여자의 책임과 권한을 포함하며 어떤 단계에서의 시험프로그램을 관

리 또는 시행할 단위조직, 확대 조직 또는 기타 인력 

가동 전 및 시운전시험 프로그램의 수행에 앞서 운전조직에 대한 기술 제공 및 

지원이 가능해야 하며,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1) 발전소 운전 기술지원을 위한 각 직위 또는 직급의 예

상 인원수․학력 및 경력 요건이 기술되어야 하며, (2) 다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관리 및 감독 직위의 개개인에 대한 학력 및 경력 요건이 기술되어야 한다.

발전소 운전지원에 포함되어야 할 특정 능력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 기계, 구조, 전기, 열수력, 금속재료 및 계측제어 공학

- 발전소 화학

- 보건 물리

- 핵연료 장전 및 재장전 운전지원

- 보수지원

- 운전지원

- 품질보증

- 훈련

- 안전성 검토

- 화재방호

- 비상조직

- 외부 계약에 의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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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관리 및 기술지원조직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

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3.1.2～13.1.3절, 13.2.1절, 13.2.2절, 13.4

절, 13.5.2절에서 부과된 책임의 이행과 효과적인 수행 (예: 운영조직, 교육훈련,

독립검토 조직, 절차서 적합성 등)을 위하여 신청자 조직 및 요원의 능력과 관련

된 사항을 검토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제17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품질

평가조직의 만족여부를 검토한다.

2. 인간공학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8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인간공학

조직의 적합성과 신청자의 설계, 건설, 운전업무에서의 인간공학원리 적용의 적

합성을 검토한다.

3.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2.5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방사선방

호조직의 만족여부를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제안된 발전소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안전성 문제점을 다루기 위한 신청자 자원에 

대한 설명부분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 1항, 제21조 1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신청

자의 기술적 자격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원전의 설계 및 건설을 감독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수립한 관리 및 기술지원조직은 

시설의 설계, 건설, 운전 및 보수의 안전에 대한 신청자 역할에 대하여 회사경영진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설비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주요직

위에 대한 일반자격요건 및 편성에 적절히 고려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기술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결정하는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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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제11조 1항, 원자력안전법 제21조 1항의 만족은 신청자가 제출한 업무

를 수행할 기술적인 자격이 있고 설비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및 기

술지원조직을 수립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건설허가, 운영허가와 관련 원자력안전법 

제11조 1항, 원자력안전법 제21조 1항을 만족시키는 특정 기준들은 각각 아래에 기술

되어 있다.

1. 건설 관련 기준 (건설허가 신청 검토)

가. 신청자가 사업 수행에 책임을 갖는 특정 조직을 구분하고 직능별로 기술하

여야 한다.

나. 신청자가 사업에 대하여 설계, 건설 및 시설운전으로의 전환에 대한 안전성

관련 사항을 다루기 위한 책임 이행방법(주계약자의 관리를 포함)을 기술하

여야 한다.

다. 설계, 건설에 참여하는 단위 조직간에 명료한 관리통제 및 정보소통이 존재하여

야 한다.

라. 사업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의 폭과 수준 그리고 인력의 유

용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마. 신청자가 설계 및 건설 기간 중의 주기기 공급자와 A/E의 역할 및  기능을 

분명하게 기술해야 하고, 주기기 공급자와 A/E의 사업관련 업무에 대한 적

절한 통제를 실증하여야 한다.

바. 신청자가 시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책임있는 조직을 선임해야 하고, 선임된 

조직이 시험 프로그램을 수립, 수행하는데 적절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필요

한 수준의 직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타당한 보증이 초기계획에 나타나 있어

야 한다.

사. 신청자가 시험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시험결과 검토에 있어서 발전소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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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술 인력을 활용할 것을 계획하여야 한다.

아. 신청자가 NUREG-0718 Ⅱ.J.3.1 항의 지침에 따라 원자력 시설의 설계 및 건

설업무에 대한 조직, 직원구성에 대한 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운전 관련 기준 (운영허가 신청 검토)

운영허가 신청자에 대한 관리 및 기술조직 체계에 대한 검토 및 평가는 

NUREG-0694의 TMI 조치사항 I.B.1.2 지침을 따르며, 특정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자는 초기시험 계획 및 시설의 운전기술지원에 대한 책임완수를 위하여 

책임있는 조직집단을 분류하고 기술하여야 한다.

나. 신청자는 초기시험 계획, 기술지원 및 시설 운전에 관계되는 책임을 완수하

기 위한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운전 및 보수 지원 활동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조직체계가 마련되어

야 한다.

라. 관리, 운전 및 시설운전에 대한 기술지원 단위조직 간에 분명한 관리통제와 

효과적인 권한 및 정보소통이 존재하여야 한다.

마. 초기시험 계획과 시설운전의 기술지원에 대한 책임 이행을 위하여 실무적인 

경험과 수준 그리고 인력의 가용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바. "담당 기술자"의 자격이 Regulatory Guide 1.8에 기술된 바와 같이 ANSI

N18.1의 4.6.1절에 주어진 요건을 만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사. 화재방호에 대한 책임은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첨부된 부록 9.5.1-1에 적합

하여야 한다.

아. 초기시험 계획에 기술인력이 최대한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시험계획에 참여

하는 자는 시험 시작 전에 시험계획에 대한 행정통제에 있어서 발전소에 대

한 특정 훈련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원의 수준은 검토자의 판단에 근거

하여 적합하여야 한다.

발전소운전의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소내 독립 안전기술그룹의 설치를 요구

하기 위해서 NUREG-0737의 TMI 조치사항 I.2.가.나.가 개정되었다. 독립 안전기술

그룹의 보고서는 상세한 권고사항을 수립하여 회사 경영진에게 제시하고 종합적인 

품질 및 운전 안전성에 대하여 조언한다. 독립 안전기술그룹 조직에 대한 조치가 

I.2.가.나에 부합하는지를 안전심사지침 13.4절에 따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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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각 부분을 본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과 대조하면서 

검토한다. 검토자의 판단은 제시된 자료의 검토, 특별한 안전성 관련 중요사항 포함여

부, 사업의 중요성 및 특이성에 근거한다. 예외사항과 대안은 명확히 정의되고 허용할

만한 적합한 근거가 제시되었는지 여부 확인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한다. 신청자는 사

용된 참고문헌, 규제지침, 코드 및 기준의 적용 버전을 명기하여야 하며, 검토자는 이

를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동 절에 대한 주제의 검토, 평가에는 다음의 

관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조직도, 기능설명 및 책임을 기술한 부분에서 제시된 회사수준의 관리 및 기술지원 

체계는 1차적인 책임부과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회사관리자는 원자력 안전업무에 

대한 관심을 저해할 수 있는 부수적 책임을 가지지 않고 원자력 업무에 대해 명백히 

책임져야 한다. 설계 및 건설책임은 책임이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및 경력에 대해 합

리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또한, 관리 및 조직의 책임은 인간공학적 공유영역 관리 

문제의 처리에 대하여 인간공학 고려사항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이 주제는 

NUREG-0711 및 안전심사지침 제18장에 기술됨). 검토자는 직무책임을 정의하고 위임

하는데 여러 가지 허용가능한 방법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예로서, 초기 건설단계

에서, 운전에 대한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본부직원에 관한 신청자의 계획이 아직 확정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동 계획이 인원수에 대하여는 자세하지 못하더라도, 책

임이 이행될 수 있음을 보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확실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

면 적합한 것으로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건설 또는 운전에 대해 사전 경험이 부

족한 신청자와 경험이 있는 신청자간에, 인원 구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검토자는 

경험이 부족한 신청자가 직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검토자

는 소수의 인원에 과도한 업무가 부여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 신

청자와 주계약자(주기기 공급자, A/E회사, 건설회사) 간의 업무 인터페이스와 관리방

안을 검토하여 신청자가 설계 및 건설 활동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신청서에 1개 이상의 원전이 추가되어 있다면, 검토자는 본사의 인원구성 계획이 

이 사실을 고려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신규 발전소 운전을 위한 시

운전기간에 과다한 업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원전이 1년 또는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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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주기로 연속하여 건설을 시작하도록 계획되는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몇

몇 경우에서 신청자는 그 기간 중에 발전소 인사조직 보강을 계획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발전소 조직에 대한 계획과 연계하여 본부의 인사계획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

하다. 검토자는 본부의 발전소 운영(발전) 담당부서가 설계, 건설단계에 참여하는 정도

를 평가하여야 하며, 동 부서와 기술부서 간의 상호관계가 검토되어야 한다. 동 절의 

검토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상기 I항에서 규정한 모든 업무가 기술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정보

의 조사

2. 본 절 서두에 기술한 추가사항의 관점에서 상기 II항의 허용기준과 제출된 정보

의 비교

3.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신청자의 조직 및 행정 관련 언급사항에 대

해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가 제공하는 검토결과의 확인

4. 관리체계이행 및 기술자원의 검토, 토의 및 확인을 위해 1인 또는 그 이상의 품

질평가분야 직원이 관리본부 및 현장을 방문한다.

추가로, 검토시점에 신청자가 이미 인가된 원전의 운전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품질

보증분야 검토자는 검사자와의 토의 또는 검사보고서의 검토를 통하여 본사 인원 및 

자격에 관한 별도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검토자는 전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신청자의 관리, 기술지원조직 및 인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적절성을 평가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건설허가 안전심사보고서

신청자는 시설의 설계, 건설에 대한 명확한 책임 및 해당자원을 기술하였고, 사

업관리와 주기기 공급자 및 A/E(Architect/Engineer)의 활용에 대한 계획을 기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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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자는 동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사업자 조직이 적절히 확립되었으

며, 신청자가 시설의 설계 및 건설에 대한 약속사항을 이행할 만큼 충분한 자원이 가

용함이 적절히 보증되었다. 이러한 확인내용을 근거로 신청자가 원자력안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즉, 신청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 및 건설에 필요한 위원

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만족한다고 판정하였다.

2. 운영허가 안전심사보고서

신청자는 시설운전 중 발전소 직원에 대한 관리조직 및 기술지원 제공수단에 대

해 기술하였다. 검토자는 동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검토자는 신청자가 정

상 또는 비정상 상태 하에서 시설운전에 대한 소외 기술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적합한 

조직과 적절한 자원을 갖추었다고 결론지었다.

상기 검토 결과는 신청자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즉, 신청자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

고 있을 것)을 만족하였고, 비상사고시 발전소 직원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관리 및 기

술 자원을 갖게 될 것이며, 화재방호 관련 책임을 갖는 직위를 지정하였고 이 직위 요

원들에게 부록 9.5.1-1의 지침에 따라 화재방호를 이행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제1항, "건설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제1항, "운영 허가기준"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3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4. 10 CFR 50, 50.34, "Contents of Applications; Technical Information."

5. 10 CFR 50, 50.40(b), "Common Standards."

6. Regulatory Guide 1.8 "Qualifica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for Nuclear

Power Plants."(endorses ANSI N18.1-1971,"Selection and Training of Nuclear

Power Plant Personnel" for certain organizational positions)

7. Regulatory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8. 안전심사지침 부록 9.5.1-1 "화재방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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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NUREG-0694, "TMI-Related Requirements for New Operating Licenses."

10. NUREG-0711, "Human Factors Engineering Program Review Model."

11. NUREG-0718, "Licensing Requirements for Pending Applications for Construction

Permits and Manufacturing License."

12.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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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3.1.2~13.1.3절 운전조직

검토주관 :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신청자의 운전조직을 검토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본 

절은 발전소를 운전 및 유지보수하기 위해 설립된 소내조직의 구조, 기능, 책임을 기

술하고 있다. 운전조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한다.

1. 각 직위의 명칭과 공통 또는 중복 직위에 배속되는 최소 인원수, 교대운전원의 

수와 원자로 운전원 및 원자로 운전 감독자에 요구되는 직위를 나타내는 운전조

직표, 다수호기 발전소에 대해서는 운전조직도(또는 표)에 신규 발전소 추가에 따

른 변경사항이 명확히 반영되어야 한다.

2. 각 단위 발전소에 대해 핵연료장전 시 전 직위의 충원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3.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발전소 직위의 기능, 책임, 권한이 기술되어야 한다.

가. 종합 발전소 관리

나. 운전감독

다. 교대 운전원 감독

라. 교대 안전담당(STA)

마. 면허소지 운전원

바. 면허미소지 운전원

사. 기술감독

아. 방사선 방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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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계측제어 보수 감독

차. 기기보수 감독

카. 화재방호 감독

타. 품질보증 감독 (발전소 인원의 일부일 경우)

각 직위에 대해서 안전성분석보고서 13.1.1절에 나타난 소외인원 또는 직위간의 

연계부분이 기술되어야 한다. 그러한 연계부분에는 발전소 관리자로부터 상위 직

급자까지 보고책임 체계와 같은 기능 또는 정보교환 경로를 기술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는 다음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1) 일시적인 성격의 우발사건 발생시 전체 발전소 운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위

임체계

2) 일시적이 아닌 지시 또는 특별지시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여 운전 

감독자나 교대 근무 감독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권한의 위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초기시험 계획에 발전소 운전 및 기술 요원의 참여정

도 및 성격을 기술하여야 한다. 만약 발전소가 화력발전 설비를 포함하여 신청된 

발전설비 이외의 발전설비를 포함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경우에는 본 절에서 관

련 발전설비를 운전할 운전조직과의 연계부분을 서술하여야 한다. 상호 호기간에 

제안된 인원공유에 관한 사항, 그들 책무의 설명, 원자력이 아닌 발전소에 정기

적으로 소속되는 시간비율 등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

4. 직위 명 및 적용될 운전원 면허요건, 매 교대 조에 계획된 인원총수는 운전 또는 저

온정지 상태에 있는 호기들의 모든 조합 형태에 대해 기술되어야 한다. 핵연료 재장

전 운전에 적용되는 독특한 교대근무 인원계획이 서술되어야 한다. 방사선 방호와 

화재 방호계획을 전일제로 시행하기 위한 교대 책임부여 수단이 설명되어야 한다.

5. 상기 운전 조직 내의 관리, 운전, 기술 및 보수 직군을 충원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설정한 교육, 훈련  및 경력요건(자격부여 요건)이 서술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가동 

전 및 시운전시험을 수행할 요원을 포함한다. 초기발전소 설계 또는 건설단계에서

는 발전소 조직 및 요원의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토될 내용은 아

래에 제시된 허용기준에 대한 이해와 약속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운영허가 단계

에서는 발전소 요원의 이력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관리 및 주요 감독직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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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교대근무 감독자 수준까지 아래에 제시된 요건을 만족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운전조직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

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3.1.2～13.1.3절, 13.2.1절, 13.2.2절, 13.4절,

13.5.2절 검토주관부서로서 언급된 주어진 책임의 이행과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신청자 조직 및 요원의 능력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한다.

2. 인간공학분야 담당부서는 인간공학기술조직의 적합성과 안전심사지침 18장에 대

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신청자의 설계, 건설, 운전업무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3. 방사선비상대책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3.3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비상

조직의 만족여부를 검토한다.

4.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2.5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방사선방

호조직의 만족여부를 검토한다.

5.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품질보증

조직의 만족여부를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본 절에는 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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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소내 운전조직의 인원편성과 책임을 정의 및 위임하기 위한 신청자 약속사항

과 이행사항을 나타내어야 한다. 허용기준은 다음에 제시된 규제요건과의 부합여부에 

근거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1항 및 제21조 1항의 요건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수립한 운전조직에 대한 검토

는 시설 운전 및 보수의 안전 역할에 대하여 회사경영진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정보는 설비 안전성에 미치는 모든 주요 직위에 대한 일반 자격요건 및 

직원선임기준이 적절히 고려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기술적인 자격

을 가지고 있음을 결정하는데 기여한다.

2.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및 10 CFR 50.54 (j), (k), (l), (m)의 요건 

동 요건들은 발전설비의 운전에 대한 운전원 요구조건, 면허운전자의 직접행위에 

대한 책임, 원자로 운전 및 다른 특정한 원자로 상태 또는 운전형태에서 발전소 

안전운전을 확인하기 위한 주요직인 면허소지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면허소지 운

전원의 가용성과 운전원 감독에 대한 최소요건의 만족여부를 입증하도록 요구한

다. 운전조직의 편성에 대한 검토는 설비운전에 신청자가 기술적으로 자격이 있

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는데 필요한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

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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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

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Regulatory Guide(이하 “RG") 1.33에서 추천한 ANSI/ANS-3.2, 3.4절 "발전소 조

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추가하여 다음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방사선방호, 품질보증 및 훈련 기능을 가진 분야의 책임 및 권한이 운전



제13.1.2-13.1.3절 개정 5 - 2015. 12- 5 -

측면의 압력으로부터 독립됨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발전소 관리자에 이르는 명확한 보고체계가 있어야 한다.

다. 발전설비 안전운전에 중요한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라. 독특한 직능분야는 분리되어 감독 및 관리되어야 한다.

마. 현원 결원 시에 자격 있는 보충요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충분한 관리여유

가 있어야 한다.

2. 운전조직 요원의 책임과 권한은 RG 1.33에서 추천한 ANSI/ANS-3.2, 3.2절 “권한과 

책임의 지정”, 안전심사지침 부록 9.5.1-1과 관련된 요건에 일치하여야 한다. 추가적

으로 NUREG-0694의 TMI 조치사항 I.C.3을 만족하기 위해 교대근무 감독자의 지휘

의무를 확실히 설정하고 발전소의 운전을 위한 주 관리 책임을 강조하여야 한다.

3. 소내 교대운전원의 배정은 10 CFR 50.54(k),(l),(m)과 NUREG -0737의 TMI 조치

사항 I.A.1.1 및 I.A.1.3에 제시된 인원직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교대근무편성기준

에 대한 보조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최소한 하나의 원자로에 핵연료가 장전되어 있을 때에는 원자로조종감독

자 면허를 소지한 교대근무감독자 1인이 항상 발전소 내에 있어야 한다.

나. 면허소지자에게 최소한 보조운전원(면허 미소지자)이 각각의 원자로에 추

가하여 배속되고 추가 보조운전원이 운전중인 각 주제어실에 있어야 한

다. 해당 보조운전원은 배속된 호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절히 자격부여

가 되어야 한다. 상기 요건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다. NUREG-0737의 TMI 조치사항 I.A.1.1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대근무 안전

담당(STA)은 원자로가 운전모드 1～4로 운전되고 있는 한 언제나 소내에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라. 방사선방호 요원은 핵연료가 발전소내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소내에 있어

야 한다.

마. 방사화학 요원은 원자로가 운전모드 1～4에서 운전될 경우 항상 소내에 

있어야 한다.

바. 주제어실에 있는 운전원 및 선임운전원의 배치, 근무 및 휴식은 RG 1.114

의 기술내용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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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대근무조 편성**

- SS : 교대근무감독자 (Shift Supervisor)

- RO : 면허소지 운전원 (Licensed Reactor Operator)

- SRO : 면허소지 원자로조종감독자 (Licensed Senior Reactor Operator)

- AO : 보조운전원 (Auxiliary Operator)

주) 1. 1개 호기 이상 발전소를 운전 또는 감독하기 위해서 운전원(SRO/RO)은 각 해

당호기에 대해 적절하고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2. 상기 표에 나타난 직원 요건에 추가하여 면허소지 원자로조종감독자는 원자로

심 변경작업을 직접 감독하여야 한다.

* 원자로심 운전모드 1-4

** 1개 또는 2개 주제어실에서 운전되는 3개 호기 같은 특별한 경우의 면허미소

지자의 교대근무편성은 본 안전심사지침의 II.다.에 정의된 원칙을 기초로 하

여 경우에 따라 결정된다. 일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 특별한 경우에 면허소지

자의 교대근무편성과 3개 호기의 직원편성은 10 CFR 50.54(m)의 요건을 만족

하여야 한다.

4. 상기 3.항에서 언급한 면허소지 운전원 및 미소지 운전원의 보충은 시간외 근무

를 하지 않도록 충분해야 한다(안전심사지침 13.5.1절 근무시간 제한 참조). 이 원

칙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원 계획은 적어도 5교대 순환근무에 필요한 숫자만큼 수

립되어야 한다.

1개 호기
1개 주제어실

2개호기
1개 주제어실

2개 호기
2개 주제어실

1개 호기 운전*

1 SS(SRO)
1 SRO
2 RO
2 AO

1 SS(SRO)
1 SRO
3 RO
3 AO

1 SS(SRO)
1 SRO
3 RO
3 AO

2개 호기 운전* NA

1 SS(SRO)
1 SRO
3 RO
3 AO

1 SS(SRO)
2 SRO
4 RO
4 AO

전호기 정지
1 SS(SRO)

1 RO
1 AO

1 SS(SRO)
2 RO
3 AO

1 SS(SRO)
2 RO
3 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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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전소 운전 및 기술요원은 발전소 초기시험계획에 가능한 최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6. 화재 방호계획의 초동소방대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인원의 배정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심사지침 9.5.1절의 지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정상운전 조건하에서 초동소방대 요원의 책임은 비상시 초동소방책임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나. 매 교대근무 운전요원에게는 가장 심각한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최소

한의 인원이 갖추어져야 한다. 교대근무 초동소방요원의 최소인원은 특정 

부지의 분석을 통해서 다르게 정당화되지 않는 한 5명이 되어야 한다.

7. RG 1.8, "원자력발전소 요원의 자격 및 훈련"은 발전소 요원의 자격에 관해 규정

하고 있으며, ANS-3.1에 기술된 요건은 교대근무 감독자, 선임운전원, 면허소지 

운전원, 안전담당(STA), 방사선방호관리자의 조직상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부가해서 표준자격기준이 각 직책에 대한 최소요건을 나타내지만 발전소 직원의 

종합적인 자격이 표준에 제시된 최소 개별요건의 합보다 커야 하며, 특히 원자력

발전소 경험측면, 발전설비 운전측면과 관련된 감독, 관리 직위의 자격요건에 대

해서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약 종합적인 자격이 개별 직위의 최소 요건들의 

합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직원에 추가의 기술지원이 요구되며, 이는 사안별

로 결정될 수 있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을 본 절에 따라 검토하며, 특별한 안전성 중요사

항의 포함여부 및 발전설비의 특이성 등을 중점 검토한다. 예외사항 또는 대체방안이 

명확히 정의되었는가를 확인하고 관련 기준의 적용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인용한 참고문헌, RG, 산업기술기준 등의 적용판(version)을 확

인하여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본 절 해당내용의 검토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발전소 직원 편성구조가 엄격히 고정될 필요는 없으나 경험적으로 모든 발전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필수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발전소 관리자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운전그룹, 소내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그룹이 이에 해당된다. 다수호기 발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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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감독이 불충분하여 효과적인 감독이 될 수 없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한 호기 운전 관리자는 2개 호기 이상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소내 교

대근무원조에 대해서는 가용한 전체 인력이 5 교대근무조 이상이 되도록 계획되어 해

당 근무원에게 과도한 시간외 근무가 정기적으로 부과되지 않는가를 확인 검토하여야 

한다. NUREG-0711(참고문헌 17) 6장 “요소 5-인원편성”에 부가적인 인원편성지침이 

기술되어 있다. 다수호기 발전소 현장에서 소내에 선임 감독이 없을 경우, 전체를 관

장할 수 있는 현장책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조직표와 기능 및 책임부분의 설명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운전조직에 대해 일

차적 책임이 불명확하게 배정되지 않아야 한다. 운전 책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이행

하는데 필요한 인원의 수와 경험을 잘 정의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직무상 책임을 정의

하고 위임하는 사항에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신청

자의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유무에 따라 직무조직이 달라질 수 있다. 검토자는 원자

력발전소 경험이 없는 신청자가 업무량을 과소 평가하지 않고 모든 신청자가 인적실

수의 가능성을 적절히 고려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인적실수 고려사항에 대한 지침

은 NUREG-0711 7장 “요소6-인적 신뢰도 분석”에 기술되어 있다. 검토자는 과다한 업

무량이 너무 적은 수의 개인에게 부여될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소내 기술지원과 보수그룹의 구조는 본사 편제와 소내.외 개별 업무분담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초기 발전소 설계 또는 건설단계에서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발전소 직원 직책을 선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토절차는 신청자 입장에서 약속사항에 대해 이미 기술된 승

인기준에 일치되는가를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관련 절을 확인하는 것이다.

제시된 발전소 직원의 직책이 RG 1.8에 기술된 표준에 정의된 것과 명확히 구분되

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는 발전소 직원의 각 직책을 열거하고 이 표준에 나타난 대

응직책을 지정하거나 발전소 각 직책에 제시된 자격요건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운영허가 단계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는, 첫 번째 단계로 건설 및 발전소 설

계 초기단계와 같이 동일한 검토를 하고 두 번째 단계로는 각 이력서를 검토한다. 검

토자는 각 이력서로부터 취합되는 교육과 경험기록을 RG 1.8 에서 제시된 적용직책에 

부과되는 해당표준요건 및 규제입장 또는 다른 승인된 자격과 명시적인 비교를 하여

야 한다. 경력의 적합성은 직책상 책임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경력의 인정은 

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그 적용에 알맞은 정도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검토시점에 신청자가 원자력발전소 운전에 경험이 있을 경우 검토자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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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검토 또는 검사원과의 토의를 통하여 발전소 직원편제와 자격에 관한 독립

적인 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전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신청자의 운전조직과 발전소 직원편제 계획

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결정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신청자의 운전조직이 원자력안전법 제11조 1항, 제21조 1항,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동법 시행령 제148조, 제149조 및 10 CFR 50.54의 J에서 M의 관련요건을 만족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사항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신청자는 발전소 운전책임의 할당, 신청자의 최고 경영자를 경유한 보고 체계, 정

상적인 발전소 직원의 규모, 각 주요 발전소 직원그룹의 기능 및 책임, 단일호기 또는 

다수호기 운전을 위해 제시되는 교대근무편성, 발전소 직원의 자격요건 (운전단계에서 

제출하는 관리 및 주요감독 기술직책요원의 이력)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정보들을 검

토한 결과 제시된 조직은 적합하다.

신청자의 운전조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

1. 신청자는 원자력안전법 제11조 1항, 제21조 1항에 기술된 대로 기술적으로 자격이 

있다.

2. 적절한 면허소지 운전원이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동법 시행령 제148조, 제149조 

및 10 CFR 50.54의 J에서 M의 최소 인원편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

한 시기에 확보된다.

3. 발전설비의 비상사고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내 교대근무 인원은 적절하다.



제13.1.2-13.1.3절 개정 5 - 2015. 12- 10 -

4. 발전소관리와 방사선 방호관리를 위한 조직요건이 만족된다.

5. RG 1.8의 요건에 따라 발전소요원의 자격요건 및 자격이 적합하다.

6. RG 1.33에 제시된 조직요건에 부합된다.

부가해서 신청자는 TMI 조치사항 I.A.1.1 및 I.A.1.3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1항 “건설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1항 “운영 허가기준”

3.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교육훈련”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9조 “보수교육”

6. 10 CFR 50.40, "Common Standards"

7. 10 CFR 50.54. "Conditions of License"

8. Regulatory Guide 1.8 "Qualifica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for Nuclear

Power Plants"

9. Regulatory Guide 1.33,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operation)"

10. 안전심사지침 부록 9.5.1-1, "화재방호계획 검토지침“

11. NUREG-0694,"TMI Related Requirements for Operation Licenses"

12.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13. NUREG-0711, "Human Factor Engineering Program Review Model"

14. Regulatory Guide 1.114, "Guidance to Operators at the Controls and to Senior

Operators in the Control Room of a Nuclear Power Unit."

15. The Commission Policy Statement on Engineering Expertise on Shift (50 CFR

43621)

16. Generic Letter 86-04, "Policy Statement on Engineering Expertise on Shift"

17. ANSI/ANS-3.2, "Administrative Controls and Quality Assurance for the Oper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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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3.2.1절 원자로운전원 훈련

검토주관 :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원자로운전원에 대한 훈련계획을 검토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원자로운전원 및 원자로조종감독자에 대한 훈련계획의 개요와 

일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훈련계획서에는 TMI 조치계획(NUREG-0737)의 항목 

I.A.2.3 및 II.B.4에 따른 원자로운전원 및 원자로조종감독자의 자질을 높이는 요건이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훈련계획서의 재자격인정 프로그램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9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0조(보수교육의 신청) 및 10 CFR 55.59(재자격인

정)에 따른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허가 

가. 각 훈련과정의 제안된 제목, 기간(전 과정에 소요되는 대략의 교육주간수), 과정

을 가르치거나 감독하는 조직 및 각 과정의 대상 직책명, 원자로운전원 및 원자

로조종감독자를 위해 다루어져야 할 주제에는 최소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면

허.01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

법 등에 관한 규정” 및 10 CFR 55.41, 55.43 및 55.45에 명시된 사항들이 포함되

어야 하며, TMI 조치계획(NUREG-0737)중 항목 I.A.2.1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재자격인정 계획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0조(보수교육

의 신청) 및 10 CFR 55.59에 명시된 내용이 포함되거나 10 CFR 55.4에 명시된 

대로 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신청자는 10 CFR 55.45, 10 CFR 50.34(f)(2)(i) 및 Regulatory Guide(이하 “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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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에 따라 허가신청 발전소에 대한 모의제어반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

램을 기술해야 한다. 추가로, 신청자는 제안된 모의제어반이 주제어실을 올바르

게 모델링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증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술해야 한다. 신청자는 

건설허가 발급 전에 이러한 요건들이 어떻게 만족될 것인지를 기술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 발급 전에 이러한 요건들이 적절히 이행될 것임을 보증할 

수 있는 충분히 상세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다. 최초 핵연료장전 전에 발전소 내에서 공식적인 훈련프로그램과 현장실무훈련을 

수행한다는 이행 약속

라. 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에 따라 모든 원자로운전원에 대한 훈련프로그램

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마. 이 프로그램의 기술내용에는 원자로 임계전에 면허를 취득할 요원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의 일정을 보여주는 도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일정에는 예상되는 핵

연료장전과 관계가 있어야 하며 가동 전 시험기간 및 발전소 임계 전에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운전원에 대한 시험 예상시기도 포함되어야 한다.

바. 또한, 훈련프로그램에는 TMI 조치계획중 항목 I.A.2.1에 따른 원자로운전원 및 

원자로조종감독자에 대한 자질향상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2. 운영허가 

가. 강의개요 혹은 이와 동등한 과정설명서, 과정의 기간(전 과정에 소요되는 대략의 

교육주간수)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정을 가르치거나 감독하는 조직 및 과정의 대

상 직책명을 포함한 각 과정의 제안된 주제 및 다루어질 주제에는 최소한 원자

로운전원 및 원자로조종감독자에 대한 10 CFR 55.41, 55.43 및 55.45에 명시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다루어질 주제에는 TMI 조치계획 

NUREG-0737의 항목 I.A.2.1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재자격인

정 프로그램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9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0조

(보수교육의 신청) 및 10 CFR 55.59에 명시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과정내용

에는 10 CFR 55.4에 명시된 훈련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이 반영되어야 한다.

나. RG 1.149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모의제어반 혹은 유사한 발전소에 파견되어 받는 

원자로 운전경험을 위한 훈련(기간(주일수), 모의제어반명 및 발전소명 포함)

신청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면허.01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

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및 10 CFR 55..45(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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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따른 훈련기간(주일수) 및 모의제어반 시설을 포함한 모의제어반 훈련에 

대한 상세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다. 강의개요 혹은 이와 동등한 과정 설명서 및 과정의 기간(전과정에 소요되는 대

략의 주일 수)을 포함한 상세한 소내 훈련프로그램.

프로그램에는 최초 핵연료장전전후의 강의실 훈련과 현장훈련이 구분되어 있어

야 한다.

라. 과정을 가르치거나 감독하는 조직 및 훈련프로그램에서 강사의 자격사항 및 강

사를 관리하는 재자격인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TMI 조치계획(NUREG-0737)의 항목 II.B.4에 기술된 바와 같이 노심손상을 완화

시키기 위한 훈련.

바. TMI 조치계획(NUREG-0737)의 항목 I.A.2.1에 기술된 바와 같이 원자로운전원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자질향상을 위한 훈련 자격인정 사항.

사. 훈련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의 일부로서 프로그램 내에 각 운전원에 대한 훈

련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프로그램 설명서 해당 절에는 원자로운전원 훈련프로그램의 각 분야별 일정을 나타

내는 도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일정에는 예상되는 핵연료 장전시기가 포함되어야 하

며 또한, 가동전 시험기간, 임계전에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운전원에 대한 시험 예상

시기 및 임계후에 면허를 받을 운전원에 대한 시험 예상시기도 표시되어야 한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가 제출될 때는 훈련프로그램이 수행되어온 정도를 이 설명서에 분

명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핵연료장전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표시된 날로부터 연기가 

될 때는 임계 전에 면허를 취득할 사람에 대한 부가적인 훈련계획이 기술되어야 한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면허를 소지한 원자로운전원 및 원자로조종감독자를 위한 

재자격인정 훈련계획이 명시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또한 강사들이 현재의 운전경력,

문제점과 절차서 및 관리상의 제한치에 대한 변경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발전소 강사에 대한 재자격인정 프로그램도 기술해야 한다.

II. 허용기준

신청자는 TMI 조치항목을 포함한 모든 원자로운전원 자격인정 요건들이 필요한 시

점까지, 즉 운전원 면허시험전, 핵연료 장전전, 보직을 임명 또는 재임명하기 전까지  

만족될 것임을 보증하기 위해 원자로운전원 및 원자로조종감독자에게 제공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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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될 훈련내용이 충분하다는 것을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원자로운

전원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훈련과 관련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1. 원자력안전법 제84조 “면허 등”

2.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교육훈련”

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9조 “보수교육”

5.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0조 “보수교육의 신청”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면허.01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7. 10 CFR 50.54 (i)～(m)

8. 10 CFR 55.41, 55.43, 55.45, 55.59

9. 면허소지 운전원에 대한 재자격인정 훈련프로그램은 원자력안전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149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면허.01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

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

규칙 제140조(보수교육의 신청) 및 10 CFR 55.59의 요건을 적절히 이행하여야 한

다.

10. 10 CFR 50.54 i～m 항목의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신청자는 면허소지 원자로운

전원 및 면허소지 원자로 조종감독자가 주제어실에 상주하여 원자로조종의 책임 

또는 다른 면허소지 운전원의 허가된 행위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자

로운전원 및 원자로조종감독자의 훈련프로그램에는 최초 자격인정 및 재자격인정 

훈련을 포함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면허소지 운전원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숙련도 및 능력에 관한 개별훈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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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RG 1.8

2. 운전원면허 지침 NUREG-0094

3. TMI 조치계획 항목 I.A.2.1, II.B.4(NUREG-0737)

4. 10 CFR 55.45 (b) 및 10 CFR 50.34(f)(2)(i), 모의제어반 시설의 사용 및 용량에 관

한 요건

5. NUREG-0711, 인간공학프로그램 검토모델(Human Factors Engineering Program

Review Model)의 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지침 

6. 발전소 요원의 훈련에 사용될 모의제어반은 RG 1.149의 지침 및 NUREG-1278에 

따른 모의제어반 시설평가에 관한 추가정보를 만족시켜야 한다.

7. 초기 훈련계획의 공식적인 사항은 가동전 시험프로그램이 시작될 때와 운전원 면

허시험 전에 공식적인 강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어야 한다.

8. 임계전에 원자로운전원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시험에 대비하여 훈련이 계획된 사

람의 수는 교대근무조의 면허소지 운전원의 수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 요건이 발

전소의 최초 핵연료장전시점부터는 만족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여기에는 

운영기술지침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시운전단계 동안 감독요원의 초과근무

를 피하고 시험을 위한 여유도 포함된다.

III. 검토절차

안전성분석보고서 13.2.1절의 검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 원자력안전법 제84조 “면허 등”

-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교육훈련”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9조 “보수교육”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0조 “보수교육의 신청”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면허.01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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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 10 CFR 50.54의 항목 i부터 m 까지

- 10 CFR 55.41, 55.43, 55.45, 55.59 및 10 CFR 55.34 (f)(2)(i)

- RG 1.8 및 1.149

- NUREG-0094 "운전원 면허지침"

- NUREG-0711 “인간공학 프로그램 검토 모델”

- NUREG-0737 "TMI 조치계획 요건의 상세“

검토자는 제작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입수한 훈련과정 설명서를 사용해도 되며, 검

토자는 10 CFR 55.4에 명시된 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숙지해야 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에 대한 검토절차는 다음과 같다.

- 상기 I절에 명시된 모든 주제가 언급되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자

료를 면밀히 검토한다.

- 제출된 자료를 상기 II절의 허용기준과 상세히 비교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RG, 산업기술기준 혹은 다른 참고문헌을 따른다고 약속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동 문서들의 개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검토자는 전술한 사항에 근거하여 신청자의 발전요원 훈련계획에 대한 허용여부

를 결정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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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원자로운전원 및 원자로조종감독자를 위한 훈련계획이 만족스럽다고 판단

되며, 또한 원자력안전법 제84조 및 제106조, 동법 시행령 제148조 및 제149조, 원자력

안전위원회고시 면허.01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

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10 CFR 50.54 (i)에서(m)까지, 10 CFR 55.41, 55.43,

55.45 및 55.59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사항에 근

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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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허가 

발전소 훈련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이행 및 관리는 발전소장의 책임이다. 발전소장

에게 보고하는 훈련담당은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이행 및 문서화에 책임이 있다.

신청자는 발전소를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운전, 운전 및 유지할 수 있도

록 발전소요원에게 충분한 지식과 운전경험을 제공하는 훈련프로그램이 수립될 것

이라고 기술한다. 훈련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으로부터 얻어진 훈련프로그램은 

공급자 훈련요원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자에 의해 개발되었다. 면허를 취득할 요

원에 대한 훈련계획은 원자력안전법 제84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면허.01 “원자

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및 RG 1.8의 요건을 만족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하였다.

- 기초 원자력 훈련

- 운전되고 있는 발전소에서 실질적인 원자로 운전

- 발전소 계통 강의 시리즈

- 모의제어반 훈련

- 실질적인 현장훈련

- NUREG-0737의 TMI 조치계획 항목 II.B.4

원자로운전원은 또한 보안비상계획, 행정절차 및 방사선방어에 관한 훈련도 받아

야 한다. 면허를 취득할 요원을 훈련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모의제어반은 RG 1.149

의 지침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제출된 가동전 시험프로그램,

운전원 면허취득 등의 정보는 건설허가 검토단계에서는 만족한다.

2. 운영허가 

발전소 훈련계획의 전반적인 이행 및 관리는 발전소장의 책임이다. 발전소장은 훈

련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감시할 책임이 있는 훈련감독자를 

지명할 수 있다. 신청자는 모든 발전소 상태에서 원자로운전원 및 원자로조종감

독자가 취하는 결정 및 조치가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발

전소 안전절차 및 운전제한조건과 일치하도록 훈련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원자

로운전원의 공식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은 훈련자의 배경, 이전 훈련경력과 

예상되는 담당업무에 따라 각 참가자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었다. 훈련 프로

그램은 원자력안전법 제84조 및 제106조, 동법 시행령 제148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면허.01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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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및 RG 1.8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또한, 10 CFR 55,

NUREG-0737의 TMI 조치계획중 항목 I.A.2.1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훈련프로그램에 

사용될 모의제어반은 10 CFR 55.45(b), 10 CFR 50.34(f)(2)(1) 및 RG 1.149의 지침

을 만족시켰다. 운영기술지침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수의 면허소지 운

전원이 핵연료장전전에 확보되도록 전 훈련과정을 마칠 것이다.

면허를 취득할 요원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과정으로 구성되

었다.

- 원자력발전소 증기 및 기계 기초과정

- 발전소 전기 기초

- 수학 및 일반물리

- 발전소에 대한 기술적 내용

- 계통설명

- 열전달

- 유체 및 열역학

- 노심손상 완화

- 원자로계통 모의제어반 훈련

- 연구용원자로 훈련

- 보수훈련

재자격부여 및 재배치훈련계획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9조, 원자력안전법 시

행규칙 제140조(보수교육의 신청), 10 CFR 50, 10 CFR 55.39의 요건에 명시된 지

침을 만족하였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84조 “면허 등”

2.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교육훈련”

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9조 “보수교육”

5.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0조 “보수교육의 신청”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면허.01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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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7. 10 CFR 50 “Domestic licensing of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ies”

8. 10 CFR 55 “Operator's licenses”

9. Regulatory Guide 1.8 “Qualifica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for Nuclear

Power Plants”

10. Regulatory Guide 1.149 “Nuclear Power Plant Simulation Facilities for Use in

Operator Training and License Examinations”

11. NUREG-0711 "Human Factors Engineering Program Review Model“, 1994.7

12.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13. NUREG-1278 “10 CFR 55에 따라 인정된 모의제어반 시설의 평가 절차”

14. NUREG-0094, "A Guide for the Licensing of Facility Operators, Including

Senior Operators," USNRC, July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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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3.2.2절 면허 미소지 직원 훈련

검토주관 :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에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신청자의 면허미소지 직원에 대한 훈련프

로그램을 검토한다. 이 부분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면허미소지 직원의 훈련 및 재훈

련에 대한 내용 및 계획과 함께 다음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소 설계 및 건설 초기단계에서의 건설허가 및 통합인허가

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48조 “방사선작업종

사자 등의 교육훈련”의 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내용

나. 면허미소지 종사자에 대한 Regulatory Guide(이하 “RG”) 1.8 규정을 만족하

는 신청자의 약속사항

다. 훈련과정 과목, 훈련기간(대략적인 전일제 훈련주간 수), 훈련과정 교육조직 

및 감독지침, 각 과정의 훈련 대상 직원 직위 명

라. RG 1.149에 따른 모의제어반 또는 유사발전소 현장배치에 의한 원자로 운전

경험 훈련(교육 주간 수 및 운전경험 훈련을 얻을 수 있는 모의제어반 및 

유사발전소와의 동질성 확인 포함)

마. 전체 발전소 직원이 초기 핵연료장전 전에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소

내 정규훈련프로그램 및 현장훈련 수행 약속사항

바. 교대근무자에 대해 전문적인 기술 및 사고평가 기술능력을 제공하는 요원의 

훈련요건 만족을 위한 약속사항

사. 노심 손상완화를 위한 훈련요건 만족을 위한 약속사항

아. 다음을 포함하는 초기 화재방호 훈련프로그램 수행내용을 위한 약속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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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중 정기 훈련

- 필요시 건설직원에 대한 훈련 규정

초기훈련에 관한 약속사항은 핵연료 인수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자. 10 CFR 50 부록E Ⅱ.F항의 요건에 따라 방사선 비상시에 필요한 종사자 및 

비종사자 훈련규정 내용

차. 화재방호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에 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한 훈련프로그

램 내용. 훈련프로그램 내용은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첨부된 부록 9.5.1-1에 

수록된 내용이 적절히 기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한다.

카. 모든 운전요원에 대한 직위별 직무분석을 위한 신청자의 계획에는 각 직위

별 직원의 수행직무가 정의되고, 학력 및 경험과 관련하여 직무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음을 보증하는 훈련내용이 적절히 기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검토한다.

타. 모든 직원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안된 방법

본 프로그램 내용은 안전심사지침 13.1.2절에서 기술하는 직위 및 조직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의 시행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일정에는 예상되는 핵연료 장전시기의 

명시, 핵연료 장전전에 필요한 초기훈련의 예상종결 시기가 반영되고 가동전 시험기

간이 적절히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한다.

2. 발전소 설계, 건설 및 인허가 최종단계에서 운영허가

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및 RG 1.8 지침을 만족하는, 면허미소지 직원에 대한 

상세 훈련프로그램 내용

나. 교대근무조에 대해 전문적인 기술 및 사고평가를 제공하는 요원에 대한 상

세 훈련프로그램 내용

다. 노심 손상완화를 위한 상세 훈련프로그램 내용(13.2.2.4)

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3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및 10 CFR 50 부록E Ⅳ.F항에 따른 방사선 비상계획 훈련 및 주기적 

훈련에 관한 연습 내용. 훈련프로그램에 방사선 비상사고 시 필요한 종사자 

및 비종사자에 대한 초기 및 주기적 재훈련 범위를 포함하였는지 확인한다.

마. 운영허가 신청자는 모든 운전요원에 대해 직무분석 이행계획 및 동 프로그

램의 수행결과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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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강의내용 또는 동등의 훈련내용을 포함하는 훈련과정 과목, 훈련기간 (대략

적인 전일제 교육 주간 수), 훈련과정 교육조직 및 감독지침, 직위별 훈련과

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초기 핵연료장전 전‧후 강의실 훈련과 현

장실무훈련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사. 원자력 발전소 모의제어반 또는 유사발전소 현장배치에 의한 원자로 운전경

험 훈련 내용은 교육 주간수, 모의제어반명 및 운전경험 훈련이 수행된 유

사발전소명을 포함하여 RG 1.149 또는 유사발전소의 유사성 및 관련성에 

근거하여 검토한다.

아. 이전의 원자력발전소 경험에 근거한 개인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의 차이.

경험에 근거한 훈련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원의 경험범위가 적절히 기술되

었는지 확인한다.

- 사전 경험이 없는 자

- 인허가와 관계없는 시설에서의 원자력 관련 경험자

- 유사한 원자력 시설에서의 경험자

자. 초기 발전소직원 및 교체직원에 대한 화재방호훈련 및 재훈련 상세내용 프

로그램에는 다음 사항이 적절히 기술되었는지 확인한다.

- 소방대 각 인원에 대해 계획된 훈련

- 정기적인 소방훈련의 형태와 주기

- 화재방호 설비의 보수/검사에 책임있는 자를 포함하는 모든 기타 인원에 

대해 실시되는 훈련

- 발전소 정지보수 기간 중 현장업무에 임시로 배치된 인원, 특히 출입 시 

안내가 필요치 않은 인원에 대해 실시되는 훈련

- 화재 방호요원에 대한 훈련프로그램 내용에는 강의과정, 각 과정의 시간

수, 훈련수행 조직 등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한다.

차. 훈련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에 따른 각 직원에 대한 훈련프로그램 효율

성 평가방법

훈련프로그램을 기술하는 절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13.1.2절에 기술된 각 직위 

및 조직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정계획에는 예상 핵

연료 장전시기의 명시, 핵연료장전을 위한 자격인정 및 훈련상태를 유지하기 위

한 대비, 핵연료장전 전에 필요한 초기훈련의 적절한 반영, 가동전 시험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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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로 제

출된 훈련프로그램이 대략적인 시간계획에 따라 완성되어진 정도를 분명하게 

기술하였는지 검토한다. 핵연료장전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연

기되는 경우 추가훈련의 임시계획을 기술하였는지 검토한다.

또한 면허미소지 직원에 대한 신청자의 재훈련 계획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재훈

련이 실시될 직원이 배치 받을 수 있는 직위, 추가적 재훈련의 특성, 범위, 시행

주기의 적절성을 검토한다(13.2.2.2).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는 심사지침에 따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를 담당부서와 협조

하여 검토를 수행한다.

1.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3.1.1에서 13.1.3, 13.2.1, 13.4, 13.5.2 및 

18.0에서 18.2절에 따라 해당 요원이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예, 조직구조, 직원자격 및 경험, 절차의 적합성, 독립적인 검토 및 확인,

인간공학 원칙의 활용 등). 노심 손상완화에 관하여 모든 발전소 직원의 훈련 여

부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을 안전심사지침 13.2.1절에 따라 검토한다.

2. 인간공학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8장의 검토주관부서로서 신청자의 설계,

건설 및 운전업무에 인간공학원칙이 적절히 고려되었는지 검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따라 화재방호 훈련계획을 검토

한다.

4. 방사선비상대책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3.3절에 따라 비상상태시의 훈련

계획을 검토하며 방사선 방호훈련 및 재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검토를 수행

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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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각 직위에 대해 배치되었거나, 배치예정인 발전소 직원의 훈련이 모든 직원의 훈련

요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즉, 가동전시험전, 핵연료장전전, 직위에 배치 또는 재배치 

전 등) 만족될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교육훈련”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3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

정”

4. 10 CFR 19.21 ; 종사자 연간피폭이 1mSv(100mrem) 이상될 가능성이 있는 직

원에 대한 훈련 및 통보, 방사선피폭보고서의 작성과 관련한 작업자 보호책임 

및 수단, 방사성물질 및 방사선의 존재 등에 관한 사항

5. 10 CFR 26.21 및 26.22 (업무에 적용되는 계획에 관련한 요원의 훈련 실시) ;

신청자는 발전소 직원에게 업무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의 정책, 절차 및 책임사

항에 대한 이해를 보증하기 위한 최초훈련 및 재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6. 10 CFR 50.34 (a&b) ; 면허미소지 직원 상세훈련 및 계획  

7. 10 CFR 50.40(b) ; 신청자가 인, 허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 

자격이 있음을 알수 있는 기술적 자격 훈련

8. 10 CFR 50.120 및 10 CFR 52.78 : 체계적인 접근방식의 훈련으로부터 훈련프

로그램의 도출

9. 10 CFR 50 부록E Ⅱ.F절 및 Ⅳ.F절 ; 방사선 비상시에 필요한 종사자 및 비종

사자에게 실시할 비상대비훈련 및 재훈련 프로그램의 수립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동법 시행령 제148조, 10 CFR 19.12, 26.21, 26.22,

50.34(a&b), 50.40(b), 50.120 및 52.78의 각 요건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상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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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면허미소지 직원은 다음 요건에 따라서 훈련되어야 한다.

- RG 1.8에 기술되는 ANSI/ANS-3.1 및 ANSI/ANS-18.1의 "일반사항", "면허가 

필요치 않은 직원의 훈련", "일반직원 훈련" 및 "재훈련" 등.

2. 훈련프로그램은 10 CFR 52.78 및 10 CFR 50.120의 요건 및 10 CFR 55.4에 명시

된 체계적인 접근방식으로 훈련계획을 개발, 수립, 이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훈

련프로그램의 개발은 NUREG-0711에 명시된 지침을 사용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훈련프로그램의 내용 및 효율성은 NUREG-1220을 사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3. 면허미소지 직원 훈련에 사용되는 모의제어반은 RG 1.149의 지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4. 10 CFR 26.21 및 26.22에 따라 신청자는 발전소 직원의 업무에 적용되는 프로그

램의 정책, 절차 및 책임사항을 이해함을 보증하기 위한 최초훈련 및 재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보호구역 또는 비상 운전시설에 출입하는 직원은 10 CFR 26.21

의 요건에 따라 업무에 적용되는 프로그램 관련 정보(관련 정책 및 절차, 마약 및 

술로 인한 위험성과 영향, 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조 프로그램, 정책에 따른 

책임, 정책 부재로 가져올 수 있는 결과 등)를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

다. 관리자, 감독자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0 CFR 26.22의 요건에 따라 

업무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의 역할과 책임, 마약의 소지 또는 사

용의 인지 및 마약을 구별할 수 있는 기술, 행동의 관찰 기술, 프로그램에 따른 

초기 시정조치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5. 방사선 비상에 관련된 훈련프로그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3 “원자력

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필요시 10

CFR 50 부록 E Ⅱ.F절 또는 Ⅳ.F절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요건의 전반적

인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은 안전심사지침 13.3

절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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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기 훈련프로그램의 각 부분은 가동전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완성되어야 한다.

7. 핵연료장전 전에 훈련받아야 하는 직원의 수는 초기 핵연료 장전시점에서 운영기

술지침서상의 조건이 만족될 수 있음을 보증할 만큼 충분하여야 하며, 발전소 기

동상태에서 감독직 직원의 초과근무를 피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8. 면허미소지 직원에 대한 재훈련은 시행주기가 2년을 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시

행되어야 하며, 최소한 기술행정, 방사선방호, 비상 및 보안절차에 대한 훈련내용

이 포함되어야 한다.

9. 10 CFR 19.12의 요건에 따른 방사선 방호 훈련 및 재훈련프로그램의 검토를 위한 

세부적인 지침 및 기준은 안전심사지침 12.5절에 기술되어 있다.

10. 10 CFR 50.34 (a & b)의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10 CFR 50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설계, 건설 및 운전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기

술적인 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신청자가 수립한 면허미소지 직원 훈련프로그램

에는 요구되는 임무(화재진압반 또는 방사선학적 대응팀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및 능력을 개인에게 훈련시키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

다.

11. 10 CFR 50.120 및 10 CFR 52.78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면허미소지 직원의 

범주를 포함한 특수범주에 속하는 직원의 훈련프로그램은 10 CFR 55.4에 명시된 

체계적인 접근방식으로 훈련계획을 수립, 이행 및 유지되어야 한다. 신청자가 수

립한 면허미소지 직원 훈련프로그램에는 요구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

식, 기능 및 능력을 개인에게 훈련시키는 방안이 제공되어야 한다.

12. 화재방호훈련

가. 소방대 훈련

소방대 훈련프로그램은 통상 잠재적인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의 확보/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첨부된 부록 9.5.1-1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주기적인 강의실 교육, 화재진압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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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훈련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강의

가) 초기 강의실 교육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각 개인의 책임을 인지시킴과 함께 화재 진압계획을 주지시킴

(2) 화재 위험지역 및 위험의 형태, 발생될 수 있는 화재의 종류를 인

지시킴

(3) 연소시 예상되는 생성물질의 독성 및 부식성

(4) 각 화재구역에서의 소방장비 위치, 각 구역에의 접근 및 도피를 포

함한 배치도의 숙지 

(5) 활용 가능한 소방장비의 사용법 및 화재종류에 따른 적절한 진압

방법 

대상화재 종류에는 전기설비(전원사용) 화재, 케이블 및 케이블 트

레이 화재, 가연성 수소화재, 연소성 액체 또는 위험성이 있는 공

정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화재, 건설 또는 개조작업(용접)에 기인한 

화재, 서류의 화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통신, 조명, 환기 및 비상 호흡장비의 적절한 사용방법

(7) 건물내부 및 제한된 공간에서의 적절한 화재진압 방법

(8) 화재진압 활동의 지휘감독(소방대장)

(9) 화재진압 전략 및 절차서의 상세 검토

(10) 최근의 발전소 개조상황 및 그와 관련된 소방계획 변경내용 검토

주: (9)(10)항은 소방대에 배치될 2명의 비운전요원 이외의 인원에 대

해서는 제외될 수 있다.

나) 강의는 지식 및 경험이 있고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화재진압 및 진압장비 사용에 있어서 적절히 훈련받은 자격 있는 사

람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다) 강의는 모든 소방대 요원 및 소방책임자에게 실시되어야 한다.

라) 화재방호프로그램 변경사항 및 필요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적어도 3개월마다 정기적인 소방대원 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

마) 2년 주기로 소방대원에게 강의실 교육을 반복하도록 정기적인 재훈련

이 실시되어야 하며, 재훈련은 정기회의 시에 병행하여 시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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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습

실습은 발전소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형태의 화재를 진압하는 적절

한 방법을 각 교대근무 소방대원들이 터득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실습은 소방대원들에게 소화요령 및 화재진압시 접하는 열악한 조건에서 

비상 호흡장치의 사용법에 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실습은 

각 소방대원들에게 적어도 년 간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3) 소방훈련

가) 소방대훈련은 소방대가 팀 단위로 실습할 수 있도록 발전소 내에서 수

행되어야 한다.

나) 훈련은 각 교대근무 소방대에 대해 3개월을 넘지 않는 주기로 정기적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각 소방대원은 각 훈련에 참여하여야 하나 연

간 2회 이상의 훈련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화재방호계통 및 장비의 화재진압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해 훈련횟수

는 각 교대근무 소방대원에 대해 년 간 1회 이상 불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불시 훈련의 계획/감독자는 해당 소방대원들이 훈련 시작 시까

지 훈련계획을 알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불시 훈련은 4주 간격 보다 

짧게 계획되지 않아야 한다.

적어도 년 간 1회 훈련은 해당 교대 근무소방대의 앞 교대근무조에 

대해 실시되어야 한다.

다) 훈련은 훈련목적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되어야 하며 훈련목

적이 어느 정도 만족되었는지의 결정을 위해 평가되어야 한다. 불시훈

련은 발전소 안전 및 화재방호에 책임있는 관리자에 의해 계획되고 평

가되어야 한다. 소방대 또는 각 대원의 임무수행상 결함 사항들은, 이

에 대한 추가훈련을 계획함으로써 시정되어야 한다. 임무수행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사업소로부터 독립된 자격있는 요원(전문가 등)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

된 3년 주기 불시훈련이 실시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동 인원으로부터의 

보고서 사본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검토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마) 훈련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화재경보 적절성, 경보인지에 요하는 시간 및 소방대 집결시간, 장

비의 선정, 장비사용 및 화재 진압전략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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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 가상지역에 대해 각 소방대원들의 화재 진압전략 숙지도 평

가, 비상호흡장치, 통신장비 및 환기장비를 포함하는 소방장비의 

사용법, 소방절차서 준수여부 평가

(3) 훈련에 선정된 화재상황 및 형태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소방장비의 

사용법.

모의훈련에 선정된 화재지역 및 형태는 소방대원들이 여러 지역에

서의 화재진압에 대해 훈련될 수 있도록 이전의 훈련시 선정된 것

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선정되는 상황을 자동소방설비 상실을 

가상하여 장비구비, 시간에 따른 화재진전, 선정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규모의 화재 등을 모의하여야 한다.

(4) 화재진압 완전성, 정밀성, 효율성 등 소방대 책임자의 지휘에 대한 

평가기록

4) 기록

소방대원 개개인에게 실시된 훈련기록(훈련평가 포함)은 각 대원들이 훈

련프로그램의 전 부분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적어도 3년간 보존되어야 

한다. 훈련기록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를 위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훈련기록상 결함을 보인 대원들에 대해 건물 내부에서의 화재진압

에 대한 재훈련 또는 확대훈련이 계획되어야 한다.

나. 기타 직원

1) 강의

가) 강의는 모든 직원에게 년간 1회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반복되어야 한

다. 강의는 (1) 화재방호 계획 (2) 대피경로 (3) 화재 발생보고 절차 

등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강의는 (1) 소방 담당부서의 출입절차 (2) 직원들의 소외 대피관리 (3)

순시중 관찰되는 화재위험 가능성 보고절차 등을 담당하는 보안요원

에 대해 실시되어야 한다.

다) 강의는 소방대원에게 실시한 내용을 모든 교대근무 직원에게 실시하

여야 한다.

라) 임시직원을 위한 강의는 (1) 대피신호 (2)대피경로 (3) 화재발생 보고 

절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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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원들은 연차 대피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 화재방호 직원

화재방호 직원에 대한 훈련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화재탐지, 진압, 소화 계통의 설계 및 보수

2) 화재 방지기술 및 절차

3) 발전소 직원 및 소방대에 대한 훈련, 수동 화재진압 기술 및 절차

13. 교대근무조에 대한 기술 및 사고 평가 전문분야 

교대근무조에 대한 기술 및 사고평가 전문지식 제공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교

대근무 안전담당(STA)을 이용할 수 있으며, 원자로 조종감독자를 교대근무 안전담

당(STA)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기술 및 사고평가에 관련된 훈련 및 자격인정은 

TMI 조치사항 NUREG-0737의 I.A.1.1의 요건 및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일반 기술교육 

교대근무 안전담당(STA)의 기술교육은 공학 및 자연과학의 기본과목을 포함하

여야 한다. 동 교육의 목적은 기존 운전원 훈련 및 발전소 절차서에서 취급되

지 않는 비정상적 발전소 상태를 평가함에 있어서 교대근무 감독자 및 면허소

지 운전원에게 교대근무 안전담당(STA)이 조언을 할 수 있게 함이다. 다음은 

교대근무 안전담당(STA)에게 필요한 지식분야이다.

1) 기본적인 미적분을 포함하는 수학

2) 노물리, 화학 및 재료

3) 원자로 열역학, 유체역학 및 열전달

4) 원자로 제어 이론을 포함하는 전자공학

동 지식분야는 대학수준으로 가르쳐져야 하며 1학기 60시간 강좌와 동등하여

야 한다. 대학을 졸업한 기술자가 동 과목의 많은 부분 및 필요치 않은 과목을 

수학하였다 하더라도 어떤 기술자는 특정분야(즉, 노물리)에 지식이 없을 수도 

있다.

교대근무조의 전문기술 지식에 관한 원자로조종 감독자/교대근무 안전담당

(STA)의 교육정도는 다음과 같다.

1) 4년제 공과대학 졸업자

2) 기술사 면허 소지자

3) 물리, 수학 또는 공학의 수업이 포함된 공업전문대학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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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리, 수학 또는 공학의 수업이 포함된 물리과 졸업자

나. 훈련

1) 원자로 운전 관련 훈련

교대근무조에 기술 및 사고평가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요원은 발전소계통 설

계, 기능, 배치, 운전에 대해 상세하게 훈련되어야 한다. 동 훈련은 계기 판

독수단 및 중요성, 제어조치에 대한 효과 등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면허미소지 운전원으로서 사전에 훈련을 받지 않은 기술자는 이 

요건을 만족하도록 추가적인 훈련이 요구된다.

2) 과도 및 사고시 대응에 대한 훈련

교대근무조의 기술 및 사고평가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직원은 정상운전, 가상 

과도상태, 원자로조종사 또는 원자로조종 감독자에게 요구되는 기존의 사고상

태 등에 대한 훈련에 추가하여 다중기기 고장 및 운전원 실수를 포함하여 광

범위한 비정상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동 훈련

에는 절차서 또는 특정 사고 시나리오에 국한되지 않은 복잡한 과도상태에 

대한 응답 또는 부적절한 노심냉각 및 그 시정조치 등과 같은 사고상황의 징

후인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동 훈련의 목적은 비정상 사고의 신속한 인지 및 

대응능력을 확장시키는 것으로서 원자로운전원이 제시하는 과도상태 및 사고

상황에 대해 본능적으로 신속하게 절차서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

다. 훈련은 실제 사고가 발생하여 비정상적이며 예기치 않은 사고를 수반한다

는 사실을 인식시키는데 필요하며, 노심 및 1차 냉각재 압력경계의 상태를 지

시하는 필수변수에 집중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동 추가훈련은 원전 과

도상태 및 사고해석 또는 평가에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경험이 없는 기술자 및 현재 면허소지 운전원은 동 요건을 만족하

기 위하여 추가훈련이 필요하다.

다. 교대근무 안전담당(STA) 임무 미수행 기간 

교대근무조의 안전담당 보직요원으로서 지난 분기에 적어도 3회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은 직위의 책임을 맡기 전에 최소한 임무 미 수행 기간 동안 

발생한 시설 및 절차서 변경에 대해 지식을 갖추었음을 보증하기에 충분한 훈

련을 받아야 한다.

14. 노심 손상완화 관련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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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EG-0737의 TMI 조치사항 II.B.4를 만족하기 위해 신청자는 노심이 심각하게  

손상받는 사고상황에서 제어 및 완화를 위해 설치된 기기 및 계통 사용법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 이행하여야 한다. 교대근무 안전담당(STA) 및 운전 담당직

원 (발전소장으로부터 면허소지 운전원까지의 운전 관련부서 직원)은 아래의 모든 

훈련을 받아야 한다. 계측, 보건물리 화학부서의 관리자 및 기능공들은 담당직무

에 부합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가. 노내 계측계통

1) 노심손상 및 형상변화 정도의 결정을 위한 고정 또는 이동형 노내 검출기 사

용법

2) 첨두온도 결정을 위한 열전대 사용법, 광역판독법, 단말기 접속부에서의 직독

법 등

3) 발전소 컴퓨터로부터 노내 계측자료 취득(Print) 방법

나. 노외 핵계측계통 (NIS)

기포 형성여부 결정을 위한 중성자계측계통 사용법, 노심온도 및 밀도변화 함수

로서의 중성자계측계통 응답에 기초한 기포 위치 결정 등

다. 필수 계측계통

1) 사고 환경에서의 계측계통 응답, 고장내력(고장시각, 고장방식), 지시 신뢰도 

(실제 및 지시치)

2) 유량, 압력, 수위, 온도 측정의 대체수단

- 모든 수위전송기 고장시 가압기 수위 결정법

- 필터 막힘(저유량)시 유출수 유량 결정법

- 일차측 측정수단 고장시 기타 원자로 냉각계통 변수의 결정법

라. 일차측 화학계통

1) 심각한 노심손상에 의해 예상되는 화학적 결과, 격납건물 외부로 소량의 액체 

방출 결과, 밀폐계통 사용의 중요성

2) 노심 손상시 기대되는 동위원소 붕괴, 피복재 손상

3) 일차 계통 냉각재에 장기간 존재시 부식 영향, 고장시간

마. 방사선 감시

1) 심각한 노심손상시 계통 및 지역감시기의 응답, 포화시 탐지기 거동, 탐지기 출

력단에서의 직접계측에 의한 방사선 판독치, 탐지방법(광역 탐지기), 각종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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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탐지기의 예상 정밀도, 노심손상 정도의 결정을 위한 탐지기 사용법

2) 격납건물 외부에서의 측정치를 이용한 내부선량 결정 방법

바. 가스생성

1) 사고시 수소 생성 방식, 기타 가스원(제논, 크립톤), 비응축성 가스의 방출 처

리 방법

2) 수소의 연소폭발 제한치, 격납건물 또는 원자로냉각재계통 내에서의 산소 발생원

III. 검토절차

안전성분석보고서 13.2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본 안전심사지침 V. 참고문헌에 나열

한 서류를 숙지해야 한다. 검토절차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1. 제출된 정보가 상기 I절에 기술한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결정하기 위하

여 제출된 정보의 면밀한 조사

2. 상기 II절의 허용기준과 제출된 정보의 상세 비교

검토자는 신청자가 규제지침, 산업기술기준 또는 기타 참고문헌의 어느 부분에 따

름을 서술할 때 그 참고문서의 개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검토자가 허용기

준으로서 참고문헌의 어떤 부분을 사용할 때 그 개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

는 신청자가 핵연료 장전시기와 관련하여 훈련프로그램을 적합하게 계획하고 있는지

를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화재방호 훈련분야에 대해서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와 

상의할 수 있다.

검토자는 상기사항들에 근거하여 신청자의 직원훈련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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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2절 개정 5 - 2015. 12- 15 -

서를 작성한다.

면허미소지 직원의 훈련은 적합하며,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동법 시행령 제148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3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10

CFR 19.12, 26.21, 50.34(a 와 b), 50.40(b) 및 50.120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결론을 내린

다.

이 결론은 다음에 근거한다.

1. 건설허가

신청자는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및 10 CFR 50.34(a)(6)(신청자의 조직, 직원의 훈

련 및 안전 수행을 위한 예비계획)의 요건에 따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면허미소지 

직원의 훈련에 관한 1차 계획 및 그 계획에 관련한 약속사항이 관련 요건을 만족

함을 입증하도록 기술하였다.

2. 운영허가 

신청자는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및 10 CFR 50.34 (b)(7)(기술자격)의 요건에 따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훈련프로그램에 관련된 약속사항을 포함하여 면허미소지 

직원에 대한 상세한 훈련프로그램, 면허미소지 직원의 훈련 및 계획된 핵연료 장

전시기와 관련한 훈련계획을 기술하였다.

면허미소지 직원에 대한 훈련 및 재훈련은 RG 1.8의 지침을 만족한다.

신청자는 방사성 물질 및 방사선, 방사선 피폭, 방사선 피폭에 관련된 건강보호문

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작업자 보호 수단 및 책임, 방사선 피폭 보고서의 이용

성에 관련한 특정 종사자에게 정보 및 지침의 전달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포함

함으로서 10 CFR 19.12을 만족한다. 방사선 방호훈련 및 재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안전심사보고서 12.5절에 더 상세히 기술하였다.

경비임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감독자는 업무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의 역할, 책임,

절차서를 이해하고 있고, 10 CFR 26.21 및 26.22의 요건에 따라 행동의 변화, 마약 

및 마약의 사용을 인지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및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업무

에 적용되는 정책에 관하여 적절히 통지되고 있음을 보증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신청자가 수립, 이행 및 유지키로 약속한 훈련프로그램은 10 CFR 50.120 및 10

CFR 55.4에 따라 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이용한다. 훈련프로그램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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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준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직원 검토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만족한 상

태이다.

소방대원은 강의실 교육, 화재진압실습, 정기적인 소방훈련을 받아야 한다.

신청자는 교대근무조의 전문 기술지식에 관하여 요구되는 전문 기술을 제공하는 

직원은 수학, 노물리, 열역학, 제어, 원자로운전, 과도/사고상태 대응분야의 훈련을 

받도록 되어있어 요건을 만족한다.

훈련프로그램에 사용될 모의제어반은 RG 1.149의 지침을 만족한다.

특정 운전원(원자로조종 감독자, 교대근무조 안전담당, 운전지원요원 등)은 노심손

상 완화 관련 훈련을 받아야 한다. 동 훈련은 계측계통, 수질화학, 방사선감시, 사

고중 가스생성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방사성 비상사고에 필요한 종사자 및 비종사자의 초기훈련 및 주기적 재훈련을 

포함한 훈련프로그램. 방사선 비상에 관련한 훈련 및 재훈련프로그램의 적절성은 

안전심사보고서 13.3절에 명시되어 있다.

면허미소지 직원의 모든 초기훈련은 핵연료장전전에 완료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상의 요건들을 만족함으로서 면허미소지 직원 훈련에 관하여 신청자가 10 CFR

50.40(b)의 기술적 자격요건을 만족한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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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3.4절 운전단계 활동사항

검토주관 :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

검토협조 : 운영분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에 중요한 운전단계의 활동사항을 검토하여 행정관

리 목적달성을 위한 운영허가신청자의 계획을 평가한다. 검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

항에 주안점을 둔다.

- 제안된 변경사항, 시험 및 실험의 검토에 관한 규정 

- 불시정지 사건의 검토에 관한 규정 

- 사후검토에 대한 절차서

- 예상치 않았던 사건의 평가(예: 사건발생보고서)

- 발전소운전 평가에 관한 규정  

본 검토에는 운전활동에 대한 발전소 기술진의 검토에 관한 규정, 발전소 운전에 

대한 독립검토에 관한 규정 및 안전성제고를 위한 활동의 독립적 평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검토대상이 되는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상 안전에 중요한 계통 혹은 절차, 시험 및 실험에 대해 제안된 변경사항과 

예상치 않았던 사건의 검토에 관한 소내 조직의 기능.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

항이 포함된다.

- 검토대상 주제

- 검토활동의 문서화 및 보고 규정

- 검토수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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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조직의 안전관련 운전활동을 독립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절차 및 조직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발전소의 초기 핵연료장전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방법 및 

시기

- 검토대상 주제

- 검토활동의 보고 및 문서화, 검토활동에 참여하는 요원의 조직상 규정

3. 운영활동의 독립적인 검토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채택된 규정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검토그룹의 기능

- 검토활동의 문서화 및 보고 규정

- 검토수행 참여요원에 대한 조직규정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운전단계 활동사항 검토와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3.1.1 및 13.1.2절에 대한 주 검토 책임으

로서 신청자의 명시된 직책에 대한 자격인정요건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1. 발전소 운전단계에 대한 행정관리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

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의 “조직, 품질보증계획,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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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검사, 시험관리, 시정조치, 품질보증기록, 감사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

자로.03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및 10 CFR 50 Appendix B에 부

합되어야 한다.

2. 허가받은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기술적 자격인정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 및 10 CFR 50의 50.40(b)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3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및 10

CFR 50.36(c)(5) : 해당시설이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되기 위해 필요한 조직, 운영,

절차, 기록유지, 검토 및 감사, 보고에 관한 규정이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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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신청자의 경영 및 행정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33의 “운전시의 품질보증요건” 및 RG 1.33에 기술된 ANSI/ANS-3.2를 적용하

며, 추가적인 지침은 NUREG-0737 I.B.1.2를 적용하여 안전에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2. 허가받은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기술적 자격인정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세

부기준은 RG 1.8과 ANSI/ANS-3.1에 기술되어 있다.

III.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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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안전에 특별히 중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를 확인한다. 예외사항 및 대체방안은 그 내용이 명백히 정의되어 있는 근거가 명확한

지 면밀히 검토한다. 검토자는 원자력안전법, RG, 산업기술기준 및 참고문헌의 개정상

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검토자는 운전단계에서 안전에 중요한 활동에 대한 신청자의 검토계획을 검토하

여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발전소자체 검토

1) 검토범위에는 RG 1.33에서 추천한 ANSI/ANS-3.2의 4.4절의 내용이 포함되

며, Generic Letter(이하 “GL”) 83-28에 기술된 불시정지 후 검토도 포함되

어야 한다.

2) 검토대상 주제를 공동으로 검토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3) 검토를 수행하는 발전소요원에 대한 자격수준은 적어도 RG 1.8에서 인용한 

ANSI/ANS-3.1과 ANSI/ANS-3.2의 4.4절에 언급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4) 검토활동은 서류화되고 그 결과는 경영층의 적절한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나. 독립적인 검토

독립적인 검토에 관한 규정은 ANSI/ANS-3.2 및 RG 1.33의 규제입장에 기술

된 사항을 만족시켜야 하며 또한 이러한 검토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

격요건은 ANSI/ANS-3.1의 4.7절과 RG 1.8의 규제입장에 기술된 사항을 만족

시켜야 한다.

다. 독립적인 안전성검토 그룹

독립적인 안전성검토 그룹은 NUREG-0660의 I.B.1.C.2.a 및 NUREG-0737의 

I.B.1.2 의 지침에 따라 발전소 운전상황을 독립적으로 검토한다.

1) 이 그룹의 기능은 상술한 가. 나.항과는 독립된다.

2) 이 그룹에는 최소한 5명의 전임근무기술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들은 발전

소내에서 근무하지만, 보고는 전력생산 경영층에 있지 않은 소외의 고위 

기술직위를 갖는 사람에게 한다.

다수의 부지를 갖는 전력회사의 경우, 모든 발전소의 중앙위치에서 독립적

인 안전성평가기능을 수행해도 된다. 이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소내 안전

성검토 그룹은 요구되며 그 그룹이 전적으로 독립적인 안전성평가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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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면 약간 적은 수로 그룹을 구성해도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

에 따라 검토된다.

3) 이 그룹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

o 발전소 운전 특성

o 규제기관 발행물

o 인허가 정보관련 권고사항

o 기타 발전소 안전성 향상 관련 분야에 대한 발전소설계 및 운전경험 정보.

이 그룹은 이러한 활동이 제대로 수행되고, 인적실수가 실제적으로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되는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발전소 운전 및 보수

활동을 감시하는 기능도 갖는다.

4) 이 그룹은 보수, 변경작업, 운전상의 문제점 및 운전상황분석을 포함한 발

전소 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 및 감사를 해야 하며, 발전소활동에 대한 

체계적 규정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5) 이 기능을 수행할 요원의 자격부여요건은 최소한 ANSI/ANS-3.1의 4.5장에 

기술된 사항 즉, 공학사 및 1-2년의 원자력분야 경력을 포함하여 이 분야

에서 2-4년 경력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6) 이 그룹은 전반적인 운전품질 및 안전성에 대해 발전소경영층에 조언하기  

위한 활동요약보고서를 월 1회이상 주기적으로 경영층에 제공해야 한다.

2. 검토자는 품질보증프로그램의 일관성과 일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보증분야

의 검토자와 협조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또한 운영기술지침서에 운전단계의 활동

사항이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 안전심사지침은 발전소 설계, 건설 및 인허가 최종단계인 운영허가에서 검토되

어야 하며, 건설허가단계에서는 검토되지는 않는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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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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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발전소운전활동 검토프로그램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운영허가”, 원자력

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운영허가의 신청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3 ”운

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

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과 RG 1.33 및 산업기술기준

(ANSI/ANS-3.2)에 기술된 지침과 부합된다. 신청자는 운전상의 활동에 대한 검토프로

그램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는 발전소기술진 조직에 의한 검토, 운전조직

과 독립된 안전관련 활동의 검토 및 소내 독립적인 그룹에 의한 발전소활동의 독립적

인 검토 및 평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검토를 수행하는 절차, 조직규정,

검토수행요원에 대한 자격요건, 검토대상 항목에 대하여 검토되었다.

검토를 수행하는 발전소 요원의 자격부여는 RG 1.8의 지침을 만족시키고 있다. 독

립적인 검토를 위한 조항은 RG 1.33의 지침, 적용 가능한 산업기술기준 

ANSI/ANS-3.2 4.3절 및 ANSI/ANS-3.1의 4.7절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또한, 신

청자의 독립적인 안전성검토그룹은 NUREG-0737의 항목 I.B.1.2의 지침을 만족시키고 

있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운영허가”

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운영허가의 신청 등”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

한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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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3.5.1.1절 행정절차서 - 일반사항

검토주관 :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자는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발전소 행정절차서를 검토한다. 안전

성분석보고서의 해당 장에는 시설의 운전에서 안전성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관리방안

을 제공하는 절차가 기술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세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상세 절

차서가 포함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상세 절차서와 관련된 훈련 교재는 건설허가 

신청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통합허가 신청자의 책임으로써 건설검사 프로그램을 통

하여 확인될 것이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운전절차서 작성완료 목표일자가 포함되어

야 한다. 목표일자는 연료장전 전, 발전소 요원에게는 친숙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검토자에게는 절차서를 검토하고 운영허가를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절차서의 특성과 내용이 아래와 같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상세 검토범

위는 아래와 같다.

검토할 행정절차는 절차서에 대한 행정관리방안을 제공하는 절차서(범주-가)와 발전

소 요원의 운전업무를 관리하는 절차서(범주-나)이다. 아래에 기술된 (가)와 (나)는 검

토에 포함되어야 할 절차서 유형이다.

(가) 범주-가: 관리방안

1. 절차서의 검토 및 승인 절차서

2. 장비관리 절차서

3. 정비 및 개조 관리

4. 화재방호 절차서

5. 크래인 운전 절차서

6. 절차서의 임시변경



제13.5.1.1절 개정 5 - 2015. 12- 2 -

7. 임시 절차서

8. 과도상태 또는 자동취소특성에 대한 특별 지시서

(나) 범주-나: 특정절차서

1. 교대근무감독자, 주제어실에서 근무하는 원자로조종감독자, 주제어실 운전원 

및 교대근무 안전담당의 책임과 권한을 포함하는 교대근무요원 복무규정

2. 교대근무자의 임무 및 감시영역 할당

3. 근무 교대 및 인수인계

4. 종사자의 자격관리

5. 주제어실 출입통제

6. 근무시간의 제한

7. 설계 및 건설의 반영과, 적용가능한 주요 산업 및 운전 경험의 반영

8. 교대근무감독자의 행정임무 절차서

9. 운전업무의 수행정확도 확인 절차서

검토연계분야

안전심사지침 다른 절과 이 절과의 연계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는 검토주관부서로서 시험절차서 또는 운영절차서를 체계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토지

원부서와 협의한다.

특정 허용기준과 검토절차는 참조된 심사지침서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아래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근거한다.

허용기준의 근간은 신청자가 허가업무를 보증할 만큼 기술적으로 인정되었음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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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도록 해 주는 행정절차 프로그램이 10 CFR 50.40(a) 및 (b)의 관련요건을 만족하

는지와 신청자가 허가받은 운영자의 허가업무를 지휘하는 책임을 갖도록 지정한 요원

들이 10 CFR 50.54(l)의 관련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이다.

행정절차서 - 일반

안전심사지침에 대한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 Regulatory Guide(이하 “RG")가 

참조 되었을 때에는 검토당시의 현행본이 사용되어야 한다)

1. 10 CFR 26

2. 10 CFR 50.34(f)(3)(i)

3. 10 CFR 50.40(a) and (b)

4. 10 CFR 50.54(l)

5. RG 1.33,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Operation)."

6. RG 1.114, “"Guidance to Operators at the Controls and to Senior Operators in

the Control Room of a Nuclear Power Unit.”"

7. NUREG-0694, "TMI-Related Requirements for New Operating Licenses."

8. NUREG-0711, “"Human Factors Engineering Program Review Model."

9.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10. ANSI/ANS 3.2-1982, "Administrative Controls and Quality Assurance for the

Operational Phase of Nuclear Power Plants."

11. 행정절차서는 RG 1.33절에 기술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12. 면허소지 운전원의 인가된 활동을 지시하는 책임자를 임명하기 위한 행정절차서는 

10 CFR 50.54(l)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주제어실의 원자로조종감독자와 원자

로조종사의 책임을 정의하고 임무를 부여하는 과정은 NUREG-0694의 조치항목 

I.A.1.2와 I.C.3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13. 근무교대 및 인수인계절차서는 NUREG-0694의 조치항목 I.C.2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14. 주제어실 책임자와 운전원이 ‘감시영역’으로 주제어실의 특정 영역을 부여받아 주

제어실에 상주하도록 하는 행정관리는 RG 1.114에 따라 한다.

15. 근무시간의 제한은 1982년 6월 1일 발표된 NRC의 정책성명과 Generic Letter(이하 

“GL") 82-02, 82-12 및 83-14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 문건은 과중한 초과근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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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운전원 수를 유지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16. 종사자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은 RG 1.114절에 따른다.

17. 주제어실 출입은 NUREG-0694의 조치항목 I.C.4에 기술된 지침에 따라야 한다.

18. 운전, 설계, 건설상의 정보를 반영하는 행정절차는 10 CFR 50.34(f)(3)(i)에 부합되

어야 하며, NUREG-0737의 조치항목 I.C.5에 기술된 지침을 따라야 한다.

19. 크레인 운전에 관한 행정관리는 핵연료저장조 위에서 크레인을 운전하는 크레인   

운전원이 자격을 갖추고 있고, ANSI B30.2-1976 (Chapter 2-3) "Overhead and

Gantry Cranes"의 지침에 따라 운전하도록 하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0. GL 90-03에 기술된 바와 같이 안전성관련 기기에 대한 제작자의 정보가 발전소 문

서화에 통합관리 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규제요건에 기

술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

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

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

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는 상기 “II. 허용기준”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의해 제출된 정보와의 상세한 비

교로 수행된다. 검토자가, 신청자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한 내용에 근거하여, 이러

한 각 기준이 만족되었다고 판단할 때 검토를 완료한다.

이러한 상세 비교형태의 검토는 “II. 허용기준”에 규정된 각 항목에 적용된다. 이 

밖의 항목(주로 운전관리방안을 제공하는 항목)에 대해서, 검토자는 신청자에 의해 적

절한 관리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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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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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행정절차서가 10 CFR 50.40(a) 및 (b), 10 CFR 50.54(I)의 요건을 만

족시킬 수 있다는 결론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근거한다.

신청자가 안전에 중요한 활동에 대한 행정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절

차를 제시하였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발전소 운전절차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 절차

- 교대근무자의 책임과 권한

- 근무교대 및 인수인계 절차서

- 종사자 자격관리 절차서

- 주제어실 출입통제 절차서

- 근무시간 제한에 대한 절차서

- 발전소 운전경험의 반영에 대한 절차서

검토자는 규정들을 검토하였으며, RG 1.33에 기술된 심사지침과 TMI 조치항목 

I.A.1.2, I.A.1.3, I.C.2, I.C.3, I.C.4, I.C.5 및 I.C.6의 해당 부분이 만족됨을 확인

하였다. 신청자는 ANSI B30.2 및 ANS 3.1의 4.4.6절의 지침을 만족시켰다.

또한 행정절차서 프로그램의 이행으로 10 CFR 50.40(b) 요건이 만족될 경우 

신청자는 원전 운영측면에서 기술적인 자격이 있다.

V. 참고문헌

1. 10 CFR 26 "Fitness For Duty Programs."

2. 10 CFR 50.34 "Contents of applications; technical information."

3. 10 CFR 50.40 "Common Standards."

4. 10 CFR 50.54 "Conditions of Licenses."

5. NRC 정책성명 “Nuclear Plant Staff Working Hours”(46 FR 2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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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egulatory Guide 1.8 "Qualifica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for Nuclear

Power Plants"

7. Regulatory Guide 1.33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Operation)."

8. Regulatory Guide 1.114 "Guidance to Operators at the Controls and to Senior

Operators in the Control Room of a Nuclear Power Unit."

9. Generic Letter 82-02 "Nuclear Power Plant Staff Working Hours."

10. Generic Letter 82-12 "Nuclear Power Plant Staff Working Hours."

11. Generic Letter 83-014 "Definition of 'Key Maintenance Personnel' (Clarification of

Generic Letter 82-12)."

12. Generic Letter 90-03 "Relaxation of Staff Position in Generic Letter 83-28, Item 2.2

Part 2 "Vendor Interface for Safety-Related Components" (Generic Letter 90-03)."

13. NUREG-0694 "TMI-Related Requirements for New Operating Licenses."

14.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Requirements."

15. ANS 3.1-1981 "Selection, Qualifica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for Nuclear Power

Plants"

16. ANS 3.2-1976 "Administrative Controls and Quality Assurance for the Oper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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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3.5.1.2절 행정절차서 - 초기시험 프로그램

검토주관 :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자는 원전 초기시험 프로그램과 관련된 관리방안을 수립한 행정절차를 검토한

다. 이 행정절차에는 시험절차서 개발 체계, 시험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행정적 관리

방안 및 시험결과를 검토․평가 및 승인하는 관리방안이 포함된다. 다음은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1. 시험 프로그램 절차서

신청자가 개별 시험절차서를 개발․검토 및 승인하는데 사용할 체계를 검토한다.

업무 수행 단위조직의 책임사항, 각 단위조직의 지정된 기능 및 이러한 업무를 

관리함에 있어 따라야 할 일반적인 단계를 검토한다. 상세한 시험절차서의 개발

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설계수행 정보의 종류와 출처를 검토한다.

2. 시험 프로그램의 수행

시험프로그램의 중요한 각 단계의 수행상태를 관리하는데 사용될 행정 관리방안

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검토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개별 시험의 전제조건이 만족되었음을 보증하는 방안

나. 원전 개조 또는 보수가 시험 프로그램 분석 결과에 근거하였음을 보증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

다. 보수 혹은 개조 후에 필요한 재시험이 수행됨을 보증하는데 시용할 절차

라. 승인된 시험절차서를 준수하도록 하는 요건을 유효하게 하는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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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결과의 검토, 평가 및 승인

시험 프로그램의 각 단계에서 시험결과의 검토, 평가 및 승인을 통제하는 절차

를 검토한다. 여기에는 시험에 불합격되었거나, 불합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

정 관리방안이 수립되었을 때 설계조직 등의 책임 조직에게 통지됨을 보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된다. 각 주요단계에 대한 시험데이타의 승인 방법 

및 일정, 그리고 다중시험(예, 고온기능시험)에서 시험단계를 진행하기 전에 각 

부분시험에 대한 최초 검토에 적용될 방안과 관련된 신청자의 관리방안을 검토

한다.

검토연계분야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는 시험 및 운영절차서를 통제하는 절차적 관리방안에 대한 

어떤 특정 기준이 만족됨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간공학분야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의 근간은 신청자가 허가업무를 보증할 만큼 기술적으로 인정되었음을 결

정하도록 해 주는 행정절차 프로그램이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제1항의 관련요건을 만

족하는지 여부이다.

1. 시험절차서

개별 시험절차서의 개발, 검토 및 승인에 사용될 신청자의 행정적이고 조직적인 

체계는 절차서 승인 전에 적절한 수준의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시험수행자는 ANSI/ANS-3.1에 기술된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상세 시험절차서를 개발할 때 사용되는 시험목적과 허용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계통설계자를 활용해야 한다. 참여하는 계통설계자에는 주기기공급자, A/E 및 

기타 주요 계약자, 하수급자, 공급자 등을 적절히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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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프로그램 수행

가. 시험프로그램은 적절히 자격이 부여된 요원에 의해 신청자의 조직 내의 지

정된 관리직위자가 승인한 상세 절차서를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나. 시험 선행조건이 만족됨을 보증하기 위한 신청자의 관리방안에는 검사, 점검 

등의 요건이 포함되어야 하며, 데이터 서식이나 점검표를 완성하는 시험자와 

시험완료일자 기재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원전 시험의 결과로 식별된 원전 개조 또는 보수에 제공되는 관리방안은 다

음 사항이 만족되면 허용가능하다.

(1) 관리방안에 의해 요구된 보수․개조작업이 완료됨이 보증된다.

(2) 보수 또는 개조 작업 후 재시험이 수행됨이 보증된다.

(3) 제안된 설비 개조가 원 설계조직 혹은 다른 지정된 설계조직에 의해 검

토됨이 보증된다.

이러한 관리방안과 관련된 신청자의 문서화 요건에는 관리가 적절하였는지

를 보증하기 위한 감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시험절차서의 준수 및 시험절차서 변경방법을 기술한 관리방안은 검토자의 

판정에 의해 허용여부가 결정된다. 시운전 시험절차서의 변경은 핵연료장전

후 시험을 위한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3. 시험결과의 검토․평가 및 승인

가. 시험결과의 검토․평가 및 승인에 대한 관리방안은 자격을 갖춘 요원에 의해 

시험결과가 기술적으로 평가되고, 신청자 조직 내의 지정된 관리직위자에 의

해 시험결과가 승인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나. 시험에 실패하도록 하거나 실패원인을 제공한 설계 문제점은 설계조직에 통

보되어야 하며, 이 문제의 해결에 설계조직이 참여해야 한다.

다. 신청자는 각 주요 시험단계의 시험데이터가 다음 시험단계 착수 전에 검토,

승인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요건화해야 한다.

라. 신청자는 출력증발시험 단계에서 각 주요 출력시험 단계 또는 출력/유량 시

험조건에서의 시험데이터는 다음의 시험단계로 진행하기 전에 검토․승인되어

야 한다는 조항을 요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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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규제요건에 기

술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

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

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

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는 상기 “II. 허용기준”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의해 제출된 정보와의 상세한 비

교로 수행된다. 검토자가, 신청자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한 내용에 근거하여, 이

러한 각 기준이 만족되었다고 판단할 때 검토를 완료한다.

이러한 상세 비교형태의 검토는 “II. 허용기준”에 규정된 각 항목에 적용된다. 이 

밖의 항목(주로 운전관리방안을 제공하는 항목)에 대해서, 검토자는 신청자에 의해 적

절한 관리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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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행정절차서가 동의 가능하며, 원자력안전법 제11조 제1항 및 제21조 제1

항의 요건을 만족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 사항에 근거한다.

신청자가 안전에 중요한 활동에 대한 행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과 절차를 제시하

였으며, 여기에는 초기 발전소 시험 프로그램의 작성, 검토, 승인 및 행정적인 관리방

안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청자는 ANSI/ANS-3.1의 지침을 만족시켰다.

또한 행정절차서 프로그램의 이행으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54조 내지 제58조 및 제63조의 규정이 만족될 경우, 신청자는 원전을 운영하는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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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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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3.5.2.1절 운전 및 비상운전절차서 

검토주관 : 운전절차서 각 분야 담당부서, 비상운전절차서분야 담당부서

검토협조 : 안전평가, 계통평가, 계측전기평가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주관부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운전절차서의 개발 

및 이행계획을 검토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본 절에는 정상운전, 비정상 및 비상시 

운전조작이 안전한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운전조직이 사용할 운전절차서에 대해 서술

되어야 한다. 상세한 절차서의 내용과 관련 교육 자료는 인허가문서에 포함될 필요는 

없으며 신청자의 책임 하에 이행되어야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절차서를 작성하는 

초기계획을 포함하여 아래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와 같은 절차서의 내용 및 개발과

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여야 하며 세부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절차서 분류. 안전성분석보고서나 기타 제출서류에는 발전소 운전시 주제어실이나 

현장에서 운전원이 사용할 절차서의 종류가 기술되어야 한다. 운전조직내에서 절

차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가진 부서가 정해지고, 개별 절차서의 일반적인 양식과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각 신청자의 절차서는 Regulatory Guide(이라 “RG") 1.33

의 목록과 동일한 분류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RG 1.33에서 제시한 기능은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신청자는 비정상절차서로 분류하는 것을 다른 

신청자는 비정상조건절차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절차서 분류의 예는 아래와 같다.

가. 계통절차서 : 안전에 중요한 계통 운전에 대한 준비, 충수, 배기, 배수, 기동,

정지, 운전모드 변경, 시험 후 운전으로의 복구(시험절차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및 기타 운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제시하는 절차서

나. 종합운전절차서 : 기동, 출력감발, 정지, 출력운전 및 부하변동, 추이감시, 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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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취급 등과 같이 발전소의 종합적인 운전을 지시하는 절차서

다. 비정상운전절차서 : 운전변수가 정상치를 벗어날 때 정상으로 복구시키거나 과도상

태 후 정상상태로 복구시키기 위한 운전원의 대응조치를 제시하는 절차서. 동 절차

서의 적용은 운전원의 관찰 및 경보상태에 따라 수행되며, 만약 복구조치가 취해지

지 못하면 비상운전절차서에 따른 조치가 요구되는 조건으로 악화될 수 있다.

라. 비상운전절차서 : 운전변수가 원자로보호계통 혹은 공학적안전설비의 동작 설

정치를 초과하는 과도상태 및 사고에 대하여 이를 완화하기 위해 운전원의 조

치를 제시하는 절차서

마. 경보절차서 : 발전소의 경보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운전원의 조치를 제시하는 

절차서

　
2. 운전절차서 개발 프로그램. 안전성분석보고서 혹은 기타 제출서류에는 위에서 언

급한 가. 에서 마.와 같은 운전절차서를 개발하기 위한 신청자의 계획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운전절차서 각 분야 검토부서는 운전절차서의 개발과 이행을 위한 

계획을 검토한다.

3. 비상운전절차서 개발 프로그램. 안전성분석보고서 또는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

서(PGP: Procedure Generation Package)등 기타제출서류에는 비상운전절차서 개발 

프로그램과 비상운전절차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항목 등이 기술되어야 한

다. 비상운전절차서분야 검토부서는 비상운전절차서의 개발과 이행계획을 검토한

다.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PGP: Procedure Generation Package)는 비상운전절

차서를 교육시키는 시점부터 최소 3개월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비상운전절차서 개

발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 : 해당 발전소의 설계 및 운전 개념에 상응하는 고유한 

사고 및 과도상태의 분석에 근거한 기술배경서로 일반기술배경서를 참고하는 

경우 일반기술배경서에서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참고할 수 있

다는 기술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일반기술배경서를 참고하지 않은 발전소에 대해서는, TMI 조치계획 항목 I.C.1

(NUREG-0737 및 Supplement 1)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특정사건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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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하지 않고도 사고 및 과도상태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단계들을  제시하여

야 하며,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석 자료도 제시되어야 한다.

일반기술배경서를 참고하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제출서류에 다음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일반기술배경서로부터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된 

과정에 대한 설명  

2) 일반기술배경서에서 제시한 참조발전소보다 추가된 설비를 포함하고 있다

면, 일반기술배경서와의 차이점 및 중요한 차이점에 대한 모든 기술적인 

평가 및 분석자료

3) 운전원에게 제시되는 정보 및 제어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과정에 대

한 설명

상기 2)항에서 언급한 중요한 차이점(이하 중요 안전성 차이점이라 함)의 예는 

이 지침서 부록 13.5.2.1-1의 III. 3. 나.절에 제시되어 있다.

나. 발전소 고유작성자지침서 :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에 근거하여 비상운전절차서

를 작성할 때 신청자가 사용할 고유 작성방법을 기술한 지침서

다. 비상운전절차서의 확인/검증 프로그램

라. 비상운전절차서에 관한 운전원 훈련 프로그램

마. 비상운전절차서 유지, 관리를 위한 이행계획서

검토연계분야

위에서 언급한 PGP 중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설정치배경서, 고유항목기술배경서,

최적복구지침서, 기능회복지침서)는 업무분장된 관련 부서(안전평가, 계통평가, 계측전

기평가)에서 해당부분을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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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요건

운전 및 비상운전절차서 검토에 대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에 제시된 

기준에 근거한다. 만족여부는 아래에 제시한 10 CFR 50.34의 관련요건에 따른다.

1. 운전절차서의 완비 : 운전절차서 완비에 대한 일반적인 허용가능한 목표일자는 핵

연료 장전 6개월 전으로서 이는 발전소 요원이 숙지하고 규제기관이 운전원 면허

시험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는 

운영허가 신청서류의 하나로 규제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2. 주제어실 및 현장 운전 절차서 : 주제어실 및 현장에서 면허를 소지한 운전원이 

사용하는 운전절차서에 대한 적용 규정은 아래와 같다.

가. 10 CFR 50.34(a)(6) 및 (10), 50.34(b) 6 (iv) 및 (v)

나. 10 CFR 50, 부록 B, Criteria V 및 VI, 절차서 개발, 승인 및 관리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본 심사지침에서 제시하는 허용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

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

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

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NUREG-0711, Chapter 9, “Element 8 - Procedure Development”

2. NUREG-0737, TMI 조치계획 항목 I.C.1, Guidance for the Evaluation and

Development of Procedures for Transients and Accidents. (비상운전절차서만 해당)

3. NUREG-0737 Supplement 1, TMI 조치계획 I.C.1 및 I.C.9 (Requirements for

Emergency Response Capability) item 7, subsection 7.1 및 7.2 [Upgrade of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 (비상운전절차서만 적용)]

4. RG 1.33의 규제지침

5. ANSI/ANS 3.2 - 1982, 5.3절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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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심사지침 부록 13.5.2.1-1(비상운전절차서만 적용)

7. NUREG-1358 Supplement 1, Lessons Learned from the Special Inspection

Program for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 1992년 판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아래에 기술된 절차로부

터 자료를 선택한다. 이러한 검토절차는 기확인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 하

고 있다.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대안이 상기 II.절의 검

토요건을 어떠한 방법으로 만족시키고 있는지 신청자의 평가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하는 상기 I. 1.에서 기술한 모든 운전절차서에 적용가능하다.)

인정된 인간공학 원칙을 적용하고 운전절차서의 작성체계를 적용하였는가를 확인

하기 위해 신청자의 운전절차서 개발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NUREG-0711, Element 8

에는 인간공학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허용 가능한 운전절차서 개발 방법을 기술하

고 있다. 인간공학 프로그램은 안전심사지침 제18장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하는 비상운전절차서에만 적용 가능하다.)

검토자의 전문지식(특히 인간공학 분야)을 보완하고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 검

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록 13.5.2.1-1에서는 검토자가 평가시 고려할 사항을 

언급하였다. 그렇지만, 부록 13.5.2.1-1은 점검표는 아니며 부록 13.5.2.1-1의 각 항목 모

두가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에서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는 보통의 경우에 비상운전절차서에 대한 공식적인 운

전원 훈련 개시일 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만일 자료 제출 지연으로 인하여 검토가 불

가능하면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의 허용가능성에 대한 현장검사 중심의 검토를 

수행한다. 특히, 운전원 훈련을 연기해야할 만큼 비상운전절차서 프로그램상 중요한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의 다섯 개 분야에 대해 

감사를 수행한다. 만일 중요한 결함이 발견되면,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의 완전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를 인허가 PM에게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운전원 

훈련 개시 이전에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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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프로그램이 Generic Letter 82-33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신청자의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를 검토한다. 본 검토에서는 비상운전절차서 개발

계획서의 다섯 개 분야 즉,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 발전소고유 작성지침, 확인/검증 

프로그램, 운전원 훈련프로그램 및 이행계획서를 평가하는 것이다. 부록 13.5.2.1-1은 

이러한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부가적인 검토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사고 및 과도상태의 적절한 분석과 발전소에 적용가능한 운전원 조치를 위한 기술

배경서의 개발이 완료되었는지를 결정하고, 운전원에게 요구되는 정보 및 제어요건의 

확인 과정이 언급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를 검토한다.

NUREG-0711에서 제시한 인간공학 프로그램 검토 모델은(Human Factor Engineering

Review Model) 신청자의 절차서 개발 프로그램 검토에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신청자는 일반 기술배경서를 참조할 것이다.

신청자가 승인된 일반기술배경서를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의 기초자료로 사용한 

경우, 기술배경서의 주요 부분은 일반적으로 검토되었다고 본다. 일반기술배경서를 참

조한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를 검토할 때에는 일반기술배경서와의 중대 안전성 차이

점이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일반기술배경서로부터 발전소 고유절차서로 전

환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도출된 발전소 고유의 차이점에 대한 기술적인 적

절성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비상운전절차서의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발전소 고유의 정보 및 제어요건의 개발 과정이 평가되어야 한다.

일반기술배경서와 비교해서 도출된 중대 안전성 차이점은 심층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대 안전성 차이점의 예가 부록 13.5.2.1-1의 III. 3. 나.절에 제시되어 있다. 중

대 안전성 차이점을 완벽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타기술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단지 중대 안전성 차이점만 검토된다. 하지만, 검토자는 신청자의 프로그

램이 감사가 가능하도록 이러한 과정을 관리하는지를 결정한다.

일반기술배경서를 참고하지 않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NUREG-0660, 10 CFR

50.34(f) (2)(ii) 및 NUREG-0737 항목 I.C.1 및 I.C.9의 지침에 따라 사고 및 과도상태 

분석자료가 제출물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이를 수행하려면 (1) 핵증기공급계

통 및 주증기계통의 성능을 잘 알고 있고 (2) 분석된 사고 및 과도상태의 결과를 평가

하고 (3) 사용한 모델, 계산방법 및 발전소 자료를 평가하고 (4) 선정된 사고 및 과도

상태의 검증계산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술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하며 (5) 사고 및 

과도상태 분석을 바탕으로 지침서를 개발하는 과정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6) 복합사고

를 포함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지침서를 시험하고 (7) 지침서의 지시내용을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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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운전원에게 필요한 정보 및 제어수단을 평가해야 한다. NUREG-0711은 인간-기

계 연계 요건 충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추가정보가 필요한 경우, 안전심사지

침 18장을 참조)

발전소고유 작성자지침서의 검토는 비상운전절차서 사용자를(예를 들어, 주제어실

의 운전원, 발전팀장, 보조운전원 등) 위해 비상운전절차서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일관

성 있고, 이해될 수 있으며, 수행하기 쉽도록 기술적인 정보를 비상운전절차서에 기술

하는 방법의 적합성을 보는 것이다. 검토는 NUREG-0899에 언급된 전반적인 작성자지

침서의 목적과 NUREG-0711의 9장, Element 8 - Procedure Development의 목적 및 

NUREG-1358 Supplement 1의 부록 A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신청자의 방법을 평

가하는 것이다. NUREG-1358의 부록 A에 검토자의 평가에 도움이 되는 지침이 제시

되어 있다. 이 지침은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발전소고유 작성자지침

서의 종합적인 평가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인간공학 분야의 평가에 있어 엄격한 기

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자는 발전소고유 작성자지침서에 기술된 신청자의 방

법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확인/검증 및 운전원 훈련프로그램은 NUREG-0899와 NUREG-0711의 목적과 동 

프로그램을 비교하면서 검토해야 한다.

이행프로그램의 검토는 개발된 비상운전절차서에 대한 사용원칙의 제시 및 발전소

의 설계변경 또는 운전경험의 반영으로 비상운전절차서를 포함한 운전절차서의 개선

사항이 발생된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 비상운전절차서를 비롯한 운전절차서의 

유지, 관리를 위한 신청자의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만약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의 검토에 있어 아래 IV절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

론을 내리기에는 부족하게 자료가 제시되었으면, 검토자는 적어도 하나의 비상운전절

차서를 입수하여 검토해야 한다. 비상운전절차서는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의 결과

로서 동 계획의 승인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이며, 결과물인 비상운전절차

서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

자의 비상운전절차서 개발 및 이행프로그램이 어떻게 개선되어야하는가 보여주는 추

가정보이다.

II절의 각 기준이 신청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약속을 토대로 만족하는 것

으로 검토자가 판단하면, 13.5.2.1절의 검토는 완료된다.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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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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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언급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운전절차서에 대한 신청자의 프로그램이 10 CFR 50.34,

RG 1.33 및 ANSI/ANS 3.2-1982 5.3절에 일치하면 허용 가능하다. 운전절차서의 개발

을 위한 신청자의 프로그램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만족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1. 기술배경서 분야 

가. 운전절차서는 발전소 설계기준, 계통관점의 기술요건 뿐만 아니라 사양, 직무

분석결과, 인간신뢰도분석 및 확률론적안전성평가 결과에서 도출된 주요 운전

원 조치를 근거로 작성된 허용 가능한 기술배경서에 근거하고 있다.

나. 위 사항에 추가하여, 비상운전절차서는 사고 및 과도상태 분석결과에 따른 승

인된 기술배경서에 근거하고 있다.

다. 운전원 직무분석을 위한 방법 이행은 기술배경서에 제시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계측제어로 확인 할 수 있다.

2. 작성자지침서 분야 

가. 작성자지침서에는 기술배경서를 사용하여 개발된, 비상운전절차서를 포함한   

운전절차서가 완전하고,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이해되고 수행하기에     

쉽게 작성된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나. 작성자지침서에 기술된 방법은 비상운전절차서를 포함한 운전절차서의 개선을 

지원하고 이러한 절차서간 또는 절차서 내에서 계속적으로 일관성을 갖게 됨

을 입증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술된 확인/검증 프로그램의 이행에서 비상운전절차서를 포함한 운전절차서가   

적용 가능한 작성자지침서에 따르고 주제어실/발전소 설비에 일치하여 기술적으

로 정확하고 사용가능하며, 운전원의 최소인원, 자격, 훈련정도 및 경험에 적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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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다.

4. 기술된 훈련프로그램의 이행은 비상운전절차서를 포함한 운전절차서에 접근하는  

내재된 철학을 운전원이 이해하고 비상운전절차서의 완화전략과 운전절차서의 기

술적인 근거를 이해하며, 비상운전절차서를 포함한 운전절차서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지식을 갖고, 운전조건에서 비상운전절차서를 포함한 운전절차서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완료된다.

5. 기술된 이행프로그램은 비상운전절차서를 포함한 운전절차서가 적절히 유지, 관리

되며, 설계변경 및 운전경험으로 도출된 비상운전절차서 개선사항이 적절히 반영

된다는 것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어야 하며 절차서에 대한 사용원칙이 제시되어 

운전원이 사용하는데 혼선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절의 평가결과는 아래사항을 또한 포함해야 한다.

1. 신청자가 작성되고 승인받은 절차서에 따라 발전소를 운전한다는 공식화된 이행약속

2. 포함되어야 할 절차서의 분류에 관한 대략적인 서술

3. NUREG-0737, Supplement 1의 7항, "Upgrade of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검토에 대한 서술

V. 참고문헌

1. 10 CFR 50.34, "Contents of Applications; Technical Information."

2. NUREG-0660, NRC Action Plan Developed as a Result of the TMI-2 Accident,

1980.

3. NUREG-0711, Human Factors Engineering Program Review Model, 1994.

4.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1980.

5. NUREG-0737, Supplement 1, Requirements for Emergency Response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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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Generic Letter 82-33, 1982.12).

6. NUREG-0899, Guidelines for Preparation of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

1982.

7. Generic Letter 83-05, 83-22, 83-23 및 83-31, GE, CE, W 및 B&W 발전소의 일반

기술지침서에 대한 안전성평가보고서.

8. Regulatory Guide 1.33,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Operation)."

9. ANSI/ANS 3.2, "Standard for Administrative Controls for Nuclear Power

Plants.", 1982.

10. NUREG-1358, Lesson Learned from the Special Inspection Program for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 1989.

11. NUREG-1358, Supplement1, Lesson Learned from the Special Inspection

Program for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 1992.

12. 10 CFR 50 Appendix B, "Quality Assurance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and Fuel Reprocessing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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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3.5.2.2절 정비 및 기타 운전절차서

검토주관 :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주관부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안전심사지침 13.5.2.1절의 I.1.에 정의

되지 않은 정비 및 기타 운전절차서의 개발 및 이행에 관한 신청자의 계획을 검토한

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이 절에는 정상정비․시험 및 교정업무와 화학․방사화학 및 방

사성물질 관리가 안전한 방법으로 시행됨을 보증하기 위해 운전조직이 사용할 정비 

및 기타 운전절차가 기술되어야 한다. 상세한 절차서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될 필

요는 없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절차서 작성 예비일정을 포함하여 아래에 구체적으

로 언급된 절차서의 내용 및 개발과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정비 및 기타 운전절차서가 어떻게 분류되고, 운전조직내의 

어느 부서가 각 등급별 절차서에 기술된 임무를 수행하며, 각 등급의 일반 목표와 특

성을 유지할 책임을 가지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일반 목표와 특성이 안전성분석보고

서 또는 신청 서류의 다른 부분에 기술되어 있으면, 이를 인용해야 한다.

허용가능한 절차서 등급분류 체계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33에 포함되어 있다.

검토연계분야

운전 및 정비절차서는 정비 유효성을 감시하기 위한 프로그램 요소를 최대한 포함

하여야 하며, 검토자는 이 심사지침서 17.2절에 따른 검토를 통하여 그 내용이 10 CFR

50.65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것이다.

검토주관부서는 운전 및 정비 절차서의 검토에 참여하는 다른 부서의 평가결과를 통

합한다. 안전에 중요한 이견사항의 검토를 완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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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부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필요시 관련부서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

토 후 안전성평가보고서 해당 부분을 검토주관부서에 제공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13.5.2.2절은 신청자가 기술적 자격을 갖추었는지의 증거를 제공

하며, 추후 규제검사프로그램의 주요 부분에 대한 근거가 된다. 허용여부는 아래에 제

시된 10 CFR 50.34의 해당 요건 만족여부에 의한다. 이 항에 제시된 규정 및 지침은 

신청자가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정비 및 기타 운전절차서의 완비: 정비 및 기타 운전절차서 완비에 대하여 일반적

으로 허용 가능한 목표일자는 핵연료 장전 6개월 전이며, 이는 발전소 운전원이 숙

지하기에 적당한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정비 및 기타 운전절차서 : 본 절에 적합한 규정 및 지침서는 아래와 같다.

가. 10 CFR 50.34(a)(6), 10 CFR 50.34 (b)(6)(iv)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72조 및 제78조

나. 10 CFR 50.34(f)(2)(ii)의 요건 및 지침, 10 CFR 50.34(f)(3)(i), 발전소 절차서의 

개발 확인/검증, 이행 및 개정유지에 관한 TMI 후속조치사항 I.C.1 및 I.C.5

다. RG 1.33의 규제지침

라. ANSI/ANS 3.2 - 1982 5.3절의 지침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규제요건에 기

술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

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

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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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범위는 신청자의 절차서 개발일정과 적용 규제지침과 

산업기술기준을 따른다는 약속의 확인이며, 검토내용은 제출된 정보와 상기 합격기준

을 상세히 비교하는 것이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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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운전 및 정비절차서에 대한 신청자의 계획은 10

CFR 50.34, RG 1.33 및 ANSI/ANS 3.2-1982 5.3절에 따르며, 허용가능하다.

또한 본 절의 평가결과는 아래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자가 서면의 승인된 절차서에 따라 발전소를 운전할 것을 약속하는 진술서

2. 포함되어야 할 절차서의 분류에 관한 대략적인 서술

V. 참고문헌

1. 10 CFR 50.34, "Contents of Applications; Technical Information."

2. Regulatory Guide 1.33,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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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4. ANSI/ANS-3.2, "Standard for Administrative Controls for Nuclear Power

Plants.", 1982

5. NUREG-0800, Section 13.5.2.2, Maintenance and Other Operating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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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13.5.2.1-1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 평가를 위한 검토절차

검토주관 : 운전절차서 각 분야 담당부서, 비상운전절차서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1982년 8월, NUREG-0899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of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가 발간되었다. 이 지침은 운전원이 광범위한 사고와 다중기기

의 고장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행할 운전조치를 제시하는 비상운전절차서의 준비

와 이행에 대해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지침에는 신청자나 운

영자가 비상운전절차서를 어떻게 개발하고, 이행하며, 유지시키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

시하고 있다. 또한 관련 사항들이 신규 및 개정 절차서에 반영되어졌는지 여부와 개

발, 이행 및 유지를 위한 적절한 과정이 사용되었는가를 검토자가 확인하기 위한 상세 

검토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검토자에게는 기존의 비상운전절차서와 일관성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비상운전절차서를 한번 검토하는 것보다, 절차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한 과정

과 기술적 근거가 정확하며 적절하게 문서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보다 중요

하다. 이러한 면에서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검토 및 개정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NUREG-0899 및 안전심사지침 13.5.2.1에서는 검토를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비상운전절차서의 개발 및 이행과 관련된 다음의 5가지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1)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 (2) 발전소고유 작성자지침서, (3) 비상운전절차서

의 확인/검증 프로그램 (4) 비상운전절차서에 대한 운전원 훈련프로그램 (5) 비상운전

절차서 유지, 관리를 위한 이행계획서이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내용은 비상운전절차

서 개발계획서(PGP: Procedure Generation Package)로 제시된다. 각각의 발전소에 대

한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는 발전소의 비상운전절차서를 개발하고 추후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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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필요한 기술적 및 인적 요소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NUREG-0737, "Requirements for Emergency Response Capability (Generic Letter

(이하 “GL") 82-33)"에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의 제출요건이 기술되어 있다.

1994년, NUREG-0711, "Human Factors Engineering Program Review Model

(HFE PRM)"이 발간되었다. HFE PRM에는 (안전심사지침 18장 참조) 절차서 개발(9

장)을 포함하여 인간공학프로그램의 각 요소를 검토하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HFE

PRM은 비정상 및 비상절차서를 포함한 기술적인 절차서를 대상으로 하고, 신청자의 

절차서 관련 프로그램이 인간-기계 연계를 지원하고 지침을 제공하며 발전소와 관련된 

사건이나 활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절차서가 작성됨을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인적요소는 비상운전절차서 뿐만 아니라 안전심사지침 13.5.2.1절의 I.1에서 언급한 

발전소의 주제어실이나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운전절차서를 포함한 절차서의 개발

에 고려되어야 한다.

본 부록에 포함된 지침은 비상운전절차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비상운전절차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에 특히 중요하므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운전원을 돕기 

위한 모든 기술적인 절차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보다 광범위하게 고려

되어야 할 요소들은 NUREG-0711에 제시되어 있다. 이 부록의 8절에 있는 참고자료를 

포함하여 다른 기타 문헌들 또한 절차서 검토에 참고로 사용할 수 있다.

본 부록의 목적은 검토자가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를 검토할 때 지침을 제공

하는 것이다.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는 5개 분야의 특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아래의 검토지침은 일반적인 목적과 구체적인 고유 검토지침으로 나누어진다. 검토지

침은 일반적인 목적이 만족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검토자가 어떤 사항을 고

려하여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목적은 여러 방법으로 적절히 반영될 수 있

으며 각각의 검토지침에 대해 적절함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검

토자는 특정한 제출물의 적합성을 결정하는데 전문가적인 판단을 사용하는 것이 가끔 

필요하다. NUREG-0899, NUREG-1358의 Supplement 1과 같은 요건들이 일반적인 목

적이나 보조문서를 판단하는 지침으로 사용된다. NUREG-0899와 NUREG-1358,

Supplement1의 Appendix B에 제시된 방법론은 비상운전절차서를 준비하는 데 있어 

허용가능한 하나의 접근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서에서 나타나는 접근방

법 이외의 방법도 허용될 수 있으며, 이 때 검토자는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의 적

합성을 결정하는데 전문가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안전심사지침에서 기술된 데로,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는 검토자에 의해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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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된다. 검토자에게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본 부록의 III절에서 VII절까지 제

시된 검토지침이 사용된다. 모든 신청자는 검토자의 입장과 상반되는 접근방법에 대해

서는 신청자 접근방법에 대한 정당성을 보일 의무가 있다.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거나 

향후 일정이 명확할 때 검토자는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II. 검토자를 위한 일반지침

아래의 지침은 본 부록의 III절에서 VII절까지 주어진 기준을 사용할 때 검토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1. 검토자는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의 5가지 분야를 검토할 때, 각 분야들의 접

근방법과 상세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검토에 있어 각각 다른 수준의 객관성 

및 주관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2. 검토자는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의 각 절에 관계된 일반적인 목적을 숙지해

야 한다. 고유검토지침은 일반적인 목적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근거로 사

용할 수 있다.

3. 정보가 없어 목적이 만족되지 못하거나 특정 항목이 허용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는, 검토자는 누락된 정보를 확인하고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가 허용 가능하

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4.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에 포함된 몇몇 항목은 일반적인 목적이나 고유검토지

침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항목들이 비상운전절차서에 불

필요하거나 또는 발생 가능한 유해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기 위

해서 주의하여 평가해야 한다.

5. 배경에서 언급하였듯이 원래 대부분의 검토지침은 주관적이다. 검토자는 항목에 

대한 토의가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히 명확하고 완결성이 있으며 기술적으로 허

용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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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우에 따라 같은 주제나 항목을 말하더라도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의 사용

용어(즉, 이름, 제목 등)가 이 지침에서 사용된 것과 다를 수가 있다. 검토자는 밝

혀진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 결함이 언어구사에 근간을 두고 있지 않음을 명

심해야 한다.

7. 경우에 따라 특정내용이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에서 언급되어져야 할 분야에

는 언급되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 실제로 언급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주제

어실 계측과 제어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것을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에 언급하지 

않고, 확인/검증 프로그램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검토자는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목적과 고유검토지침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III.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

1. 일반사항

모든 신청자는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전소고유 기술배경

서는 (1) (소유자 그룹에 의해 준비된) 일반 기술배경서, 또는 (2) TMI 조치사항 

I.C.1 항목에 따른 과도상태나 사고에 대한 발전소 고유의 재해석 결과에 근거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는 발전소 계통과 그 기능이 일치

해야 하며, 필요한 정보 및 제어의 확인을 위한 운전자 직무분석에 근거해야 한

다.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 제출물의 하나로 일반 기술배경서와 발전소고유 기술배경

서 간의 "차이점"이 언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발전소 고유성이나 일반 기술배경

서에서 "발전소 고유" 사항으로 분류된 것에 의한 차이점이 포함된다. 차이점 중

에서 계통의 기능이나 운전방법과 같이 안전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차이점만 검

토한다. 본 부록의 III.3절에는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 기타 차이점들의 예가 제

시되어 있다. 신청자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승인한 일반 기술배경서를 참조

하면 일반 기술배경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완화전략에서의 안전에 중요

한 차이점은 서술되어야 한다. 일반 기술배경서를 사용한 신청자는 상세한 조치

단계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일반 기술배경서로부터 절차서의 조치단계를 개발

하는 과정을 서술해야 한다. 일반 기술배경서를 사용하지 않은 신청자는 발전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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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기술배경서의 부분으로서 과도상태나 사고를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단계와 

이를 입증하는 기술적인 해석과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는 

사고진단 없이도 완화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상기의 어느 경우

든 신청자는 어떻게 운전원에 필요한 정보와 제어의 필요성이 유도되고 계측 및 

제어요건을 규정하는데 사용되는지에 대한 서술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검토자는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의 적합성을 결정하는데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2. 일반적인 기술적 목적 

제출된 기술배경서에 대한 검토는 아래의 일반적인 목적이 적절하게 다루어졌는

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평가사항들의 목록은 III. 3 및 III. 4절에 나타

나 있다.

가. 비상운전절차서는 NUREG-0737 및 Supplement 1 의 I.C.1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NUREG-0660의 I.C.1과 I.C.9항에서 언급한 과도상태나 사고해석 결과에  

근거한 기술배경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 일반 기

술배경서(사용된 경우) 및 관련 근거문서는 우선적인 사건진단 필요 없이 과도 

또는 사건의 결말을 완화하고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도록 하

는 운전원조치를 기술한 비상운전절차서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정보를  

비상운전절차서 작성자에게 제공한다.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의 허용가능성 판단의 한 부분은 검토자에게 허용가능

한 방법으로 신청자가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를 검증하는 것이다.

(NUREG-0899, 2.6과 4.2를 참조)

나.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는 기술배경서에서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

한 주제어실 계측기와 제어수단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로서 사용되는 정보와 

제어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기술한다.

3. 고유 검토지침- 승인된 일반 기술배경서를 사용한 발전소 

신청자의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가 상기 III.2절의 일반적인 기술적 목적을 적

절하게 달성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토자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가.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 개발

1) 승인된 일반 기술배경서의 개정판 에 대한 기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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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기술배경서를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로 전환하는데 사용된 과정의   

설명

나. 차이점과 추가사항

1) 승인된 일반 기술배경서와 안전에 중요한 차이점에 대한 확인사항. 고려되

어야 하는 차이점의 예는 아래와 같다.

가) 일반 기술배경서 완화전략에서의 변경 (예; Westinghouse 발전소에서,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시에 과냉각여유도를 확보하는 지침에 따라 제한

된 냉각을 먼저 수행하지 않고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초기 감압하는 것)

나) 기기 운전기준의 차이 (예: 일차냉각재 펌프 정지기준, 안전주입종료  

기준)

다) 기기 운전특성의 차이 (안전주입이 유량 조절이 되는지 또는 on/off만 

되는지와 같은 발전소고유 설비와 일반 기술배경서에서 사용된 설비간

의 차이점)

라) 일반 기술배경서에서 발전소 고유한 것으로 분류된 기술적인 범위을 

다루기 위해 사용된  방법과 기기의 확인

마) 일반 기술배경서에서 제시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계산 또는 결정  

된 발전소고유의 설정치 또는 조치사항

주) 일반 기술배경서에서 제시한 발전소고유의 설정치(예: 비상노심  

냉각 계통의 자동동작과 관계된 설정치)는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 

제출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

바) 일반 기술배경서에서 제시한 것에 추가로 행해지는 조치로 완화 전략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필요한 완화 기능을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차이점

(2) 일반 기술배경서에서 제시한 것과 다른 계측기나 제어변수를 사  

용하거나, 일반 기술배경서에서 명시된 것과 다른 근거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계측기와 제어특성을 결정한 경우

2) 승인된 일반 기술배경서에서 다루지 않은 항목 (예: 발전소고유의 상태,

기기, 운전 또는 일반 기술배경서에서 계통, 기능이나 방법에 관계하여 괄  

호로 되어 있는 정보)

3) 안전에 중요한 차이점과 추가사항이 확인되었고 기술적으로 적절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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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술내용

주) 검토자는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에 대해 관련된 기술적인 타당성을   

완전히 검토하거나 또는 GL 82-33 요구조항에 부합되는 기술적 타당

성을 포함하여 일반 기술배경서와의 차이점만을 검토하는 방안을 선

택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 운전원 조치의 기술적 적합성 (일반 기술배경서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차이점

이 있는 것)

주) 운전원 조치의 기술적인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  

서의 확인/검증 분야(즉, 비상운전절차서 개발단계 보다는 비상운전절차

서 개발이 끝나는 때)에서 언급될 것이다.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 중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 부분은 수행되는 조치가 과도상태나 사고를 완화

하는 효과적인지를 신청자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서술하여야 한다.

1) 기술적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운전원 조치의 확인/검증에 대한 서술

라. 비상운전을 위한 주제어실 계측기와 제어수단의 필요사항과 이의 적합성에 대

한 신청자의 결정사항

1) 운전원에게 필요한 정보와 제어수단을 결정하는데 사용한 방법에 대한 서술

(기능 및 직무 분석)

주) 계측기와 제어수단의 적합성에 관한 결정은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  

서의 확인/검증 분야에 (즉, 비상운전절차서의 개발단계보다는 비상운전

절차서 개발이 끝나는 때) 언급될 것이다.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에서 

주제어실 계측기와 제어수단의 적합성은 이용가능한 계측기와 제어수단

이 운전원의 정보와 제어 필요성에 대해서 평가되었고, 운전변수들이 잘 

맞고, 계측기와 제어수단의 특성이 (예를 들면 계측범위, 단위, 정확성,

시간당 변화율과 설정치, 제어 형태, 기능, 시간당 변화율, gain, 응답 

등) 규정된 필요성에 잘 만족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제어실 계측기와 제어수단이 운전원에게 필요한 정보와 제어에 적합한지

를 결정하는데 사용한 방법에 대한 서술

4. 고유 검토지침 - 일반 기술배경서를 사용하지 않은 발전소

일반 기술배경서를 참조하지 않은 발전소에 대한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의 검토는 

소유자그룹 일반 기술배경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된 것과 유사한 방법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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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행된다. 검토자는 해석모델을 비롯하여 제시된 사고회복 전략을 보완하기 위

해 제출된 분석자료를 평가해야 한다. 사고회복 전략의 개선은 권장되어져야 하지

만 완화전략의 대체수단을 검토할 때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허가기준이내에 

발전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기술적 근거에서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

검토자는 NUREG-0737에서 적용 가능한 지침을 사용해서 과도상태와 사고에 대

한 회복전략의 효과와 결과를 평가한다.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 검토자는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가. 과도상태 및 사고해석(NUREG-0660과 NUREG-0737의 요건을 만족하는)

주) 이 검토를 위해 수행하는 단계는 안전심사지침 13.5.2.1절의 절차서 검토  

에 포함되어 있다.

나. 운전원 조치의 기술적 적합성에 대한 검증

주) 운전원 조치의 기술적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  

확인/검증 분야(즉,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의 개발후 보다는 비상운전절  

차서 개발이 끝나는 때)에 언급된다.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의 발전  

소 고유 기술배경서 부분은 과도상태나 사고를 완화하는데 효과적 접근방  

법을 신청자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서술해야 한다.

1) 운전원 조치의 확인/검증에 대한 서술

다. 비상운전을 위한 주제어실 계측기와 제어수단의 필요사항과 이의 적합성 결정

1) 운전원에게 필요한 정보와 제어수단을 결정하는데 사용한 방법에 대한 서술

주) 주제어실의 계측기와 제어수단의 적합성에 관한 결정은 비상운전절차  

서 개발계획서의 확인/검증 분야 (즉 발전소고유 검토지침의 개발후   

보다는 비상운전절차서 개발이 끝나는 때)에서 또는 발전소 계통의 인

간공학측면에 관해 언급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당절에서 언급될 수 

있다.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의 경우, 주제어실 계측기와 제어수단의 

적합성은 이용가능한 계측기와 제어수단이 운전원의 정보와 제어 필요

성에 대해서 평가되었고, 운전변수들이 잘 맞고, 계측기와 제어수단의 

특성이 (예를 들면 계측범위, 단위, 정확성, 시간당 변화율과 설정치,

제어 형태, 기능, 시간당 변화율, gain, 응답 등) 규정된 필요성에 잘 

만족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제어실 계측기와 제어수단이 운전원의 정보와 제어 필요성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데 사용한 방법에 대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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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발전소고유 작성자지침서

1. 일반사항

신청자는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에 근거하여 비상운전절차서를 작성하는데 사용

한 방법들을 상세하게 나타내는 작성자지침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작성자지

침서의 목적과 취지는 NUREG-0899에 나타나 있다. NUREG-1358의 Appendix B,

Supplement 1은 작성자지침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추가적인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용가능한 작성양식에 대한 지침과 정보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작성자지침서에 기술된 고유한 정보는 발전소마다 많이 다를 수 

있다. 작성자지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지시사항이나 지침은 검토자의 인간공

학적인 전문성을 보충하기 위해 제공된다. 또한 작성자지침은 비상운전절차서를 

작성하는 작성자를 도울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 작성자지침의 일반적인 목적

평가의 목적은 지침에 기술된 방법이 아래의 일반적인 목적을 완수하기에 적절한

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1) 작성자지침은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로부터 비상운전절차서를 개발하는데 충분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가능하고, 정확하고, 완전하고, 판독가능하며,

사용하기 편리하고 또 주제어실 운전원에게 적합해야 한다.

2) 작성자지침은 절차서를 개선하거나 절차서내 및 절차서 상호간에 일관성을 갖

도록 해준다.

3. 작성자지침의 검토지침

주) 아래의 각각에서 괄호안의 숫자는 NUREG-0899에서 언급된 절을 말한다. 별

표가 표시된 항목들은 절차서내에 신청자 재량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비상운전절차서에 사용되었다면, 이것은 작성자지침에서 언급되

고 검토되어야 한다. 작성자지침서 한 부분으로서 절차서의 예가 제출되면,

검토자는 작성자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요소들이 절차서내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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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가 상기 IV.2의 목적을 만족시키기에 적

절한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토자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가. 비상운전절차서의 구성, 내용 및 양식(5.5)

1) 표지 (5.4.1)

2) 차례* (5.4.2)

3) 범위설명서 (5.4.3)

4) 진입조건 (5.4.4)

5) 자동동작* (5.4.5)

6) 운전원 조치단계의 내용과 형식 (5.4.6, 5.4.7, 5.7, 5.8)

가) 단순조치 단계

나) 조치를 확인하는 단계

다) 연속 또는 주기적인 적용이 요구되는 단계 

라) 대체조치가 허용될 수 있는 단계

마) 다른 단계와 동시에 수행되는 단계

바) 비상운전절차서의 적절한 세부 절로 운전원을 이끌어주는 단계

7) 그림과 표* (5.4.8과 5.5.8)

8) 흐름도와 결정 보조수단* (5.4.8, 5.5.9)

9) 비상운전절차서의 쪽 구성  (5.5.2)

제목, 절차서번호, 개정번호와 날짜, 페이지수, 발전소 명칭(해당 있으면), 설비  

명칭과 비상운전절차서의 확인정보 위치 

10) 여백, 행간간격 등을 포함한 페이지 설계 (5.5.2)

11) 주의사항이나 참고사항의 위치, 정의, 강조사항, 형식 등 (5.3, 5.7.9, 5.7.10)

12) 위치고정물(placekeeping aids) (5.5.4)

13) 강조기법 (5.5.6)

14) 페이지와 단계의 분류, 제목 및 번호체계

나. 서술양식 (5.6)

1) 사용하는 단어, 정의와 사용상 주의할 단어를 제시한 용어집 (5.6.1)

2) 절차서와 주제어실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약어, 기호 및 분류표시 목록    

(5.6.2)

3) 단계별 조치에 대한 문장구조와 범위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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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두점 (5.6.4)

5) 조치단계와 표, 그림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주제어실의 계기와 일치 (5.6.6)

6) 숫자형, 십진법과 소수점의 사용 (5.6.7)

7) 오차범위 (5.6.8)

8) 계산식과 계산* (5.6.9)

9) 계측기와 제어기의 명칭/명명법 (절차서에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정보를 주

는지) (5.6.2)

다. 양식, 형식, 강조사항을 포함한 조건문과 논리문, 논리용어의 정의와 사용 및 

피해야 할 논리용어와 순서 (5.6.10과 부록 B)

라. 다른 절차서, 절차서나 보조절차서의 해당절, 절차서내 특정 단계의 참조방법

(5.2.2와 5.5.7)

1) 참고자료의 내용과 형식 (5.2.2)

2) 비상운전절차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참조절차서의 단계를 결정하는데 중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된 기준 (5.2.2)

3) 예를 들어 일람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절이나 세부절을 구별하는 방법     

(5.5. 과 6.1.4)

마. 기기, 제어기기, 디스플레이의 위치정보를 주는 시기와 방법 (5.7.11)

V. 비상운전절차서의 확인/검증 프로그램

1. 일반사항

모든 신청자는 그들의 비상운전절차서를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NUREG-0711의 Element 10 (Human Factors Verification

and Validation)에 추가적인 확인/검증 프로그램 개발지침이 있다. 비상운전절차서

의 기술적, 인간공학적 측면은 모두 확인/검증 활동에서 언급되어지며, 두 가지 

측면은 제출물에서 주어진 평가계획하에 통합되기 때문에 검토자는 제출물을 검

토하는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확인/검증을 위해 평가하는 

검토요소들은 NUREG-0899의 3.3.5.1절에서 규정한 6가지 목적에서 도출된다. 이러

한 목적들은 검토한 확인/검증 프로그램의 만족함을 결정하는데 일반적인 근거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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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인 목적 

확인/검증 프로그램의 평가는 아래의 일반적인 목적을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고유 평가요소들의 목록은 V.3절에 나타나 있다.

가. 비상운전절차서가 기술적으로 정확하여야 한다. 즉, 기술배경서를 정확히 반영

하여야한다.

나. 비상운전절차서가 적합하게 기술되어야한다. 즉, 발전소고유 작성자지침을 정

확히 반영하여야한다.

다. 비상운전절차서는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즉, 혼란, 지연, 실수 등이 없이 이해

되고 따라 갈 수 있어야 한다.

라. 주제어실/발전소 설비와 절차서 사이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즉, 인용되는 

제어기기, 기기, 지시기가 제어실 내·외부에서 사용가능하고, 같은 명칭을 사용

하며, 같은 측정단위를 사용하고, 절차서에 규정된 대로 운전된다.

마. 비상운전절차서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상세도나 용어들은 운전원들의 최소인원,

자격, 훈련과 경험에 적합해야 한다.

바. 절차서가 유효하게 기능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즉, 절차서는 운

전원을 과도상태나 사고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3. 확인/검증 검토지침

검토자는 확인/검증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토지침을 고려하여야 한

다.

가. V.2절에 제시된 확인/검증 프로그램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될 방법에 

대한 기술내용. 신청자는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한 고유한 방법의 조합

이 검토자가 전체적인 확인/검증 프로그램의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확신

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 아래 

방법들의 조합을 사용해야 한다.

1) 기술배경서가 정확히 반영되어 비상운전절차서가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는 아

래 방법들의 조합에 의해 평가한다. (1) 탁상검토, (2) 세미나, 워크샵, 운전 

조의 검토 및 컴퓨터를 이용한 해석이나 모델링

2) 발전소고유 작성자지침을 정확히 반영하여 비상운전절차서가 바르게 기술되

었는지는 다음 방법들의 조합에 의해 평가한다. (1) 탁상검토, (2) 세미나, 워 

크샵, 운전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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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된 제어기기, 기기, 지시기가 제어실 안팎에서 사용가능하고, 같은 명칭

을 사용하며, 같은 측정단위를 사용하고, 절차에 의해서 규정된 대로 운전되

어 주제어실/발전소 설비와 절차서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지는 다음 방법들

의 조합에 의해 평가한다. (1) 세미나, 워크샵, 운전조의 검토, (2) 주제어실 

순시 및 (3) 모의제어반

4) 혼란, 지연, 실수 등이 없이 이해되고 따라갈 수 있어 비상운전절차서가 사용  

가능한지는 다음 방법들의 조합에 의해 평가한다. (1) 세미나, 워크샵, 운전  

조의 검토, (2) 모의제어반 실습 (3) 주제어실 순시 

5) 비상운전절차서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상세도나 용어들은 운전원들의 최소인

원, 자격, 훈련과 경험에 적합한지는 다음 방법들의 조합에 의해 평가한다.

(1) 탁상검토, (2) 세미나, 워크샵, 운전조의 검토, (3) 모의제어반 실습 및  

(4) 주제어실 순시 

6) 절차서를 수행하는 것이 운전원을 과도상태나 사고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  

끌어 준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는 다음 방법들의 조합에 의해 평가한   

다. (1) 탁상검토, (2) 세미나, 워크샵, 운전조의 검토, (3) 모의제어반 실습 및 

(4) 주제어실 순시 

나. 운전원, 관련 전문가 및 절차서 작성자가 참여한다는 표시

다. 운전원 또는 관련 전문가가 확인/검증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와 같은 

참여자의 확인/검증의 목적에 근거한 역할에 대한 확인

라. 시나리오의 사용

연속적인 혹은 동시다발적인 복합사고와 시나리오 선택기준을 포함하여 전체   

비상운전절차서에 대하여 실행한다는 표시

주) 일반적인 모의제어반 또는 참조발전소를 사용하는 모의제어반에서 비상운전절

차서의 모든 부분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비상운전절차서 개

발계획서에서는 모의제어반에서 실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확인/검증 방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아래 사항 이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언급된다.

마. 모의제어반에서 실행할 수 없는 부분도 확인/검증한다는 표시

바. 비상운전절차서의 정확성, 판독성, 사용성 및 완결성을 위하여 확인/검증 결과

와 모의제어반 실행, 주제어실 순시, 탁상검토, 운전조 검토 및 운전원 훈련 

등에서 도출된 경험사항을 반영하여 비상운전절차서를 수정 또는 개정하는 계

획에 대한 기술



부록13.5.2.1-1 개정 5 - 2016.3- 14 -

사. 개정사항이 확인/검증 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에 비상운전절차서

의 개정내용이 확인/검증되는 사항에 대한 기술

아. 여러 호기를 확인/검증 과정에서 발전소별 차이점을 감안하여 취급하는 방법

의 기술

주) 여러 호기가 같이 있는 부지의 경우, 주제어실 순시나 운전원의 활용과 관련

된 확인/검증 부분은 기기의 운전가능도, 설계, 표식, 또는 기기의 위치 등을 

포함한 계측, 제어 및 기기의 차이점과 발전소 안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측

면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정도로 개별 호기에 대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자. 비상운전절차서가 주제어실 최소 운전조에 적합하다는 표시

차. 주제어실의 계측기나 제어수단의 운전가능성, 판독가능성, 사용가능성 관점에

서의 적절성을 결정하는 계획에 대한 기술

카. 비상운전절차서와 주제어실의 계측기나 제어수단간의 일치성을 결정하는 계획

에 대한 서술

타. 발전소고유 기술배경서에서 운전원의 정보나 제어수단의 필요성 관점에서 계

측기나 제어수단이 평가되지 않은 경우, 확인/검증 프로그램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확인/검증 프로그램에는 운전원에게 필요한 정보와 제어를 제공키위한 

주제어실의 계측기와 제어수단의 적절성을 결정하기위해 사용되어질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변수들의 정확한 선정, 계측기나 제어수단의 특성이 요구되

는 조건의 적절성 등)

주) 확인/검증의 많은 부분이 운전원 훈련에서 언급되므로 신청자는 모의제어

반 활용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이러한 활동을 연결시키는 것이 좋다.

확인/검증 과정이 운전원 훈련과 연계되는 경우, 신청자는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과정으로 반영되는 정보를 제공한 결과의 문서화와 같은 공식적인 과

정을 통해서 확인/검증과 명확하게 구별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 비상운전

절차서 개발계획서는 이러한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주) 비상운전절차서가 일반 모의제어반에서 부분적으로 확인/검증된 경우, 신청  

자는 참조 발전소나 해당 발전소의 모의제어반이 사용가능하면 비상운전절  

차서의 확인/검증 누락부분에 대해서 확인/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VI. 비상운전절차서에 관한 운전원 훈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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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신청자는 비상운전절차서에 대한 운전원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 

제출해야 한다. 비상운전절차서 훈련 프로그램의 검토목적은 운전원이 비상운전절

차서 이행 이전에 훈련 된다는 것과 훈련방법이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

다. 이러한 결정은 VI.2절에 있는 일반적인 훈련목적을 훈련 프로그램이 만족한다

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내릴 수 있다. 일반적인 훈련목적을 만족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자는 VI.3절 검토지침과 NUREG-0711의 Element 9 (Training Program

Development)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2. 일반적인 훈련 프로그램의 목적

검토목적은 주어진 검토지침을 고려하여 아래의 일반적인 목적이 훈련 프로그램에 

적절히 기술되어 있는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지침의 목적은 적합한 훈련 프로

그램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검토자가 운전원이 비상운전

절차서 이행 이전에 훈련 되고 비상운전절차서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 훈련생은 비상운전절차서의 철학을 이해해야 한다. 즉, 안전기능의 제어, 사고  

평가 및 진단, 발전소를 안전하게 또는 안정상태로 만드는 것을 포함하여 비

상 운전절차서의 구조, 과도상태나 사고완화 전략과 같이 비상운전절차서의 

접근방법에 대한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나. 훈련생은 비상운전절차서의 완화 전략과 기술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즉,

과도상태나 사고완화에서 발전소 계통, 기기 등의 기능과 조작법 등을 이해해

야 한다.

다. 훈련생은 비상운전절차서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조치능력을 가져야 한다.

즉, 비상운전절차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비상운전절차서의 각 조치

단계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라. 훈련생은 개별적으로 또는 운전조별로 비상운전절차서를 수행할 능력이 있어

야 한다. 즉, 과도상태나 사고 진행과정에서 성공적으로 비상운전절차서를 수

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훈련 프로그램 검토지침

검토자는 비상운전절차서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기술내용을 검토할 때 아래의 검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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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고려해야 한다.

가. 상기 VI. 2절과 일치하는 훈련 목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모의제어반 훈련

1) 일반적인 모의제어반인지 발전소 고유 모의제어반인지를 구별하는 모의제어

반 사양

2) 모든 운전원이 모든 비상운전절차서를 훈련한다는 표시

주) 일반적인 모의제어반 또는 참조발전소를 사용하는 모의제어반에서 비상  

운전절차서의 모든 부분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비상운전절

차서 개발계획서에서는 모의제어반에서 실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확인/검

증 방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아래 사항은 이런 문제 때문에 언급된다.

3) 모의제어반 훈련에서 훈련할 수 없는 부분을 위한 훈련방법의 기술

4) 운전원의 역할과 팀워크에 대한 사전 계획

5) 동시다발적인 혹은 연속적인 복합고장을 고려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용  

한다는 표시

다. 주제어실 순시의 활용

1) 모든 운전원이 모든 비상운전절차서에 대해 주제어실 순시를 한다는 표시

2) 운전원의 역할과 팀워크에 대한 사전 계획

3) 동시다발적인 혹은 연속적인 복합고장을 고려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용  

한다는 표시

라. 비상운전절차서의 수행전에 운전원 훈련이 이루어진다는 표시

마. 훈련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운전원이 평가된다는 표시

VII. 비상운전절차서 유지, 관리를 위한 이행 프로그램

1. 일반사항

신청자는 비상운전절차서에 대한 이행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한다. 비상운전절차서

의 유지, 관리를 위한 이행 프로그램의 검토목적은 비상운전절차서가 적절히 작성

되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신청자가 적절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결정은 VII.2절에 있는 일반적인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목적을 

이행 프로그램이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내릴 수 있다. 일반 유지,관리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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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목적을 만족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자는 VII.3절의 검토지침을 고

려해야 한다.

2. 일반적인 이행 프로그램의 목적

검토목적은 주어진 검토지침을 고려하여 아래의 일반적인 목적이 이행 프로그램에 

적절히 기술되어 있는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지침의 목적은 적합한 이행 프로

그램의 모든 필요 요소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검토자가 비상운전절차서가 적

절히 유지, 관리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 비상운전절차서는 주제어실 최소 인원 구성을 고려하여 수행가능하여야 하며,

절차서 수행과 관련하여 책임 및 권한이 사전에 명확히 지정되어야 한다.

나. 비상운전절차서의 비치, 반출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이 발전소 행정절차의 일부

로서 문서화되어야 한다. 비상운전절차서는 임무수행 기간 동안 즉시 이용가

능하여야 한다.

다. 비상운전절차서의 검토 및 개정에 대한 사항이 발전소 행정절차의 일부로서 

문서화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문서관리, 적절성에 대한 주기검토, 개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이행프로그램의 검토지침

주) 아래의 각각에서 괄호안의 숫자는 NUREG-0899에서 언급된 절을 말한다.

가. 개발된 비상운전절차서의 사용원칙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비상운전절차서의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절차서의 수행주체와 각 주체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

히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5.8)

주) 이 절은 비상사태동안 비상운전절차서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이행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 비상운전절차서의 개발과정에서 운전요원의 구성과 책임  

을 고려해야 할 필요를 언급한다. 이러한 면에서의 결함은 비상운전절차서의 

확인/검증 동안에 신청자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므로 다음 1)~4) 항목은 확

인/검증에서 언급되어질 수 있다.

1) 최소한의 요원들로 비상운전절차서가 이행될 수 있는 비상운전절차서의 구조

2)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나 비상운전절차서에서 역할을 명시할 필요는 없

지만, 각각의 운전원은 비상사태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과 

같은 비상운전절차서 이행시 운전원의 책임에 대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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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원간의 물리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단계의 순서

4) 운전원간의 우발적인 중복을 피하기 위한 조치단계의 순서

나. 비상운전절차서를 유지,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비상운전절차서가 

운전중에 항상 최선의 상태로 유지되고 관리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예,

비상운전절차서의 입수와 복사본의 질을 포함한 절차서의 사용과 유지) (6.0)

다. 비상운전절차서에서 언급하는 관련 운전절차서의 관리방안과 비상운전절차서

와의 연계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비상운전절차서에서 언급된 운전절차서

는 개정 및 관리가 비상운전절차서에 준하여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

절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라. 항상 비상운전절차서가 효율적인 사고완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방

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설계변경이나 운전경험의 반영 등에 의해 비상운전

절차서의 개정 또는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를 반영한다는 표시와 그 방안

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비상운전절차서를 개발하고 개정할 경우에는 작성

자지침을 사용한다는 약속이 포함되어야 한다.(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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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4.2절 발전소 초기시험계획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발전소 초기시험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가동전 및 초기기동단계에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능력이 설계기준과 폭넓은 적응성을 만족하고, 정상운전, 과도상태 및 가상

사고시에도 해당 시설의 설계범주 이내로 반응하고 운전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함

이다.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운영허가신청자가 제출한 발전소 초기시험계획을 검토

하며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 초기시험계획의 목적과 범위

발전소 초기시험계획은 가동전시험 및 초기기동시험에 대한 사업자의 계획을 말

하는 것으로서 Regulatory guide(이하 “RG”)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Reactor Power Plants"에서 기술된바와 같이 시험계획은 가동전시험과 

초기기동시험으로 구성된다. 가동전시험은 핵연료를 장전하기 전에 건설과 건설에 관

계되는 검사와 시험이 완료됨에 따라 수행되는 시험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시험에

서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능력이 설계기준 및 성능요건을 만족하고 적응성을 확장

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초기기동시험은 핵연료가 활성화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는 

시험조작 등을 포함한다. 시험조작은 설계기준을 확인하고 발전소는 그것의 설계된 바

에 따라 운전될 것이며, 과도상태나 가상사고에 대하여 설계된 것과 같이 반응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며 적용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연료장전, 임계전시험, 초임계, 저출력시

험, 출력상승시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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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계분야 검토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초기시험계획이 허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

자가 제출한 제반 정보와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합당한 기술분야 검토자들은 검

토의 특정영역에 대하여 특정시험의 목적, 시험방법, 허용기준이 수용될 수 있으며 

기술적 검토지침에 따라서 시설의 설계요건과 일치됨을 입증할 것이다. 계통성능분

야 담당부서는 또한 시험절차서의 핵증기공급계통 검토사항을 포함하여 발전소 초

기시험계획의 개발에 포함된 핵증기공급계통 공급자도 평가하여야 한다. 본 안전심

사지침은 6개의 검토영역으로 구성된다. 본 안전심사지침의 2절에서는 상세한 검토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발전소 초기시험계획은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초기시험) : 안전운전에 중요한 원

자로시설이 설계시 의도된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실증하기 위한 수립 및 이행에 관

련한 사항으로서 초기시험에서는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에 대한 운전절차와 운영

시 수행되는 성능시험절차의 유효성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안전에 중요한 기

기의 상세 성능자료를 수집하며 각 계통들의 초기 운전변수를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초기시험의 결과는 운영허가신청서 등에 기재된 기준치에 적합함이 입증되

어야 한다.

2. 10 CFR 30.53, “Tests” : 방사선 탐지기와 감시계기의 시험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각 

신청자가 방사선 탐지 및 감시기기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하거나, 규제요원에게 시

험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서 그 결과가 만족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3. 10CFR50.34(b)(6)(iii), "Contents of Applications; Technical Information" : 가동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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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및 초기 운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사항으로서 발전소 운영허

가 신청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된 시설의 운전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4. 10CFR50, 부록 B, Sec. XI :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가동중에 만족스럽게 제 성능

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조물, 계통 및 기

기가 가동중에 만족하게 작동됨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시험들이 설계상의 요건 

및 허용제한치들을 구체화하여 서류화된 시험절차에 의하여 확인되고 시험되어 그 

결과가 만족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5. 10CFR50, 부록 J, Sec. III.A : 원자로 일차 격납건물과 이를 관통하는 연계 계통 및 

기기의 가동전 누설률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원자로 일차 격납건물의 압력경계를 

관통하는 모든 기계, 유체, 전기 및 계측계통의 설치를 포함하여 원자로 일차 격납

건물이 완공된 후 원자로의 주기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가동전 누설률시험을 수행

하여 그 결과가 만족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특정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이 허용 가능한 것은 본 절에서 검토된 상기에 기술한 

허용요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요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승인

을 필요하지 않는다. 신청자는 발전소 시설의 설계사항, 해석적 기법, 해당시설에 의

도된 절차적 조치사항들이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를 명확히 할 것이 요구

되며, 허용기준에 대한 의도된 대체방안이 어떻게 규제기관이 승인한 허용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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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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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계획과 목적의 개요

운영허가신청자 또는 운영허가사업자는 RG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Reactor Power Plants"의 일반기준을 포함하고 신청자의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가) 초기시험계획은 시험프로그램의 개별 주요 단계의 목적을 나열하는 것을 포함

해서 시험목적을 기술하여야 한다.

나) 초기시험계획은 신청자에 의해 시험될 발전설비의 부분별 허용기준이 기술되

어야 한다.

다) 시험목적과 허용기준의 선정은 RG 1.68에 포함된 적용 가능한 규제입장과 일

반지침에 일치되어야 하며, 규제예외사항임을 적절히 입증하여야 한다.

2. 시험계획의 규제요건 일치성

신청자는 본 안전심사지침에서 참조되고 제출전 유효한 6개월 이내의 자료인 RG

1.68과 이 지침서안에 기술된 규제요건들의 개정에 따라야 한다. 만일 신청자가 어

떤 규제지침서의 특정 기준에 대하여 대체 또는 예외를 의도한다면 적절히 합리화

할 수 있다면 허용 가능하다. 검토자는 규제지침서의 어떤 예외나 면제사항을 평

가할 책임이 있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이러한 예외 및 대체사항 목록이 기술되

어야 한다.

3. 초기시험계획 행정절차

신청자는 다음 분야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가) 관리조직

1) 신청자는 가동전 그리고 초기 기동시험 활동을 계획, 실행, 문서화에 책임

을 갖는 본질적인 관리직책에 대한 조직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2) 신청자는 “가) 시험계획의 어떤 단계를 실행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요

원이나 이해상충 조직에 대하여서 조직적인 설명”을 하고, “나) 책임, 간섭

사항, 실험참여자의 권한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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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기시험계획의 수행

1) 신청자는 신청자의 조직 내 지정된 관리자에 의해 승인된 상세 절차서를 

사용하여 초기시험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가동전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지정된 건설관련 검사와 시험이 완료됨을 보

장하도록 행정관리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초기기동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가동전시험 결과의 평가와 승인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초기

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3) 행정관리에서는 시험계획을 수행하는 중에 승인된 시험절차서가 준수되고 

승인된 시험절차서의 효과적인 개정방법이 기술되어야 한다.

4) 신청자가 시험선행조건이 만족됨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의 통제

는 다음의 요건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검사, 점검 그리고 유사한 통제사항

(나) 데이터 양식, 점검표 등을 완결시키는 시험요원의 지정

(다) 데이터 완결성 확인

개별시험과 마찬가지로 시험계획의 주요 단계별로 상기 요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5) 규제기관에서는 발전소 설계변경과 정비 분야에 대하여서도 발전소 시험결

과와 같이 명시되고 관리되도록 지적할 수 있으며, 관리가 다음과 같으면 

허용될 수 있다.

(가) 필요한 정비나 설계변경이 수행될 수 있음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경우

(나) 그와 같은 설계변경이나 정비에 따른 재시험이 수행됨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

(다) 본래의 설계조직이나 그 외에 지정된 설계조직에 의해 계획된 설계변

경사항이 검토될 수 있음이 보장되는 경우

이러한 통제와 관련된 사업자의 문서화요건은 그것이 적절하게 이행됨을 보

장하기 위하여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다) 시험계획 일정과 순서 

1) 신청자는 발전소 초기시험계획의 주요 단계별 일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시험일정은 시험되지 않은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성능에 발전소의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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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존되지 않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3) 다중호기에 있어서 시험일정의 중첩은 시험계획을 이행하는 관리조직을 분

산시키거나 책임사항의 중대한 분할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4) 개별 기동시험의 순차적인 일정은 발전소의 운전형태를 변경하기 전에 해당 

원전 기술지침서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운전성 요건에 따라 시험

요건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라) 기술진의 책임, 권한과 인증 

1) 신청자는 핵증기공급계통 공급자, 용역설계자(A/E), 주 및 부 계약자, 가동

전시험과 기동시험을 수행하거나, 시험절차서와 운전절차서, 비상운전절차

서를 개발하는데 관련된 공급자를 포함하여 해당 관리자와 운전조직 요원

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 운전경험을 확충하는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신청자는 필요한 발전소 기술진이 시험계획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동전시험

과 원자로 기동시험 일정에 연관있는 조직내 각 기능별 집단 구성원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마) 시험절차서의 개발, 검토 및 승인 

1) 신청자는 가동전시험 및 기동시험절차서를 준비하여야 할 책임을 갖는다.

이러한 책임에는 시험절차서의 개발과 검토 및 승인에 사용되는 방법이 포

함된다.

2) 신청자는 상세한 시험절차서를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시험목적과 허용기준을 

제공하는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자, 용역기술자, 주 및 부 계약자 등을 활용

하여야 한다.

3) 개별 시험절차서의 검토와 승인에 사용되는 신청자의 행정체계는 승인하기 

전에 적절한 수준의 검토가 제공되어야 한다.

4) 시험절차서가 시험선행조건, 시험목적, 안전성 사전주의 사항, 초기조건, 시 

험통제 및 감독방법, 시험결과의 평가를 위한 허용기준 등을 포함됨을 보장

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5) 시험절차서의 형태는 RG 1.68에 기술된 바와 유사하여야 한다 또한 검토자

는 예외사항에 대하여 신청자가 작성한 정당성이 허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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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인된 시험절차서는 최소한 사용예정 60일 전에 규제검사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시험절차서

는 핵연료 장전전 최소한 60일 전에 검토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바) 시험결과의 검토, 평가 및 승인 

1) 신청자는 시험계획의 단계별로 시험결과가 검토, 평가 및 승인되도록 절차를 개

발하여야 한다. 시험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계조직과 같은 

책임있는 조직에 통보됨이 보장되도록 특정한 절차가 수행되고, 그와 같은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관리가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2) 신청자는 시험을 진행하기 전에 다음과 관련한 관리방안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 주요 단계별 시험데이터의 평가방법과 일정

(나) 고온 기능시험과 같이 다중시험의 개별부분에 대한 최초 검토에 적용

되는 방법

3) 자격 인증된 요원에 의해 시험결과의 기술적인 평가가 제공되고 신청자의 

조직내 지정된 감독적직위에 있는 요원에 의해 그 평가결과가 승인되도록 

시험결과의 검토, 평가 및 승인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4) 신청자는 시험허용기준에 불만족한 사항이 설계에 관련 문제점의 결과이거

나 연관된 사항인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의 해결을 위해 설계조직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5) 발전소의 역사적 기록의 일부분으로서 시험절차서와 시험결과를 포함한 시

험결과보고서 유지를 위한 사항이 있어야 한다.

사) 원자로 운전 및 시험경험을 시험계획 개발에 활용

1) 신청자는 다른 원자로 설비에서의 운전경험 및 시험경험의 검토를 통해 근원

적인 결론이나 도출된 문제, 시험계획에 미치는 사항 등의 요약을 제공하여

야 한다. 이러한 검토에서는 시험계획의 성과에 손상을 준 다른 운전경험과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보고할 만한 문제점의 범주를 인지하여야 한다.

아) 발전소 운전 및 비상절차서 시험적 이용

1) 신청자는 발전소 운전, 비상 및 점검절차서를 시험계획에 구체적으로 적용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험기간 동안 가용한 범위에서 사용을  

함으로서 이들 절차서의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초기시험결과의 성능과 평가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운전요원의 교육과 훈련   

을 수행하여야 한다. 허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TMI 조치계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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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EG-0660, "NRC Action Plan Developed as a Result of the TMI-2

Accident"의 항목 I.G.1과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에 기술되어 있는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초기 기동시험

신청자는 다음 분야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가) 최초 핵연료장전/초임계/저 출력시험/출력 상승시험

1) 신청자는 핵연료장전을 착수하기 전에 가동전시험 수행결과를 평가하고    

승인함이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최초 핵연료 장전 및 초임계에 대한 절차서에는 RG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Reactor Power Plants"의 지침과 규제입장에서 

제시된 사전주의, 선행조건 및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규제

입장에 예외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안별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운영기술지침서는 핵연료장전에 요구되는 계통들의 운전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4) 신청자는 최초 핵연료장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소한의 운전조건  

을 기술하여야 한다.

(가)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로 격납건물 구조물이 완성되고 동 구조

물의 건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핵연료 취급 장치와 공구들은 사용이 가능하고 운전원은 기기의 운전

조작과 운전에 익숙하여야 한다.

(다) 원자로 압력용기 및 관련 기기들은 핵연료를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  

되어야 한다.

(라) 핵계측기는 시험되어서 운전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5) 신청자는 노심 중성자속 준위가 예상되고 허용할 수 있는 값 이내임을 입  

증하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신청자는 노심상태가 예상을 벗어나 해석되지 않은 상태가 발생한다면 즉  

시 핵연료장전 운전을 중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7) 핵연료장전이 완료되면, 신청자는 초임계 도달과 저 출력운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가 준비의 최종단계에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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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저-출력시험/출력 상승시험

1) 신청자는 저-출력운전과 출력상승시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절차서를 포함하여

야 한다. 이 절차서에는 RG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Reactor Power Plants"의 지침과 규제입장에서 제시된 사전주의, 선행조건 

및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규제입장에 예외사항이 있는 경

우에 사안별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개별시험 설명 및 개요

가) 신청자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물, 계통, 기기의 능력 및 설계특성을 

입증하고 확인하기 위한 계획된 시험의 개요를 제출해야 한다.

1) 발전소 정상상태에서 원자로 안전정지 및 냉각, 정지기간 중에 원자로를    

안전 상태로 유지 

2) 과도상태(드문 발생빈도 혹은 보통 발생빈도의 사건) 및 가상사고하에서    

원자로 안전정지 및 냉각, 이러한 조건 후 정지기간중에 원자로를 안전    

상태로 유지

3)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되는 안전한계 혹은 운전제한조건의 일치성

4) 공학적안전설비로 분류되었거나 설계 제한치 이내에서 공학적안전설비의 운

전지원 또는 보증

5)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기능보장이 가정되거나, 사고해석

시 고려된 사항

6) 방사성 물질의 처리, 저장, 관리, 측정 혹은 방출제한

7) TMI 조치계획항목 I.G.1의 해결요건으로서 정상 기동시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지만 중요한 기술적인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5% 출력이하에서 수

행하는 특별 저출력시험계획

8) 설계고유의 확률론적 위험도평가(PRA) 결과 매우 위험한 것으로 확인된 것

나) 시험목적, 선행조건, 시험방법, 감시되어야 할 중요한 변수와 발전소 성능 특성 및 

허용기준은 관련 구조물, 계통, 기기 및 설계특성의 기능상 적합성이 시험에 의해 

적절히 확인될 수 있도록 시험내용 개요에 충분하고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다) 발전설비에 새로운 것, 유일한 것, 설계특성중 처음인 것은 검토와 승인을 위하

여 그것의 성능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성능시험 요건과 허용기준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2절 개정 4 - 2014.12- 10 -

라) 만일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시험방법이 설계운전조건을 대표할 수 있는 

계통 시험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용되는 시험방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시험내용 개요에 포함되어야 된다.

6. 초기시험계획의 허용기준

가) 신청자가 참조하고 있는 인증된 설계는 설계인증규정과 설계관리문서에 따라 상세

한 범위와 수준으로 발전소 초기시험계획에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나) 신청자가 참조하지 않은 인증된 설계는 RG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Reactor Power Plants"에 따라 상세한 범위와 수준으로 발전소 

초기시험계획에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다) 추가적인 지침은 본 안전심사지침 14.3.10절을 참조한다.

III. 검토절차

특정한 경우에 한정될 수도 있지만 아래에 기술된 절차서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취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절차는 지정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를 둔다. 허

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 검토자는 의도된 대체방안이 해당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지정된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를 검토하여 본 안전심사지침의 II절에 

기술된 허용기준과 비교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 검토자는 신청자나 이해관계자

를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검토자는 발전소 초기시험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발전소 초기시험계획에 영향을 주는

모든 설계나 약속의 어떠한 변경사항도 본 안전심사지침의 II절에 기술된 허용기준

을 계속해서 만족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성평가보고서와 관계되는 모든 

개정사항을 검토하고 평가할 책임이 있다.

발전소 초기시험계획 약속사항, 회의약속사항에 대한 기술방법, 조직의 배치, 시험계

획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자의 결정은 본 안전심사지침의 

IV에 기술된 바와 같이 허용됨을 결론지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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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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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발전소 초기시험계획이 허용할 만하고 다음 요건을 만족한다

고 결론을 내린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초기시험”

2.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가동전시험 및 초기운전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을 요구하는 10CFR50.34(b)(6)(iii), "Contents of Applications; Technical

Information"

3. 방사선 탐지 및 감시기기의 초기시험에 관련된 10CFR30.53, “Tests”

4.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가동중에 만족하게 작동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시

험들이 설계문서에 제시된 요건 및 허용제한치들을 구체화하여 서류화된 시험절차

에 의하여 확인되고 시험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10CFR50, 부록 B. Sec. XI

5. 특정 압력 조건하에서 원자로 격납건물의 가동전 종합누설률시험 측정을 요구하는 

10CFR50, 부록 J. Sec. III. A.4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14.2절에 따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신청자의 시험계

획 내용을 검토하였다. 동 검토는 다음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신청자의 행정적조치

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가) 초기시험계획의 수행 (나)초기시험계획의 수행 일정 

(다) 기동운전시험의 순서; (라) 발전소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시험결과를 평

가하는데 이용되는 평가기준과 개별 시험을 수행하는 방법 (마) 적용 가능한 규제요

건 (바) 책임, 권한 및 자격인증 (사) 초기시험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지침서와 

일체화 방안

또한 검토는 초기시험계획을 진행하는 동안에 발전소 운전절차서와 비상운전절차서

의 사용을 시도하고 접목시키며, 초기시험계획에 영향을 주는 타 원자로의 운전 및 

시험경험을 검토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시 제시

된 자료가 안전심사지침 14.2절의 허용기준에 만족하고, 타당한 초기시험계획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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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고 있어 그것이 완료되었을 시 발전소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기능면에서 적

합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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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0절 서론 - 과도 및 사고해석

검토주관 :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상적인 기기 고장 또는 기기 오작

동시의 발전소 거동에 대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해석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련 기기 및 계통의 운전제한조건, 안전계통 제한설정치 및 설계

지침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해석은 건설허가, 운영허가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 시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I. 검토분야

1. 과도 및 사고의 분류

검토자는 신청자의 과도 및 사고해석에 대한 선정 및 조합이 충분히 넓은 범위의 

과도 및 사고, 또는 초기사건들을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한다.

초기사건들은 예방발생빈도 및 유형에 따라 분류된다. 예상발생빈도에 따른 분류

는 각 초기사건들에 적용할 수 있는 해석 허용기준의 선정근거를 제공한다. 유형

에 따른 분류는 제한적인 경우(예를 들면, 해석 허용기준을 가장 위협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평가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각 사건들을 비교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가. 발생빈도에 따른 분류

각 초기사건들은 예상운전과도 또는 가상사고로 분류된다.

예상운전과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의된 것처럼 원자

력발전소의 수명기간중 수 차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전상태를 말한다.

본 심사지침에서 예상운전과도는 미 NRC의 Regulatory Guide (이하 "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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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에 분류되어 있는 보통빈도(발전소 수명기간중 여러 차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및 희귀빈도(발전소 수명기간중 한 차례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들

을 말한다. 보통빈도 및 희귀빈도 사건들은 미 ANS(American National

Society) 기술표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Condition II 및 III 사건들로 알려져 

있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인허가 근거로 참고문헌 6(ANSI-N18.2, Nuclear

Safety Criteria for the Design of Stationary PWR Plants, 1973)에 따른 사건분

류 및 허용기준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본 심사지침에 따른 사건분

류 및 허용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검토자는 새로 지을 발전소에 

대한 인허가신청서에 대해서는 본 심사지침의 사건분류 및 허용기준을 따르는

지 평가해야 한다.

다음은 가압경수로(PWR)의 예상운전과도에 대한 예시이다.

· 제어봉 또는 제어군의 예기치 않은 인출

· 노심 냉각재 유량의 상실 또는 중단(원자로냉각재펌프의 축 고착 제외)

· 예기치 않은 감속재 냉각

· 예기치 않은 화학적 반응도 제어재 희석

· 방출밸브(relief valve)와 같은 능동 부품의 오작동에 의한 감압

· 안전밸브의 오작동에 의한 원자로냉각재 방출

· 정상급수 상실

· 복수기 냉각 상실

· 증기발생기 튜브 누설

· 부하상실 또는 터빈정지를 포함하는 원자로-터빈 부하 불일치

· 제어봉 낙하

· 운전원 단일 실수

· 제어기기의 단일 고장

· 전기계통의 단일 고장

· 소형배관의 파단 또는 대형배관의 크랙(crack)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적은(minor) 누설 또는 원자로냉각재 상실

· 2차 계통의 소형 파손

· 소외전원 상실

· 부적절한 위치에 핵연료집합체 오장전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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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가열 상실

· 정지지연으로 인한 원자로 과압

본 심사지침의 사고해석 관련 개별 절에 특정 예상운전과도와 이들의 적절한 

변형이 기술되어 있다.

정지불능 예상과도(ATWS)는 원자로정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원자로정지계

통의 공통원인고장에 의하여 원자로정지에 실패한 예상운전과도를 말한다. 그러

므로 정지불능 예상과도는 요구되는(단일고장에 대하여 입증된) 보호계통의 완

전고장을 가상한 예상운전과도이다. 따라서 이들은 설계기준 초과 사고들이며 

정지불능 예상과도 사건들에 대해서는 심사지침 15.8절에서 별도로 다룬다.

가상사고는 발생이 예상되지 않는 사건들이다.(이들은 원자력발전소 수명기간

중 발생이 예상되지 않으나 발생을 가상하여야 한다.)

가상사고는 또한 미 ANS 기술표준에서 Condition IV 사건들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가압경수로에서 가상사고로 분류된 몇가지 예이다.

·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서 가장 큰 배관의 양단파단을 포함하는 대형 배관

파손

· 제어봉집합체 이탈

· 양단파단을 포함하는 2차 계통의 대형 배관 파손

· 단일 원자로냉각재펌프 회전축 고착

본 심사지침의 사고해석 관련 개별 절에 특정 가상사고와 그들의 적절한 변형

된 형태가 기술되어 있다.

나. 유형에 따른 분류

예상운전과도 및 가상사고는 또한 유형에 따라 분류된다. 예상운전과도 또는 

가상사고의 유형은 발전소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정의된다. 예를 들면 어떤 한 

유형의 예상운전과도 또는 사고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이 가압되는 상황을 유발

하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다른 유형의 예상운전과도 

또는 사고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이 감압되는 상황을 유발하며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예상운전과도 및 가상사고에 대한 해석을 유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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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류하는 것은 사고해석자가 그들을 공통적인 배경, 영향 및 안전한계 별로 

비교하는데 유용하다. 이러한 비교는 제한사건들과 상세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들을 확인하고 비제한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고찰을 필요없게 한다.

예상운전과도 및 가상사고들은 다음과 같이 7가지 유형으로 묶을 수 있다.

1)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증가

2)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감소

3) 원자로냉각재 유량 감소

4) 반응도 및 출력분포 이상

5)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증가

6)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감소

7) 부속계통 또는 기기로부터 방사성물질 누출

한 유형의 예상운전과도 및 가상사고 해석에 대한 검토시에는, 특정 안전한계

를 위협할 수 있는 영향과 결과들을 가져오도록 해석이 고안되었는지, 다양한 

경우들을 망라하여 따져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감소

를 초래하는 하나의 예상운전과도인 터빈정지사건에 대한 어떤 경우분석에서

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최고로 도달되도록 고안되어야 하며, 같은 예상운

전과도에 대한 다른 경우분석에서는 열적여유도가 최소가 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경계 건전성 관점의 안전한계를 조

사하는 것이며, 후자의 경우는 핵연료피복재 건전성에 대한 안전한계를 조사하

기 위함이다.

검토자는 사업자가 제한적인 경우를 적절히 판정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가

능한 다양한 형태의 예상운전과도와 가상사고들을 고찰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개별 예상운전과도 및 가상사고들에 대하여 제한적, 비제한적, 또는 다른 예상

운전과도 및 가상사고에 의해 포괄된다(bounding)는 사업자의 주장에 대하여 

비교에 사용된 근거들에 특히 주의하면서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유형 

내의 예상운전과도 사이의 비교는 쉽게 정당화된다. 한 유형의 예상운전과도를 

다른 유형의 가상사고와 비교할 때에는 사업자에 의한 보다 심도깊은 조사와 

정당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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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 허용기준

한 사건의 위험도가 그 사건의 발생빈도와 결과의 곱으로 정의된다면 발전소는 모

든 예상운전과도와 가상사고들이 같은 수준의 위험도를 가져오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큰 사건(예상운전과도)에 대해서는 심

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희귀한 사건(가상사고)에 대

해서는 보다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허용한다는 규제요건에 반영되어 있다.

검토자는 사업자가 각 사건에 대해 적용 가능한 해석 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초기사건에 대한 사업자의 해석 및 평가결과를 고찰한

다. 사업자는 신형 원자로 설계 인허가신청에서처럼 특정 발전소의 설계 및 운전

에 적합한 대체 허용기준의 사용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검토자는 대

체 허용기준을 고찰하여, 이들이 기능 및 결과 측면에서 다음에 기술된 현재의 허

용기준과 동등한 것인지 결정한다.

가. 예상운전과도에 대한 해석 허용기준

다음은 예상운전과도에 대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요

구하고 있는 요건들을 만족하기 위한 특정 기준들이다.

1) 원자로냉각재 및 주증기공급계통의 압력은 전력산업기준 NM에서 요구하고 

있는 설계값의 110% 미만이어야 한다.

2) 최소 핵비등이탈률(DNBR)이 95/95 DNBR 제한치보다 크게 유지됨으로써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미 ANS 표준에 기초하여 예상운전과도 수준의 발생빈도를 갖는 

가상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다는 세 번째 기준을 적용하다. 발전소 설계

변경시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사업자는 이에 대해 그 정당성을 제시하

여야 한다.

3) 예상운전과도는 다른 독립적인 사건의 발생없이 가상사고로 확대되거나, 원

자로냉각재계통 또는 원자로격납건물의 방어기능을 상실케 해서는 안 된다.

검토자는 당초 인허가 근거로 미 ANS 표준의 사고분류(ANS Condition II, III,

IV 사건)를 따른 신청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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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ondition II 사건

a. 위 기준 1)과 동일

b. 위 기준 2)와 동일

c. Condition II 사건은 다른 독립적인 사건의 발생없이 Condition III 또

는 IV 등급으로 확대되거나, 원자로냉각재계통 또는 원자로격납건물

의 방어기능을 상실케 해서는 안 된다.

나) Condition III 사건

a. 핵연료의 손상으로 발전소가 상당기간 정상운전으로 복구될 수 없을 

정도라 하더라도 원자로내 핵연료의 손상 비율은 매우 작아야 한다.

b. 원자로내 핵연료의 손상으로 누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은  10CFR100

지침의 작은 분율 이내로 제한된다.

c. Condition III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 Condition IV 등급의 사건으로 

확대되거나, 원자로냉각재계통 또는 원자로격납건물의 방어기능을 상

실케 해서는 안 된다.

다) Condition IV 사건

ANS Condition IV 사건은 가상사고이다. 검토자는 Condition IV 사건

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래의 가상사고에 대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나. 가상사고에 대한 해석 허용기준

예상운전과도와 달리 가상사고는 발전소를 상당기간 정상복구시킬 수 없을 정

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가상사고에 대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들을 만족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들은 다

음과 같다. 심사지침의 개별 절에서 특정 가상사고들에 대한 허용기준이 추가

로 명시되어 있다.

1)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압력은 잠재적인 연성 및 취성 파손을 고

려한 허용 설계제한치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최소 핵비등이탈률(DNBR)이 95/95 DNBR 제한치보다 크게 유지됨으로써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핵연료는 손상된 것으로 가정한다.

3) 방사성물질의 누출은 10CFR100 지침의 소외선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가상사고는 그 자체만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원자로격납계통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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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해당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종 계통들의 기능을 상실

케 해서는 안 된다.

원자로냉각재상실사고(LOCA)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에 있는 다음의 해석 허

용기준을 또한 적용한다.

1) 계산된 핵연료 피복재의 최고온도는 22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계산된 피복재의 최대 산화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산화되기 전의 전체 피복

재 두께의 0.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피복재와 물 또는 증기와의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소의 총량의 계산치

는 핵연료를 둘러싸고 있는 원통형 피복재의 모든 금속이 반응한다고 가정

할 때 생성되는 가상적인 수소생성량의 0.01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산된 노심형상의 변화는 노심이 냉각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5) 계산상으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초기 작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도 

노심 온도는 허용될 정도로 충분히 낮은 온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붕괴열은 

노심내에 잔존하는 장수명 방사성물질의 냉각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동안 

제거되어야 한다.

3. 안전성 평가시 고려해야 할 발전소의 특성들

검토자는 신청서류에 안전성 평가시 고려된 핵심 발전소 변수들(예를 들면, 노심 

출력, 노심 입구온도, 원자로계통 압력, 노심 유량, 축방향 및 반경방향 출력분포,

핵연료 및 감속재 온도계수, 기포계수, 원자로동특성 변수들, 원자로 정지 반응도,

제어봉 삽입특성 등)이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발전소 변수들의 범위

가 핵연료 연소 또는 노심 재장전을 대표하고, 인허가 신청당시의 핵연료 설계 및 

허용된 해석 방법론에 기초하여, 예상되는 핵연료 주기 범위를 충분히 포함하는지 

점검한다. 검토자는 또한 신청서류에 원자로계통 변수들과 관련한 불확실도 및 허

용가능한 변동정도가 명시되어 있고, 운전영역 안에서의 적절한 조건이 과도해석

을 위한 초기조건으로 가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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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 및 안전계통의 동작에 관한 가정

검토자는 신청서류에 안전성 평가 시 사용된(즉 신뢰성이 부여된) 모든 보호 및 

안전계통 작동 설정치들이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전형적인 보호 및 안전계통

들의 기능에는 원자로 정지, 격리밸브 닫힘, 비상노심냉각계통 및 비상노심냉각계

통의 기동이 포함된다. 예상운전과도 및 가상사고에 대한 평가시에는 신뢰성이 부

여된 각 보호 및 안전계통들의 성능에 가장 제한적인 단일 능동고장 효과가 포함

되어야 한다. 이는 단일 능동고장이 있는 상태에서도 보호 및 안전계통들이 필요

한 안전 성능을 적절히 발휘할 것을 요구하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검토자는 또한 신청서류에 각 보호 및 안전계통

들의 예상되는 작동 지연시간들이 제시되어 있고, 정지설정치 및 기술지침서의 허

용값을 선정하는데 포함되는 불확실도(이는 교정 에러, 드리프트, 계측 에러 및 다

른 요소들에 의해 발생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허용가능한 방법론이 기술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5. 개별 초기사건들에 대한 평가

검토자는 신청서류에 각 초기사건들에 대한 평가내용이 다음의 6 항에 기술되어 

있는 형식대로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제한적이지 않은 것으로 결정

된 초기사건들에 대해서는 정성적으로 그 정당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되는 가장 

제한적인 사건과 비교할 수도 있다.

6. 사건 평가

가. 원인 규명 및 발생빈도 등급 분류

검토자는 평가된 각 초기사건들에 대하여, 신청서류에 사건을 유발하는 상황

들이 기술되어 있고 사건이 예상운전과도 또는 가상사고로 그 등급이 분류되

어 있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또한 초기사건의 특수한 상황 및 그 등급에 적

합하게 해석 허용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사건 전개추이 및 계통 운전

검토자는 각 초기사건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신청서류에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 사건 발생부터 최종 안정상태까지의 단계별 사건 전개추이(즉 중성자속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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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치 정지, 제어봉 삽입, 일차 냉각재 안전밸브 설정치 도달, 안전밸브의 

열림 및 닫힘, 격납건물 격리신호의 발생, 격납건물 격리 등을 포함하여 중

요 사항 발생 시간의 명시), 그리고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과도 및 사고

해석시 신뢰성이 가정된 모든 운전원 조치의 명시

2) 정상적으로 운전중인 발전소 계측제어장치가 작동한다고 가정한 정도

3) 발전소 및 원자로 보호계통이 작동할 것을 요구한 정도

4) 정상적으로 운전중인 발전소 계통의 작동에 부여한 신뢰성

5) 공학적안전계통의 운전에 부여한 신뢰성

6) 운전원 대응(조치시간 포함) 및 가용 계측장치와 관련한 비상운전절차서,

또는 비상대응지침/비상절차지침과 안전해석간의 일치성 확인 

검토자는 신청자가 예상운전과도 및 가상사고 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안전관

련 계통 또는 기기만 사용하였음을 명시하였고, 그러한 계통 및 기기들에 단

일 능동고장 효과를 포함시켰음을 확인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비안전관련 

계통 또는 기기들의 운전에 부여한 기술적 정당성을 고찰하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계통 또는 기기들이 보호기능을 지원하고 비작동이 아닐때,

단 탐지되고, 무작위적이며 독립적인 고장에 의한 것은 제외).

검토자는 신청자가 단일 능동고장과 운전원 실수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였고,

신청서류에는 계통의 적절성에 대하여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

로 충분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노심, 계통 및 방벽의 성능

1) 평가모델 

검토자는 신청자가 해석에 사용한 평가모델과 해석을 수행하는데 도입한 

근사 및 단순화를 기술하였고, 해석에 사용한 디지털 전산코드를 명시하였

는지 확인한다. 해석에 한 개 이상의 전산코드를 사용하였을 경우 신청자

는 그 전산코드들을 결합하는 방법을 기술해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입력자료와 조사된 변수들의 범위 또는 정도에 중점을 두어 전산코드의 출

력,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는지 확인한다. 또한 신청자가 평가모델과 전산코

드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거나, 규제기관에서 입수가능한 참고문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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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모델 또는 전산코드에 대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Topical

Report, TR)의 목록을 제시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 

대한 규제기관의 안전성평가보고서를 목록으로 제시하였는지 확인한다. 검

토자는 규제기관이 승인한 모델 또는 전산코드에 대한 사용이 적용 범위 

및 조건 이내에 있는지, 그리고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승인당시 규제기관이 

안전성평가보고서에 부과한 각 조건 및 제한사항들을 준수하고 있음을 신

청자가 입증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2) 입력 변수 및 초기 조건

검토자는 신청자가 i) 해석에 사용된 주요 입력 변수 및 초기조건들을 명시

하였는지, ii) 특정 사건에 사용된 다른 변수들의 초기값을 포함시켰는지,

iii) 해석에 사용한 변수와 초기 조건들이 적절히 보수적인지, iv) 보수성 정

도와 입력 변수들의 수치적 값들을 선정한 근거를 설명하였는지 확인한다.

3)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과도 및 사고 진행 동안 시간의 함수로 표현된 주요 변

수들을 포함한 해석결과를 제시하였는지 확인한다. 다음은 결과에 포함되

어야 할 주요 변수들의 예이다.

· 중성자출력

· 열출력

· 열속(평균 및 최대)

·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 핵비등이탈률(DNBR)

· 원자로 냉각재 상태(입구 온도, 노심평균 온도, 평균 및 고온수로 출

구 온도, 증기 체적 분율 포함)

· 최고 핵연료봉 중심선 온도, 최고 핵연료 피복재 온도를 포함하는 각

종 온도, 또는 최고 핵연료봉 엔탈피

· 총 재고량 및 원자로냉각재계통 여러 위치에서의 수위를 포함하는 원

자로냉각재 재고량

· 이차(동력 변환) 계통 변수(증기 유량, 증기 압력, 증기 온도, 급수 유

량, 급수 온도, 증기발생기 재고량 포함)

· 비상노심냉각계통 유량과 노심 입출구 압력 차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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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납건물 압력

· 방출밸브, 안전밸브의 유량

·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격납건물로의 유량

· 가압기 냉각수 부피

이와 더불어 예측된 노심 변수들과 허용 가능한 제한 조건을 나타내는 값 

들 간의 여유도에 중점을 두어 설명해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설계기준 사고와 관련된 방사능 결말 분석에 대해서는 심사지침 15장의 해당사고

절에 따라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본 심사지침서 15장 사고해석과 관련한 규제요건은 원자력안전법령 상의 인허가 요건

에 기초하며, 다음과 같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이에 해당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고장

으로 인하여 잔열제계통의 능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

통 및 기기는 내진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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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정상운전, 유지보수, 시험 및 가상사고 등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 계통 및 기기를 2개 호기 이상의 원자로에서 공유하는 경우 각각의 안전기능

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 원자로냉각재계통

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연료손상허용한계가 초과되지 않도록 적절한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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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 정상운전, 예상

운전과도, 그리고 사고조건에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걸쳐서 주요 변수들을 감시할 

수 있는 계측제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재계통 등) : 원자로냉각

재계통 및 그 부속계통들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압력경계가 손상되지 않

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 안전에 중요한 구

조물, 계통 및 기기에 공급되는 소내 및 소외 전력계통은 어느 하나의 계통이 상

실된 경우에도 이용가능한 나머지 계통으로 예상운전과도시 연료허용손상한계 및 

압력경계 설계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용량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가상사

고시에도 노심냉각, 격납건물 건전성 등 필수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원자로제어실 등) : 원자로 제어실

은 정상운전 뿐만 아니라 예상운전과도 및 냉각재상실사고를 포함한 가상사고 조

건에서도 운전원이 원자력발전소를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9.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 원자로보호계통

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연료손상허용한계가 초과되지 않도록 반응도제어

계통을 포함하여 관련 계통을 자동으로 작동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어봉인

출과 같은 반응도제어계통의 어떠한 단일 오작동시에도 마찬가지이다.

10.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제어계통) : 예상운전과도시 

연료손상허용한계가 초과되지 않도록 반응도변화를 신뢰성 있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제어봉 고착과 같은 고장에 대한 여유도를 갖춤으로

써 만족될 수 있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은 노심냉각성능을 유지하고 연료손상허용한

계가 초과되지 않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추어 설계되어야 한다.

1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 원자로냉

각재계통 압력경계는 비취성 거동특성을 갖고, 급속히 전파되는 파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추어야 한다.

1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잔열제거설비) : 핵연료 및 압력경

계 설계제한치가 초과되지 않도록 붕괴열과 원자로의 잔열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추어야 한다.

1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비상노심냉각장치) : 원자로냉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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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및 그 부속 계통들은 충분한 비상노심냉각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 1차 계통에 

연결되는 소구경 배관의 격리요건에 관한 것이다.

1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 방사성페기물 처리 시설은 방사능물질의 환경으로의 누출을 제어할 수 있어

야 한다.

1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 핵연

료저장 및 취급,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 및 기타 방사성물질을 함유할 수 있는 

계통은 정상, 과도 및 가상사고시에도 적절한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본 심사지침 I.2 에 일반적인 허용기준을 기술하였으며, 심사지침 15장의 각 절에 

과도 및 사고에 대한 특정 허용기준을 기술하였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본 검토절차는 본 심사지침에 명시된 허용기준에 바탕을 두고 있다. 허용기준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본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을 대체하고자 제안한 것들이 본 

심사지침의 II절에 기술되어 있는 규제요건들을 준수하기 위한 허용가능한 방법이라고 

평가한 것을 검토해야 한다.

검토자는 운영변경허가,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서에 대한 평가시 신청자가 규제

요건 준수를 입증하기 위하여 적용가능한 과도 및 사고해석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여

야 한다.

심사지침의 15장 각 절에서 과도 및 사고해석에 대한 특정 검토절차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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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안전

심사보고서의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검토 및 검증계산(필요시) 결과가 적절함을 확인

한다.

본 심사지침의 15장 각 절에서 과도 및 사고해석의 평가결과에 대한 작성방법을 기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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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0.2절 사고해석 방법론

검토주관 :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인허가 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규제요건에 따라 과도상태 및 사고에 대

해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와 과도상태는 본 안전심사지침의 15.1절 내지 15.8절에

기술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사고 및 과도상태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자가 사용하

는 해석모델 및 컴퓨터 코드에 대한 검토절차와 허용기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검토 

목적은 평가모델이 사고상태를 모사하는 데 적절한지 확인하는 데 있으며, 최적 냉각

재상실사고(LOCA) 해석의 경우에는 계산 불확실도가 적절히 평가되었는지 확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

준” [참고문헌 1], 제4조 1항에 따르는 보수적인 LOCA 해석의 경우에는 해석결과가 

보수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문서화

원자로 안전 인허가 계산에 사용되는 평가모델의 개발에는 방대한 문서화가 필요

하다. 이러한 문서화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평가모델

나. 사고 시나리오 선정

다. 코드평가

라. 불확실도 분석

마. 이론 설명서

바. 사용자 설명서

사. 품질보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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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모델

평가모델은 가상사고 및 과도상태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계

산체제이다. 이러한 평가모델에는 1개 이상의 컴퓨터 프로그램과 수학적 모델, 프

로그램에 포함된 가정, 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정보를 취급하는 절차, 컴퓨터 프로

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해석사양, 변수값, 그 외 계산절차를 명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정보 등과 같이 특정 과도상태 및 사고 해석에 계산체제를 적용하기 위해 필

요한 정보들이 모두 포함된다. 평가모델은 때때로 평가방법(론)이라 부르기도 한다.

3. 사고 시나리오 선정

사고 시나리오 선정은 사고 시나리오의 적합한 모델링에서의 중요도 및 계산 허용

기준 (예; 첨두 피복재 온도 및 최대/평균 피복재 산화 두께)에 미치는 영향을 근

거로 하여 원자로 부품 및 물리적 현상들을 선별하고, 순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체계적인 과정이다. 이 과정은 또한 사고에 대한 핵심 허용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 사용된다.

4. 코드 평가

코드 평가에서는 코드가 선정된 시나리오를 해석하는 데 적합한지 입증하기 위하

여 적용가능한 실험자료 및 해석해를 대상으로, 모든 코드 모델에 대해 철저한 평

가를 수행한다.

5. 불확실도 분석

불확실도 분석은 코드를 인허가 계산용으로 사용할 때 코드 및 코드 적용에서 유

래되는 전체 불확실도가 주요 안전변수에 대한 설계 여유도 이내라는 것을 확인하

기 위해 수행된다. 안전변수의 예로서는 첨두 피복재온도(PCT), 피복재 산화 두께,

핵비등이탈율(DNBR) 등이 있다.

6. 품질보증계획

품질보증계획에는 평가모델의 개발 및 유지에 사용되는 설계관리, 문서관리, 소프

트웨어 형상관리 및 시험, 오류 확인 및 시정조치에 대한 절차가 포함된다. 품질보

증계획은 또한 해석을 수행하는 사람뿐 아니라 코드 개발 및 유지에 관련된 사람

들의 적절한 훈련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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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없 음.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1. 문서화

제출된 문서에는 코드가 사용될 특정 사고 시나리오와 발전소 형상이 명시되어야 

한다. 평가모델에 대한 문서는 알기 쉽고 빠진 부분이 없으며 명료하고 정확해야 

하며, 적절한 수준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전 문서를 통해 일관된 용어가 사용돼

야 한다. 참조된 자료는 기술문헌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비공개 보고서를 

포함하여, 쉽게 입수할 수 없는 참조자료의 복사본은 제출 문서에 포함되거나 요구

시 제출되어야 한다. 코드 문서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코드 개발자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 문서에는 단일 현안에 대한 모

든 검토이력을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검토 현안에 따라 분류된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이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다. 문서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평가모델의 모든 부분 및 상호관계, 문서 내의 위치 등을 기술하는 명료한 로

드맵을 제공하는 평가모델의 개요

나. 발전소 초기조건, 초기사건 및 모든 후속사건, 사고의 단계, 사고결과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물리적 현상 및 계통/부품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사고 시나

리오에 대한 빠짐없는 설명

다. 각 평가 시험에 대한 개요, 선정 사유, 성공 기준, 평가에 사용된 계측기의 위

치를 보여주는 실험장치 도면, 코드 모델 계산격자구조(nodalization) 도면, 계

산에 사용된 모든 코드 선택사양을 포함하는 코드 평가에 대한 빠짐없는 설명

라. 표본 발전소 계산에 대한 코드 불확실도 평가 (보수적인 평가모델은 코드 불

확실도 평가가 필요 없음)

마. 장 방정식, 보조관계식, 수치해석 기법, 선정된 장 방정식 및 수치해법에 내재

된 단순화 및 근사화 (제한사항 포함), 코드에 사용된 보조관계식의 근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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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 대한 적용 제한사항 등을 기술하는 자체적으로 완비된 이론 설명서

바. 컴퓨터 코드 사용법에 대한 상세지침, 모델 입력변수 및 코드 선택사양 선정 

방법에 대한 설명, 특정 사고, 부품 및 원자로 형태에 대해 피해야 할 코드 제

한사항과 선택사양에 대한 지침, 다수의 컴퓨터 코드가 사용될 때 평가모델의 

각 요소들 간의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보장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 

등을 제공하는 사용자 설명서

사. 코드 개발과 평가 절차 및 관리, 오류 발견시 취해야 할 시정조치 절차를 기

술하는 품질보증계획

2. 평가모델

사고를 모사하는 데 중요하거나 필요하다고 결정된 모든 현상 및 부품들에 대해서

는 이를 묘사하는 수학적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선정된 수학적 모델 및 그에 대

한 수치해석 기법은 중요한 물리적 현상들을 정성적, 정량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수

준으로 잘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모델에서 허용되는 부정확성의 정도는 궁극적으

로 계산에서 허용될 수 있는 불확실도 크기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계산된 결과나 

그 추이에 대해 오해를 초래할 정도까지 비물리적인 예측을 초래하는 모델은 허용

될 수 없다. 보수적인 LOCA 해석에 있어 비상노심냉각계통 평가모델은 원자력안

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제

4조 1항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동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세부 지침은 경수로형 원

자력발전소 규제지침 7.1.1을 참조한다.

3. 사고 시나리오 선정

사고 시나리오 선정과정에는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허용기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

한 항목을 선별하기 위해 물리적 현상들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코드의 

각 모델들과 그들이 물리적 현상을 예측함에 있어서의 충실도는 이 과정의 결과와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고 시나리오 선정과정에서 어떤 물리적 현상이 고려

대상이 된 시나리오에 있어 중요하다고 결정되었다면, 코드에는 그 현상에 대한 비

교적 정확한 모델이 갖춰져야 하고, 그 모델에 대한 상세한 평가가 제공되어야 한

다. 중요도가 더 낮은 현상들은 더 큰 불확실도가 내재된 모델에 의해 묘사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의 형식과 복잡성은 고려되는 사건의 복잡성 및 중요성에 상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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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드평가

평가모델에 사용될 모든 코드 모델에 대한 평가가 제시되어야 한다. 모든 평가는 

제출된 평가모델의 공식본(frozen version)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다른 version으로 

수행된 평가는 작은 변경일지라도 계산결과에 뜻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

문에 사안별로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사고 시나리오 선정과정에서 중요한 것으로 결정된 물리적 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물리적 모델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개별효과실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개별효과

실험은 또한 개별 물리적 모델의 불확실도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물리적 현상과 원자로냉각재계통 기기 및 부속계통 간의 상호작용이 확

인되고 정확하게 예측되는지 입증하기 위해 종합효과실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개별

효과실험 및 종합효과실험 모두에 대해 코드에 의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모든 

모델은 과도상태 및 사고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조건의 전 범위에 걸쳐 평가할 필

요가 있다. 평가에서는 또한 가능한 경우 수학적 모델을 풀기 위해 사용된 수치해석 

방법의 정확성을 보여주기 위해 코드 예측치를 해석해와 비교해야 한다. 평가 계산

에서 사용된 코드 선택사양들은 발전소 사고 계산에 사용된 것과 동일해야 한다.

기하학적 형상 및 핵심 현상과 관련된 중요한 무차원 변수들을 확인하기 위해 스

케일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스케일 왜곡 및 그 것이 코드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실제 발전소 과도상태 및 사고에 대한 계산은 단지 평

가모델에 대한 확인 차원의 보충 평가로서 고려될 수 있다. 이것은 발전소 계측기

에서 이용가능한 자료는 통상 특정 모델에 대한 코드 평가를 뒷받침하기에는 충분

히 상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용가능한 계측기가 코드를 평가하기에 적합한 

정밀도의 측정치를 제공함이 입증될 수 있다면 발전소 자료를 코드평가에 사용할 

수 있다. 하나의 시험 변수를 잘 예측하는 것이 보상 오차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

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평가 사례에서는 코드 예측치를 모든 중요한 측정 변수들

과 비교해야 한다. 평가에는 모든 평가 사례, 각 사례에서 평가되는 특정 모델, 그

리고 허용기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허용기준은 가능할 때는 언제나 정

량적인 분석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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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노심냉각계통 평가모델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제4조 1항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특정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특정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경수로형 원자력발

전소 규제지침 7.1.1을 참조한다.

5. 불확실도 분석

불확실도 분석에서는 코드의 수학적 모델, 계산격자구조와 같은 사용자 모델링을 

포함하여 모든 중요한 불확실도 근원이 고려되어야 하며, 사고 경위 선정과정의 

결과와 일치해야 한다. 코드가 인허가 계산에 사용될 때, 코드 및 적용에서 유래

되는 전체 불확실도는 주요 안전변수에 대한 설계 여유도보다 작아야 한다. 분석

에는 전형적인 발전소에의 적용에 대한 표본 불확실도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안전심사지침이나 규제지침에 기술된 입력변수 및 사고 초기조건,

설정치, 경계조건과 같은 발전소 운전조건에 대해 경계값이 사용되기도 한다.

6. 품질보증계획

컴퓨터 코드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내지 제85조의 요

건에 따르는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동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세

부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참고문헌 3]를 참조한다.

III. 검토절차

1. 적합성 검토

적합성 검토는 인허가 신청서류의 기재내용 및 형식의 완결성과 충실성에 대한 일

종의 예비 검토이다. 사고해석 전산코드 및 해석모델은 통상적으로 인허가 신청서

류 내에서 참조되는 별도의 기술보고서로 작성되며 특히,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 

146조에 따른 특정기술주제보고서로서 승인신청이 별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적합성 검토절차는 KINS/GE-N005 [참고문헌 4]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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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검토

적합성 검토에 이어 기술적 적합성에 대한 세부 검토를 수행한다. 본 절에 별도로 

기술되지 않은 내용으로서 용어의 정의, 코드 및 코드의 예측능력 입증, 사고해석

에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과 허용가능한 코드평가표에 대한 예 등에 대해서는  

KINS/GE-N005를 참조한다. 세부 검토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문서화

검토자는 II.1절에 열거된 문서화 항목들이 제시되었으며, 평가모델 개요가 평가모

델 문서의 정확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문서가 정확하고 완벽한 동시

에 일관성이 있고, 모든 부호 및 용어가 정의되고 일관성 있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문서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이론 설명서가 그 자체로서 완

비된 문서로서, 장 방정식, 보조관계식, 수치해석 기법, 장 방정식 및 수치해법에 

내재된 단순화 및 근사화(제한사항 포함), 코드에 사용된 보조관계식의 근거, 각 

모델에 대한 적용 제한사항 등을 기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사용자 설명서가 모든 입력변수 및 코드 선택사양을 선정하거나 계산하

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지 확인하며, 이러한 지침은 분명하고 명료해야 한다. 코

드 개발 또는 검토과정의 결과로서, 많은 코드 선택사양들이 특정 인허가 계산에

는 부적절한 것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검토자는 설명서의 지침이 특정 인허가 계

산에 필요한 허용가능한 코드 선택사양들을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또한 필요한 입력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입력값이 허용가능한 범위 내에 들지 않

을 경우 오류 메시지와 함께 코드 계산이 중단되도록 입력과정에서 필요한 입력 

설정이 프로그램화되어 있거나,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행정통제절차(독립

적인 검토자에 의한 QA 점검)가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다수의 사

고 및 과도상태에 사용되는 컴퓨터 코드가 각각의 과도상태 또는 사고별로 고유

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사용된 모델링이 사용자 지침과 일치하는 

지 보장하기 위해서는 코드평가 사례를 조사할 수도 있다.

나. 평가모델

검토자는 과도상태 또는 사고를 분석하기 위한 모델링 및 컴퓨터 코드가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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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되고 승인되었는지 확인한다. 이전에 승인된 모델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해

석방법의 적용범위를 포함하여, 이전의 승인을 무효로 할만한 새로운 사항이 없다

고 결정한다면 새로운 자료에만 검토를 국한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모델 전체

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이전에 승인된 적이 없는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는 전체 

해석 모델에 대한 평가를 개시해야 한다.

검토자는 이론 설명서에 기술되고 수학적 모델에 포함된 물리적 모델링이 코드가 

사용되는 사고 시나리오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현상을 계산하는 데 적합한지 결

정해야 한다. 하나의 시나리오는 한 세트의 지배적인 물리적 현상을 수반한다. 코

드로 수행되는 계산에 대해서는 보조관계식을 포함하여 핵심적인 물리적 현상들

이 정의되어야 한다. 어떤 사고 시나리오에 중요한 물리적 현상은 다른 시나리오

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어떤 핵심적인 물리적 현상은 특정 발전소 

설계에만 해당될 수가 있다.

평가모델을 구성하는 수식들은 장 방정식 또는 보조관계식들로 구별할 수 있다.

장 방정식들은 식 유도에 사용된 초기 가정 외에는 아무런 근사화를 포함하지 않

는 엄밀하게 유도된 일련의 방정식이다. 장 방정식의 적용범위는 단지 식 유도과

정에 사용된 가정의 유효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장 방정식 세트의 예로서는 물리

량의 거시적인 평형으로부터 유도된 질량, 운동량, 에너지에 대한 유체 수송 방정

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방정식들은 수학적으로는 엄밀하지만 방정식 수 보다 많

은 미지의 물리량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미지의 물리량의 일부로서 상태 방정

식, 응력 텐서, 열속(heat flux) 등이 있다. 장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미지의 물

리량들을 장 방정식에서 구한 물리량들과 연관지어 표현해야 한다. 미지의 물리량

을 기지의 물리량에 연관짓는 방정식이 보조관계식들이다. 이러한 식들은 함께 사

용되는 장 방정식 세트 보다 유효범위가 훨씬 더 제한적인 모델 또는 근사화이다.

예를 들면, 열 구조물로부터 유체로의 열속 관계식으로서 Newton의 냉각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비록 장 방정식이 유효하더라도 복사 열전달이 중요하지 않은 상

황을 모델링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따라서, 평가모델의 장 방정식이 사고시 발생

하는 물리적 현상들을 기술하는 데 적합하며, 보조관계식들이 사고시 발생하는 조

건의 전 범위에 걸쳐 유효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5.0.2절     개정 2 - 2014. 12- 9 -

사고 시나리오에 있어 중요한 모든 현상에 대해 모델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델링은 사고 시나리오 선정결과와 일치해야 한다. 사고 시나리오 선정과정에서 

중요한 것으로 확인된 부품 및 물리적 현상들은 보다 충실하게 모델링되어야 하

며, 더 낮은 중요도의 현상들은 덜 정확한 모델로 묘사될 수 있다.

검토자는 단순화 가정 및 평균화 절차에서 사용된 가정들이 사고 시나리오에 있

어 유효한지 결정한다. 상세한 물리적 모델링 및 수학적 모델링에 대해서는 더 쉽

고 계산 노력을 덜 들이고도 풀 수 있는 단순화된 수학적 모델을 얻기 위해 종종 

단순화 가정 및 평균화 절차가 사용된다. 통상적인 단순화의 예로서는, 비압축성 

유동모델, 1차원 유동모델, 균질 평형모델(HEM), 드리프트 플럭스 모델, 2-유체 모

델, 그리고 점동특성 또는 1차원 동특성 모델과 같은 단순화된 원자로 동특성 모

델을 들 수 있다. 통상적으로 상세모델로 간주되는 모델들마저도 종종 기본 법칙 

모델에 적용되는 단순화 가정 및 평균화 절차를 포함한다. 검토자는 모든 단순화,

가정 및 평균화에 대해 그 타당성이 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모델이 관심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 이상

으로 상세한지 확인한다. 예를 들면, 1차원 유동모델은 곡관부 근방에서의 유속 

분포나 수평관에서의 열성층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다. 이러한 형태

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3차원 유동모델이 필요할 것이다.

검토자는 방정식 및 유도과정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모든 가정 및 방정식을 포함

하여, 유도과정을 적절히 기술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유도과정은 

검토자가 유도단계의 논리적 진행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 단

순화 가정에는 기술적 타당성과 그와 관련된 유효범위가 따라야 한다.

원자로 해석에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모델들은 근본적으로 매우 현상학적이고 실

험적인 것이다. 그 모델들은 실험 데이터의 관찰에 근거한 물리적 또는 공학적 판

단을 이용하여 제시되거나, 상세한 기본 법칙 모델들에 적용된 평균화 절차를 이

용하여 유도된다. 이러한 모델들은 때때로 너무 작아서 계산으로 풀 수 없는 길이 

및 시간 스케일 상에서 일어나는 공정(process)나, 기본 법칙에서 모델링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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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공정들을 모델링한다. 이러한 모델은 실험 측정치나 상세한 

기본 법칙 계산으로부터의 정보에 근거한 보조관계식을 필요로 한다. 검토자는 보

조관계식의 유효범위가 명시되고, 사고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조건의 범위를 망

라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이것은 특히 물리적 모델링에 의존하지 않고 실험  

데이터에서 직접 유도된 실험 상관식들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적용 사례에서, 특

히 많은 공정 및 변수가 관련된 경우에 있어, 실험과 원자력발전소 간에 전적인 

상사성을 유지하는 실험시설을 설계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운 일

이다. 따라서, 기존 데이터를 선별하거나, 실험시설을 설계하고 운전하기 위해 최

적의 상사성 기준이 선정되고 스케일링 근거가 개발된다. 검토자는 상사성 기준과 

스케일링 근거가 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적절한 스케일링 분석에 의해 확인된 중

요한 현상과 공정을 근거로 한 것인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데이터 및 모델들이 실제 발전소의 과도상태 해석에 적용가능함을 보장

하기 위해 스케일링 분석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 확인된 스케일링 절충 부분들

은 바이어스 및 불확실도 평가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실험 데이터베이스는 충분히 

다양하여, 예상되는 발전소 고유의 응답을 포괄하며, 평가모델 계산이 해당 실험

과 필적함을 무차원 영역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증은 계산값과 측정된 

실험 데이터를 비교하는 평가에서 도출된 코드 예측능력에 관한 결론을 발전소 

고유의 과도상태 거동 예측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한다.

다. 사고 시나리오 선정

한 가지 컴퓨터 코드를 사용하여 다수의 사고 또는 과도상태들을 해석할 때가 많

다. 이 경우에는 특정 사고에 대한 사고 진행 및 지배적인 물리적 현상을 기술하

기 위해 사고 및 과도상태 각각에 대해 사고 시나리오 선정과정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설명에는 동일한 코드가 다수의 사고 시나리오에 사용될 

때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나리오에 특별히 적용가능한 코드 모델 및 평가 

사례들에 대한 명시적인 참조를 달아야 한다.

평가모델이 모사해야 하는 공정 및 현상은 특정 시나리오에 관한 코드 모사뿐만 

아니라, 실험 데이터 및 경험을 조사하여 확인된다. 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독립적

인 기법에는 전문가 의견, 정선된 계산, 의사결정법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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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사고 시나리오 선정과정이 체계화된 절차인지 확인하고, 각 사고 시나리

오에 대한 설명에 발전소 초기 및 경계조건, 사고 진행과정에 대한 완벽하고 정확

한 설명이 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명시된 초기 및 경계조건은 규제요건에 의해 

요구되는 값이나 규제지침 또는 안전심사지침에서 허용가능한 것으로 명시된 값

에 부합해야 한다. 검토자는 사고결과에 영향을 주는 지배적인 물리적 현상들이 

올바르게 선정되고 순위가 부여되었는지 확인한다. 사고 시나리오 선정과정의 초

기 단계는 전문가 의견에 크게 좌우되고, 주관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실험 및 분석에 근거하여 선정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용

가능한 체계적인 과정의 일례로서, NUREG/CR-5249 [참고문헌 5]에 기술된 현상 

확인 및 순위표(PIRT) 과정을 들 수 있다.

라. 코드평가

검토자는 모든 중요한 코드 모델 및 사고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전 범위의 조건

들이 코드평가에서 적절히 망라되었는지 확인한다. 모든 모델들이 그 중요성과 요

구되는 충실도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코드평가는 사고 시나리

오 선정과정과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검토자는 또한 모든 평가 사례가 평가모델

의 공식본으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수치해가 모든 중요한 물리량들을 보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수학적 방

정식이 질량, 운동량 및 에너지를 보존하더라도, 방정식의 수치 해법에서는 이러한 

물리량이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검토자는 또한 사고 모사에 사용된 모든 코드 

선택사양들이 적절하며, 단순히 코드 조정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 한다.

검토자는 부분적으로 실험 데이터 또는 보다 상세한 계산에 근거하고 있는 모든 

보조관계식들을 개별효과실험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그 식들이 사고 시나리오에

서 발생하는 조건의 전 범위에 걸쳐 평가되었는지 확인한다. 평가결과가 실제 발

전소 사고 조건에 적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스케일링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보간 함수에 근거를 둔 상태 방정식 및 재료 물성치와 같은 보조 관계식들

도 물성치 표준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온도 및 압력 함수로서의 

상(phase)의 밀도와 같은 열역학적 물성치의 비교적 작은 오차가 주증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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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정지불능예상과도(ATWS) 계산에서 중성자 동특성 모델로 전파될 때에는 더 

큰 오차를 초래할 수 있다.

검토자는 종합효과실험 평가를 통해 실제 발전소 사고 시나리오에 있어 중요하다

고 결정된 물리적 코드 모델의 상호작용이 적절히 입증되는지 확인한다. 종합효과

실험은 통상 실제 크기가 아니며, 따라서 스케일링 왜곡을 수반할 수 있다. 이러

한 왜곡은 실제 크기의 발전소와 비교할 때, 이상유동 영역의 천이 및 실험시설의 

전체적인 동적 응답과 같이 국부적인 해석 요소와 전체적인 해석 요소에 모두 영

향을 줄 수 있다. 검토자는 보상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경우들을 밝혀내기 위해,

평가문서에 모든 중요한 실험 측정치와 코드 예측치를 비교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러한 오차는 다른 기여 변수들을 부정확하게 예측했는데도 핵

심 변수는 잘 예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종종 코드를  하

나의 종합효과실험 결과에 맞춰 조정했다는 표시가 된다. 한 가지 예가

NUREG/CR-5249에 기술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대형 LOCA 시 재관수 단

계에서 중요한 기여 인자인 노심 기포분율이 정확하게 예측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변수 즉, 첨두 피복재온도는 잘 예측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LOCA 평가모델의 경우, 검토자는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7.1.1의 지침

에 따른 특정 실험평가가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또한 특정 현상, 사고 

시나리오, 발전소 형태에 대한 평가자료의 출처에 대해 발간된 문헌을 참조해야 

한다. 이러한 문헌에는 ECCS Compendium [참고문헌 6], NEA 검증자료 문서 [참

고문헌 7, 8, 9], 국제 표준문제(ISP) 등이 있다.

마. 불확실도 분석

검토자는 불확실도 계산방법에 모든 중요한 불확실도 근원이 포함되었으며, 하나

의 실물 발전소에 대한 불확실도 예제 계산을 통해 계산 불확실도에 대한 합리적

인 예측치가 구해지는지 확인하고, 중요한 불확실도 근원을 확인하는 데 사고 시

나리오 선정과정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코드 불확실도 근원이 다루어졌는지 확인한다. 코드 불확실도 근원에는 

개별효과실험과의 비교에서 결정되는 이론적인 모델 및 보조관계식의 불확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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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모델 및 보조관계식의 스케일링에 기인한 불확실도, 발전소 계산격자구조 및 

해법에 따른 불확실도 등이 포함된다. 검토자는 때때로 단순한 해석모델을 적용하

여 코드 불확실도가 합리적인지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불확실도 기여 인자가 

소수 모델에 국한될 때 가능하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계산 불확실도 추정치를 

확인하기 위해 상세한 검증계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

검토자는 발전소 운전조건 (사고 초기조건, 설정치, 경계조건 등)에 대한 발전소 

모델 입력변수의 불확실도를 포함하여 계산 불확실도 근원이 다루어졌는지 확인

한다. 계산 불확실도는 어떤 주어진 인허가 계산마다 고유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

한 형태의 불확실도에 대한 인허가 계산에서는 때때로 경계값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가능하다.

검토자는 실험 데이터베이스의 불확실도가 다루어졌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불확실

도는 측정오차, 실험상의 왜곡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개별효과실험 및 종합효과

실험에 있어서는, 중요한 현상에 대한 계산결과와 실험 데이터와의 차이가 바이어

스 및 편차에 대해 정량화되었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평가모델 평가에 대한 요건

과 비교해서 너무 큰 실험 불확실도를 갖는 데이터 세트 및 상관식은 사용되지 않

는 것을 확인한다. 또한 코드가 인허가 계산에 사용될 때, 코드 및 코드 적용에서 

유래되는 전체 불확실도가 주요 안전 변수의 설계 여유도 이내인지 확인한다.

최적 LOCA 해석에 있어서는, 불확실도 계산에 대한 설명 및 지침이 경수로형 원

자력발전소 규제지침 7.1.2에 기술되어 있다.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완전한 불확실

도 분석이 요구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안전심사지침에서는 “적절하

게 보수적인” 입력변수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결정하는 것

에는 바이어스와 불확실도에 대한 제한된 범위의 평가가 포함된다. 각 핵심 기여 

인자의 개별 불확실도(범위 및 분포)는 실험 데이터, 원자력발전소 모델 입력, 허

용기준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 등에 의해 결정된다. 허용기준과 선택된 장치는 

일치해야 한다. 미 NRC는 코드 불확실도 평가를 위해 코드 스케일링, 적용성 및 

불확실도 (CSAU)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며, CSAU 과정은 LBLOCA 및 비등수형 

원자로 ATWS에 대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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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품질보증계획

검토자는 평가모델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의 지침을 따르는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유지되는지 확인한

다. 최소한도 요건으로서, 품질보증 프로그램에는 설계관리, 문서관리,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및 시험, 시정조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코드 개발자의 품질보증 

프로그램의 이행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수도 있다.

검토자는 평가모델 개발과정의 핵심 단계에서 독립적인 정밀 검토가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정밀 검토팀에는 프로그래머, 코드 개발자, 최종 사용자를 비롯하여 관

련 전공분야, 코드 계산 및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정통한 제3의 전문가가 포함되어

야 한다. 평가모델 개발 및 평가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팀 구성원은 평가모델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대형 계통 분석코드에 공통된 결함을 식별하는 데 진

가를 발휘할 수 있다.

3. 독립적인 분석

검토자는 핵심 현상들의 중요도를 결정하거나 확인하고, 이러한 현상들의 불확실성

이 발전소 해석에 있어서의 핵심 허용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독립적

인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다. 검토자는 높은 순위의 현상에 대한 중요성을 독립적

으로 결정하기를 원하거나, 사업자가 매긴 순위가 높지 않은 현상을 높은 순위의 

현상으로 결정하려고 할 수도 있다. 독립적인 분석은 또한 불확실도 추정치를 확인

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4. 범용 컴퓨터 프로그램의 검토

다양한 형태의 발전소들에 대해 서로 상이한 많은 사건들을 해석하기 위해 

RELAP5, TRAC, RETRAN과 같은 범용 과도해석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일

이 흔하다. 이러한 코드는 특정 발전소 및 사건에 대한 평가모델의 주요 부분을 구

성할 수 있다. 발전소 고유의, 그리고 특정한 사건의 검토에 필요한 검토량을 최소

화하기 위해, 이러한 코드들에 대해 종종 일반적인 검토가 수행된다.

범용 과도해석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어떤 발전소 고유의 사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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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있어서는, 코드 모델 및 일반 평가에 코드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한 모든 적

절한 기하학적 구조, 현상 또는 필요한 변수 범위가 다 포함되지는 않았다는 사실

이 밝혀질 수도 있다.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코드 

문서에 모델 및 상관식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코드의 적용범위가 명시되는 것이 중

요하다. 코드에 수반되는 일반 평가는 코드가 의도한 적용범위를 뒷받침해야 한다.

검토자는 코드 모델 및 평가가 명시된 적용범위에 걸쳐 코드를 사용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평가모델에 대한 향후 검토를 간소화하기 위해, 승인

된 범용 과도해석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평가모델에 대해서는 그 모델이 사

용될 특정 발전소 및 사고 형태의 해석에 적용되는 세부 모델들과 코드 평가가 효

율적으로 확인되도록 해야 한다.

5. 기존 평가모델의 사소한 변경에 대한 검토

검토용으로 제출된 평가모델 전부에 대해 본 절에 기술된 검토절차를 모두 적용할  

필요는 없다. 제출된 어떤 평가모델은 기존 평가모델에 대한 비교적 사소한 수정이 

될 수도 있다. 평가모델에 대한 검토범위 및 심도는 등급별 접근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평가모델의 속성들이 어느 정도까지 검토량을 조정할 수 

있는지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가. 기존 모델에 비해 달라진 정도

검토 수준은 평가모델의 변경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 단순한 열전달 또는 마찰 상

관식 변경 (오류 수정 등)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건전성이 시험된 평가모델 요소

에 대한 사소한 변경은 전체 평가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 것

이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모델이 축소모형시험 프로그램에서 개발되었다면, 이 

모델이 실제 발전소 해석에 얼마나 잘 외삽될 수 있을지 하는 측면에서, 스케일링

만 고려하면 될 것이다. 또한 모델에 대한 평가 사례가 실제 발전소 조건을 얼마

나 잘 대표하는가를 고려하면 될 것이다. 모델 변경 또는 새 모델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상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것은 전체 코드평가 매트릭스의 작은 부분 세트

이며, 모델의 다른 부분들이 변경사항에 의해 부주의하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부분 세트의 코드 평가사례가 수행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현재의 인허가 해석에 대해 오류 수정으로 인한 변경의 영향이 평가되

어야 한다. 큰 모델 변경은 훨씬 대규모의 검토를 필요로 할 것이다. 새로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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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중대한 변경의 예로서는 평형, 드리프

트 플럭스 모델에서 2-유체, 비평형 모델로 변경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나. 분석된 사건의 복잡성

개발과정의 노력 수준은 평가모델의 복잡성에 상응해야 한다. 본 심사지침의 검토

절차는 단순한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일견 부담스럽게 보일 수도 있으나, 단순한 

평가모델에는 자연히 간소한 검토절차가 적용된다. 단순한 사건에서는 핵심적인 

물리적 현상의 수 또한 작아서, 비록 그 기본이 되는 범용 과도해석 컴퓨터 프로

그램이 훨씬 넓은 범위의 조건들을 망라하는 모델들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드 평가에서는 단지 중요한 현상들만을 다루면 된다. 이러한 예로서는 PWR 펌

프 정지 해석에 대한 계통 평가가 있는데, 이 경우 중요한 현상들은 단상의 액체 

벽면 마찰 및 열전달, 펌프 관성과 같은 소수에 국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거의 없고, 코드 평가에 적당한 실제 발전소 데이터가 있어

서 스케일링 분석은 필요 없을 것이다. 또 다른 극단적인 예는 대형 LOCA에 대

한 평가모델로서, 물리적 현상 및 수학적 모델들이 복잡하고 광범위한 조건들을 

망라한다. 이 경우에는 광범위한 코드 개발과정 및 평가, 그리고 광범위한 검토절

차가 요구될 것이다.

다. 평가모델의 보수성 정도

만약 평가모델에 상당한 정도의 보수성이 있다면 검토절차가 단순해질 수 있다.

어떤 해석의 의도된 결과는 코드 입력 및 모델링 가정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

라 보수적이 될 수 있다. 만약 문서화된 보수성 정도가 크거나, 새로운 모델이 기

존 모델 보다 더 보수적인 결과를 초래함을 보일 수 있다면, 어떤 평가모델 변경

에 대해 요구되는 평가 작업량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열전달 상관식과 

같이 평가모델의 단지 한 부분에서의 보수성은 다른 부분들이 비보수적이 될 수

가 있고, 이에 따라 전체 모델이 비보수적인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가모델 

전체의 보수성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평가요

건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전체 평가모델의 보수성 정도가 정량화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라. 재해석이 요구되는 발전소 설계 또는 운전변경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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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평가에 소요되는 노력 수준은 발전소 설계 또는 운전에 대해 이뤄진 변

경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 대부분의 발전소 기기 및 운전 변경은 발전소가 평가모

델의 유효범위를 벗어나서 운전하도록 만들지는 않으며, 이 경우 추가 개발 및 평

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지만, 모든 변경들이 다 그런 경우는 아닐 것이다. 평가모

델에 대한 변경이나 추가 평가가 요구될 수 있는 변경으로서는 핵연료 다발 설계

변경(지지격자 및 중간 유동 혼합날개 설계변경 포함), 첨두 선형열생성율 증가 또

는 상이한 안전등급 원자로 정지에 의존하게 만들 수도 있는 운전변경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운전변경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에서는 요구되지 않았던 어

떤 변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필요로 하게 된다. 상기한 경우들에 있어서는 5.가 

항에 기술된 것과 유사한 검토절차를 제한적으로 적용해도 충분하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어떤 평가모델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를 안전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평가모델 승인에는 검토과정에서 결정된 

제한사항들이 부과된다. 평가모델을 승인할 경우, 해당 모델이 정당한 근거에 의해 올

바른 해법을 제공할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단일 변수에 대해 바

람직한 결과를 낳는 보상 오차나 임의의 코드 조정에 대한 증거가 없어야 한다. 문서

화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나 평가모델의 기술적 적합성과 관련된 현안들이 검토과정에

서 다루어져야 한다. 검토과정에 대한 추적가능한 이력을 제공하기 위해, 검토절차 및 

코드 제출자와의 교신결과 역시 안전심사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평가모델 사용에 

대한 제한사항들이 안전심사보고서에 분명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안전심사보고서에는 

검토분야, 검토방법, 각 검토분야에 있어서의 평가결과가 기술되어야 하며, 검토되지 

않은 분야 및 검토생략 사유 또한 기술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평가모델이 예전에 검토된 적이 있는지, 그리고 평가모델 또는 코드 내 일부 

모델들의 사용에 대해 예전에 제한사항들이 부과된 적이 있는지 결정해야 하며, 이러

한 기존의 제한사항들은 안전심사보고서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평가모델에 

대한 현재의 검토결과로서, 평가모델 사용에 새로운 제한사항들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제한사항들도 안전심사보고서에서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하고 신청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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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또한 이러한 제한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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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1.1-15.1.4절 2차 계통에 의한 열제거 증가 사고

- 급수온도 감소

- 급수온도 증가 

- 증기유량 증가

- 증기발생기 압력 방출밸브나 안전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검토주관 :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에서는 보통의 발생빈도로 예상되는 사건 중에서 2차 계통에 의한 열제거가 

예기치 않게 증가하는 사고들을 검토한다. 2차 계통에 의한 열제거가 노심에서의 열발

생보다 큰 열제거 증가 사건이 발생하면, 노심이 과냉각되어 감속재온도의 감소에 따

른 노심 반응도 증가를 가져오고 결국, 출력준위 증가와 정지여유도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출력준위의 증가는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시켜 원자로 정지가 예상된다.

이러한 계획되지 않은 출력준위의 증가는 핵연료 손상이나 과도한 원자로냉각재계통

의 압력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절에서 검토되는 다음의 각 초기사건들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각 절에서 분석

되어야 한다.

1. 급수온도 감소를 초래하는 급수계통의 오동작

2. 급수유량 증가를 초래하는 급수계통의 오동작

3. 증기유량 증가를 초래하는 증기압 조절기의 오동작 또는 고장

4.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나 안전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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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주 대상은 급수계통, 압력 조절기 또는 압력방출밸브

의 오동작과 관련된 원자로 및 노심의 초기상태, 열수력학적 해석방법, 보호계통 작동 

이전과 이후의 지연시간을 포함하는 사고진행 추이, 원자로계통 기기들의 작동 가정,

원자로보호계통 작동이 사고진행 추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원자로보호계통의 

기능 및 작동 특성,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보장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운전

원 조치 등이다.

과도현상에 대한 해석결과를 검토하여, 관련계통의 변수값들이 검토 중인 원자로에 

대해 예상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원자로 변수는 노심

유량 및 유량분포, 채널 열속 (평균 및 고온), 핵비등이탈률(DNBR), 원자로 압력용기 

압력, 열출력, 반응도 등이다.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본 과도사건추이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한 원자로보호계통,

공학적안전설비 및 운전원 조치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한다. 해석적 방법을 검

토하여 수학적 모델 및 전산 코드가 이전에 검토․승인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

약 해석적 방법이 검토된 바가 없었다면 검토자는 새로운 해석 모델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새로운 해석모델에 사용된 모든 매개변수값 그리고 계통 및 

노심의 초기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본 절과 연계되는 다른 심사지침서의 해당 절은 다음과 같다.

1. 과도 및 사고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은 심사지침서 제15.0절에 기술되어 있다.

2.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방사능 결말 분석에 관해서는 부록 15.1.5-1에 따라 검토한

다.

3. 원자로와 발전소 보호계통 그리고 계측제어 설비계통이 자동 작동, 원격감지, 지

시, 제어보조계통 및 공유 계통의 연동장치와 관련하여 이들이 안전해석에서 가

정된 대로 기능을 발휘할 것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안전심사지침 7.2절에서 7.5

절 검토주관부서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건전개 과정의 계측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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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검토한다.

4. 심사지침서 16.0절에 따른 기술지침서 사항 들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함에 근거한다.

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 원자로냉각재

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연료손상허용한계가 초과되지 않도록 적

절한 여유도를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걸쳐 주요 변수 및 계통상태를 감시할 수 있고, 이 들을 규정된 

운전범위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측 및 제어설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재계통 등) : 원자로

냉각재계통 및 그 부속계통들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압력경계가 손상

되지 않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

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 원자로보호

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연료손상허용한계가 초과되지 않도록 반

응도제어계통을 포함하여 적절한 계통을 자동으로 동작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제어계통) : 예상운전과

도시 연료손상허용한계가 초과되지 않도록 반응도변화를 신뢰성 있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제어봉 고착과 같은 오작동에 대한 적절

한 여유도를 갖춤으로써 만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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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의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

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

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2차 계통에 의한 열제거 증가 과도사건에 대한 기본 검토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열제거 증가를 가져오는 보통 발생빈도의 초기사건 중 가장 심각한 결과를 가져

오는 과도를 확인하고,

2. 그러한 가장 제한적인 초기사건에 대하여 발전소가 핵연료 손상 및 계통 압력에 

관한 기준이 만족되도록 과도상태에 반응하는지 확인한다.

보통빈도사건에 대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 20, 22, 26, 및 

28조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은 설계 압력의 110%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최소 핵비등이탈율이 적절한 상관식(심사지침서 4.4 참조)에 근거하여 95/95 핵비

등이탈율 제한치 이상으로 유지됨을 보장함으로써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이 유

지되어야 한다.

3. 보통 발생빈도 사건은 독립적인 다른 고장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는 한, 보다 심

각한 발전소 조건을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

4. Regulatory Guide(이하 “RG") 1.105의 규제입장이 본 절에서 언급된 유형의 예상

운전과도에 대한 발전소의 응답에 대하여 적용된다.

5. 가장 제한적인 발전소 단일 고장(10 CFR 50 부록A의 정의에 따름)이 RG 1.53을 

근거로 선정되어야 하며 이는 해석에서 가정되어야 한다.

과도한 열제거로 인한 과도현상 해석은 규제기관에 의해 승인된 방법론과 전산코드를 

사용하는 등, 허용가능한 해석적 모델을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만약 승인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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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른 해석방법이 신청자에 의해 사용되었다면, 이 방법들의 허용성 여부에 대해 평

가되어야 한다. 새로운 일반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심사지침서 15.0.2절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

해석적 모델에 사용된 매개변수 값은 적절히 보수적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변

수 값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1. 초기출력 준위는 출력 측정 불확실도에 대한 별도의 정당성이 없는 한 해석시 가

정한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 수에 대응되는 정격출력에 2%의 출력 측정 불확실

도를 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석시 가정한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 수는 해당 

사고의 결과를 최대화시키는 운전조건에 해당되는 유로 수이어야 한다.

2. 불확실도 방법론 및 평가를 통해 다른 보수적인 요소를 정당화하거나, 안전성분

석보고서 4.4에서 다른 방법으로  불확실도가 반영되지 않는 한, 최대 반응도 제

어봉의 고착 상태에서 최대 시간 지연을 가정하는 등 보수적인 비상정지의 특성

을 가정한다.

3. 감속재온도 계수, 기포 계수, 도플러 계수, 축방향 출력 분포, 반경방향 출력 분포

의 여러 조합이 가장 제한적이 되도록 노심 연소도를 선정한다.

4. 사고완화 계통은 RG 1.105에 따라 계기의 부정확도에 따른 여유도를 고려한 설정

치에서 작동한다고 해석시에 가정한다. RG 1.105의 만족여부는 계측제어분야 담

당부서에서 결정한다.

III. 검토절차

다음의 절차는 건설허가, 운영허가 심사시 모두 사용된다. 건설허가 심사시에는 분

석에 사용된 계통변수 및 설정치의 값이 본질적으로 예비단계이므로 변할 수 있다. 운

영허가 심사단계에서 최종치가 해석에 사용되며, 검토자는 이들을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된 안전계통 설정치와 비교한다.

1. 초기사건을 유발하는 상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신청자가 과도한 열제거 

증가 과도에 대해 기술한 내용을 검토한다. 사건 발생후 안정상태에 이를 때까지

의 사건진행과정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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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 계측제어의 기능 수행을 가정한 정도

나. 발전소 및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 수행을 요구하는 정도

다.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계통의 기능 수행에 신뢰성 부여 여부

라. 필요로 하는 공학적 안전계통의 작동

마. 운전원 조치를 요구하는 정도

바. 제어봉 고착과 같은 고장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는 여유도

2.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열제거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초기사건이 다른 유사 사건보

다 제한적이 아니라고 기술되어 있다면, 검토자는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신청자

는 가장 제한적인 열제거 증가 과도 사건에 관해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이 

사고에 대해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 검토자는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검토자의 

도움으로 사고해석 결과를 허용 수준 이내로 제한하는데 필요한 보호계통, 공학

적 안전계통 등의 작동 시점을 검토한다.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 검토자는 계통

변수의 다양한 예측치를 원자로 정지 및 계통의 작동 설정치와 비교한다. 계측제

어분야 담당부서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7장의 계측제어계통 설계가 이 사고

에 대한 안전계통 작동 요구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필요에 따라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는 과도 추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통이나 

기기의 단일 능동고장의 영향을 평가한다. 이 검토 단계에서는 안전심사지침 4장

부터 9장까지 기술된 계통 검토절차를 사용한다.

4.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신청자가 노심 성능 평가와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주증

기계통의 압력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한 수학적 모델을 검토하여, 이 모델이 규제

기관에 의해 이전에 검토되어 승인된 것인지 확인한다. 사용된 모델이 검토 혹은 

승인된 적이 없을 경우, 그 모델에 대한 일반적 검토를 수행한다.

5. 모델의 입력값으로 사용되는 계통변수값, 노심 및 계통 초기조건을 검토한다. 사

고분석에 사용된 반응도계수와 제어봉 반응도가, 그리고 노심 연소도에 따른 반

응도의 기포계수, 도플러계수, 감속재온도계수의 변화값들은 특히 중요한 검토대

상이 되는 변수이다. 검토자는 선정된 노심 연소도가 최소여유도를 가질 것이라

는 신청자의 정당성을 평가하고, 사고해석에 사용된 반응도 변수값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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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최대 압력과 관련해서 분석결과를 본 안전심사

지침 II 절의 허용기준과 비교 검토한다. 다음 변수들에 대해서는 시간에 따른 변

화값을 검토한다.

- 원자로 출력

- 열속 (평균치와 최대치)

-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 최소 핵비등이탈률

- 냉각재 상태(입구온도, 노심평균온도, 평균 및 고온채널의 출구온도, 증기 분율)

- 증기관 압력

- 격납건물 압력

- 압력방출밸브 유량

-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격납건물 계통으로의 유량 (만약 적용 가능하다면)

본 심사지침서 I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중요한 변수들의 값이 예상되는 범

위 내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유사한 다른 발전소의 값들과 비교한다.

Once-through 증기발생기와 상대적으로 작은 가압기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경

우, 과도상태 동안 기포가 생성되고 고압안전주입이 자주 발생하여 자연순환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증기발생기의 과냉각과 관련된 주요 관심사이다.

이와 같은 자연순환 상실은 안전주입계통 노즐의 작동(thermal cycling)과 일차계

통의 안전감압밸브의 작동과 같은 안전관련계통의 과도한 작동에 기인하여 가압

열충격현상(pressurized thermal shock)을 일으킬 수 있다. 증기관까지 물이 차서 

설계부하 이상의 부하를 생산하는 증기발생기 과충수(overfilling)도 이와 같은 현

상을 유발한다. 상기 현상들은 보조급수유량의 자동 공급과 증기발생기 수위제어,

그리고 주급수계통의 설계 변경으로 해결될 수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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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검증계산(필요하다면)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많은 과도현상이 2차 계통에 의한 열제거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보통 빈도로 일

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과도현상으로서 급수계통의 오동작, 또는 증기발생기 압력방출

밸브나 안전밸브의 부주의한 개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상적인 과도현상

들을 검토하였다. 노심열적여유도와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주증기계통의 압력 관점에서 

가장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 과도현상은 사고이다.

보통 빈도로 발생되는 2차 계통에 의한 열제거 증가 사고해석은 타당하며,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제요

건을 만족하고 있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8

조의 규제요건을 만족하는데 있어서, 사고해석은 이전에 검토되어 허용된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모델에 사용된 입력변수들이 검토

되었고 적절히 보수적이며 발전소 설계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단일고장 

기준에 관련된 RG 1.53 그리고 계기에 대한 RG 1.105가 만족된다고 결론지었다.

2. 신청자는 본 사고시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아서 핵연료 건전성이 유지

됨을 입증하였으며, 따라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6

조 및 제28조의 규제요건이 만족됨을 보였다.

3. 신청자는 신뢰가 부여된 모든 계측기들이 가용하고, 보호계통의 자동 및 수동작

동은 계측기의 규정된 운전영역 안에서 감시되는 변수값에서 이루어짐을 입증함

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제요건이 만족됨을 

보였다.

4. 신청자는 사고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제한치가 초과되지 않고, 결과적인 누설

량이 허용제한치 이내에 있음을 입증하도록 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요건이 만족됨을 보였다. 이 요건은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

의 최대 압력이 설계압력의 110%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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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자는 고착 제어봉에 대한 여유도를 고려한 상태에서 본 사고동안 적절히 반

응도를 제어하여 연료손상허용한계를 넘지 않는 것을 보임으로써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8조의 요건이 만족됨을 보였다.

6. 사고의 전개과정이 소내 또는 소외전원 상실을 보수적으로 고려하였으므로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를 만족하였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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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 제어계통)

7. 전력산업기술기준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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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9. Regulatory Guide 1.53, "Application of the Single Failure Criterion to Nuclear

Power Plant System Protection."

10. Regulatory Guide 1.105, "Instrument Spans and Setpoints."

11. NUREG-0737, "Classification of TMI-2 Action Plan Requirements."

12. US NRC, "Fuel System Design," Section 4.2 of NUREG-0800, 2007.

13. US NRC, Section 15.1.1-15.1.4 of NUREG-080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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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1.5절 증기관 파단사고

검토주관 : 사고해석분야 담담부서

I. 검토분야

주증기관이 파단되어 파단부위를 통해 증기가 외부로 방출되면, 증기유량은 증가하

게 되고, 그 증기유량은 증기압력이 감소됨에 따라 차차 감소한다. 증기유량 증가는 원

자로냉각재 열제거를 증가시키므로 냉각재 온도 및 압력의 감소를 가져온다. 냉각재 온

도 감소는 음의 감속재온도계수에 의해 노심 반응도 증가를 야기하고, 노심 반응도 증

가는 출력준위의 증가와 정지여유도의 감소를 가져온다. 만약 발전소가 출력 운전중이

면 원자로는 자동적으로 정지되고, 주증기 및 주급수관 격리밸브는 자동적으로 닫힌다.

붕괴열은 건전한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이차계통 안전밸브 및 대기방출밸브로 증기를 

방출시킴으로써 제거된다. 보조급수계통은 건전한 증기발생기로 보충수를 공급한다.

증기관 파단 과도현상에 대한 분석은 파단부위에서의 방출률에 민감하기 때문에,

격납건물 내부 및 외부에서의 파단크기의 범위를 평가하여 계통 응답에 대한 만족 여

부를 결정한다. 과도현상과 그 영향은 가정된 초기 출력준위와 운전 형태 (예를 들면,

고온정지, 전출력, 루프가 1개, 2개 혹은 3개인 운전)에 의존한다. 여러 초기조건에 대

한 평가를 수행하여 어떤 조건이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정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 원자로 및 노심의 초기조건

- 수력학적 불안정성 영향을 포함한 열수력 해석방법

- 원자로보호계통의 작동시간 지연 그리고 원자로 정지시간 등이 포함된 사고진

행 추이

-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보조계통의 작동 가정

- 사고결과에 미치는 영향 관점에서 원자로보호계통의 기능 및 운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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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를 안전정지 조건으로 유지, 보장하기 위한 운전원 조치

- 파단 부위를 통한 과도한 증기방출로 인한 노심 출력 폭주

- 노물리에 영향을 주는 변수

다음 계통변수가 예상 범위 내에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해석 결과를 검토한다.

-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 증기발생기 압력

- 유체 온도

- 핵연료피복재 온도

- 증기 방출유량

- 증기 및 급수유량

- 안전밸브 및 압력방출밸브의 유량

- 가압기 및 증기발생기의 수위

- 원자로 출력

- 노심 반응도

- 고온 및 평균수로 열속

- 최소 핵비등이탈률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 및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사고 전개과정을 검토한다.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

기 위한 원자로보호계통, 공학적안전계통 및 운전원 조치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해

석적 방법을 검토하여 수학적 모델 및 전산 코드가 이전에 검토․승인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해석적 방법의 기 승인이 없었다면 검토자는 새로운 해석 모델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수행한다.

검토연계분야

본 절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과도 및 사고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은 심사지침 15.0절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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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능 영향평가에 관해서는 심사지침 부록 15.1.5-1 에 따라 검토한다.

3. 노심의 해석적 모델에 사용된 매개변수 값들이 발전소 설계, 특정 운전조건에 적

합한 것인지, 핵연료 피복재 손상한계와 관련한 허용기준이 적합하게 결정되었는

지 검토한다. 노물리, 핵연료 설계, 노심 열수력과 관련한 수치적 자료들은 심사

지침 4.2, 4.3, 4.4절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4. 보조급수계통이 소내 또는 소외전원이 공급되는 어떠한 상태에서도 단일 능동 기

기 고장을 가정하였을 때 주증기관 파단에 대하여 필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 안전심사지침 10.4.9절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5. 배관의 분사반동 효과와 기기 지지대를 포함한 방출(blow down) 부하의 효과는  

안전심사지침 3.6.2절과 3.9.1절에서 3.9.3절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또한 안전

심사지침 3.9.3절에 따라 안전밸브 또는 압력방출밸브에 대한 설계기준을 검토한

다.

6. 안전심사지침 5.2.3절 및 5.3.1절 검토주관부서가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및 원자로

용기의 파괴인성 특성을 검토한다.

7. 안전심사지침 6.2.1절에 따라 증기관 파열시 격납건물의 기능에 미치는 압력과 온

도 효과 관점에서 격납건물의 거동을 평가한다. 또한 파단 부위로부터 방출되는 

질량 및 에너지 방출량을 계산하는 해석적 방법론을 안전심사지침 6.2.1.4절 검토

주관부서가 검토한다.

8. 원자로 및 발전소 보호 및 안전관련 계측제어 계통이 안전해석에서 가정한 대로 

기능을 발휘하는지 평가한다. 이를 위해 보조 또는 공유계통과 함께 자동작동, 원

격감지, 지시, 제어, 연동과 관련하여 안전심사지침 7.1절에서 7.7절의 검토주관부

서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사건전개과정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보조급수계

통의 자동 또는 수동 작동과 제어실의 유량 지시를 보장하기 위한 계측제어 장치

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다. 또한 잠재적인 우회 모드와 운전원의 수동 제어 가능

성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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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증기관 파단사고를 검토하는 일반적인 목표는 대형 주증기관의 양단파단과 같은 최

대 파단에 대해서도 일차 원자로냉각재계통이 안전한 상태로 유지됨을 확인함으로써 

단기 및 장기 노심 냉각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있다. 주증기관 파단사고에 

적용되는 규제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 예상되는 모

든 범위에 걸쳐 주요 변수 및 계통상태를 감시할 수 있고, 이들을 규정된 운전범

위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측 및 제어설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 안전에 중요한 기

기, 구조물, 계통 등이 예상운전과도상태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에 작동 가능하도

록 소내 및 소외전원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전력계통은(다른 하나는 

상실된 것으로 가정하고) 예상 과도상태 시에는 연료허용손상한계 및 원자로냉각

재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으며, 사고 시에는 노심냉각, 격납건물 건전

성 및 그 외 필수기능이 유지되도록 충분한 용량과 능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 

요건은 소외전원상실을 단일고장이 아니라 각 사건의 등급 변경없이 사고해석시 

가정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따라서 신청자는 증기관 파손에 대한 해석시 단일고

장과 함께 소외전원상실을 고려해야 한다.

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제어계통) : 원자로냉각재

계통은 연료허용손상한계를 넘지 않고 노심냉각 능력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여유

도를 갖고 설계되도록 요구한다. 본 요건에 대한 만족은 증기관 파단사고 분석결

과 노심의 압력경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응력을 받지 않았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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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손상한계를 만족하며, 또한 비상노심냉각계통과 반응도제어계통의 기능 상

실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제공한다.

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가 취성 거동을 갖지 않고, 파단이 급속히 전파될 가능성

을 최소화하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가지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한다.

마.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비상노심냉각장치) : 원자로냉각

재계통과 관련 보조계통이 충분한 비상노심 냉각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한다.

적절한 붕괴열 제거, 원자로냉각재펌프 건전성 및 운전과 관련된 요건은 10 CFR

50.34 (f)(2)(xii) 및 10 CFR 50.34(f)(l)(iii)에 각각 설정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의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심사지침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

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

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

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주증기계통의 압력은 잠재적 취성 손상과 연성 손상을 고려

하여 허용 설계제한치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허용 가능한 상관관계식을 기초로 95/95 핵비등이탈률 제한

치 이상이면 핵연료 건전성은 유지된다는 근거를 기초로 노심 손상 가능성을 평

가한다 (안전심사지침 4.4절 참고). 즉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상기 제한치보다 낮은 

모든 핵연료는, 수력학적 불안정성의 영향을 포함한 허용가능한 핵연료손상 모델

에 근거하여(안전심사지침 4.2절 참고) 이보다 더 적은 수의 핵연료 손상이 일어

난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한, 모두 손상된다고 가정되어야 한다. 또한 계산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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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손상 정도는 노심이 정위치를 유지하고 노심냉각 능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충분히 제한되어야 한다.

3. 증기관 파단사고 시 방사선량 평가에 대한 허용기준은 이 절의 부록 15.1.5-1 에 

제시되어 있다.

4.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건전성은 유지되어야 하며, 교류전원 상실이나 격납건물 격

리가 펌프 밀봉 손상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5. 보조급수계통 또는 다른 붕괴열 제거 수단은 안전등급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작

동이 요구될 때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6.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조건은 TMI 현안 항목 II.K.3.5의 해결결과에 따라야 한다.

발전소 초기조건과 계통고장 가정을 기술하기 위한 주요변수의 가정은 다음과 같다.

1. 과도현상의 초기에 가정된 원자로 출력과 운전 루프 수는 사고결과를 최대화하는 

운전조건이어야 한다. 이 초기조건들은 핵증기공급계통의 특정 설계에 따라 바뀌

어질 수 있으며, 가장 보수적인 출력 준위와 발전소 운전 모드의 조합을 결정하

기 위한 민감도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감도 분석은 일반적 보고서에 

수록될 수 있으며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참고문헌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2. 소외전원 상실과 그 상실 시간에 관한 가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 가정이 사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소외전원 상실은 증기관 파단과 동시에 

혹은 사고 진행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으며, 또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발

전소 설계특성에 따라 가장 보수적인 가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소외전원상실을 가정하지 않는 것이 노심 및 원자로계통에서의 열제거를 

최대화하여 노심 반응도 궤환 및 격납건물 압력을 최대화 할 수도 있음에 주의 

한다. 해석시에는 소외 전원상실이 원자로냉각재펌프와 주급수펌프 정지에 미치

는 영향, 보조급수 유량의 작동 시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고진행 과정에 미

치는 영향 등이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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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전원상실은 가장 보수적인 단일고장과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이것은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근거하고 있다).

3. 증기관 파단이 다른 계통에 미치는 영향(배관 휩, 분사 충돌, 반응력, 온도, 습도 

등)이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 및 부록 3.6.2-1과 같은 방법으로 고찰되어야 한다.

4. 가장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단일 능동기기의 고장을 가정하여야 한다. 소외전

원상실은 가장 보수적인 단일고장과는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가정된 단일고장

으로 인해 한 개 이상의 증기발생기가 감압되거나, 주급수 격리가 실패할 수도 

있으며, 과도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요구되는 어떤 계통에서 단일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

5. 최대 반응도가 제어봉이 완전히 인출․고착되었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제어봉의 위

치에 따른 적절한 반응도가 특성곡선이 사용되어야 한다. 고착 제어봉 위치에서

의 국부적인 출력첨두 현상이 고찰되어야 한다. 국부 출력첨두 현상은 정지제어

봉이 노심에 낙하하는 초기 기간과 노심냉각에 의한 반응도 궤환으로 재임계에 

도달하는 기간동안 DNBR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6. 감속재온도계수, 기포계수, 도플러계수, 축방향 출력분포, 반경방향 출력분포의 여

러 조합이 가장 제한적이 되도록 노심연소도를 선정해야 한다.

7. 증기관 파단사고 분석시 가정되는 초기 노심유량은 보수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기술지침서를 근거로 최소 노심유량이 선택되면, 최소 핵비등이탈률 여유도를 갖

게 된다. 그러나 증기관 파단사고 분석에 있어 이 값이 가장 보수적인 가정이 아

닐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최대 초기 노심유량으로 인해 원자로냉각재계통이 더욱 

더 냉각 및 감압이 잘 되면, 정지여유도가 줄어들고 노심이 재임계 상태에 도달

해 출력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어떤 초기 노심유량이 가장 보수적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정된 초기 노심유량이 가장 보수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8. 몇 개의 냉각재 유로로 구성되는 발전소에서는 증기관 파단사고로 인해 노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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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 온도분포가 초래된다. 비대칭 노심 온도는 국부 출력분포와 DNBR 분석에 

영향을 미친다. 원자로용기 하부 공동과 강수부(downcomer)에서의 유량 혼합에 

대한 가정은 노심 온도분포, 반응도 궤환 및 국부출력 예측에 영향을 미친다. 유

량 혼합에 대한 가정은 최대 노심 국부출력과 DNBR을 보수적으로 예측할 수 있

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9. 주증기관 중 비내진등급으로 분류된 증기관(격납건물 밖과 주증기차단 밸브의 하

류)에서 지진으로 인한 가상 증기관 파단 사고해석시, 사고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서는 안전등급 기기만 작동되도록 가정되어야 한다.

10. 주증기관 중 내진등급으로 분류된 증기관(격납건물 내부 및 주증기 격리밸브의 

상류)에서 증기관 파단 사고해석시 안전등급 기기만이 작동되도록 가정되어야 한

다. 또한 만약 능동기기에 단일 오동작이나 고장을 가정한다면, 사고 결과를 완화

시키기 위해 비안전등급 지원 기기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11. 사고후 초기 10분 동안 운전원 조치가 요구된다면(예,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 운

전원의 지연 혹은 실수를 평가하기 위해 가장 제한적인 결과에 대한 분석이 수행

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본 검토절차는 심사지침 허용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허용기준과의 차이가 

있다면 검토자는 신청자가 본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을 대체하고자 제안한 것이 규제기

관의 규제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어떻게 허용가능한 방법인지 평가한 것을 검토한다.

다음의 절차는 건설허가, 운영허가 검토시 모두 사용된다. 건설허가 심사시에는 분

석에 사용된 계통변수 및 설정치의 값이 본질적으로 예비단계이므로 변할 수 있다. 운

영허가 심사단계에서 최종치가 해석에 사용되며, 검토자는 이들을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된 안전계통 설정치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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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자는 해석모델과 가정의 허용성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가. 해석모델의 입력값으로 사용된 계통 변수값과 노심 및 계통 초기조건을 검토

한다. 특히 해석에 쓰인 반응도계수, 제어봉 반응도가와 노심연소도에 따라 변

하는 감속재온도계수, 기포계수, 도플러계수의 변화가 중요하다. 검토자는 최

소 여유도를 갖는 노심연소도가 선정되었음을 보이는 신청자의 정당성을 평가

한다. 또한 사고해석에 사용된 핵비등이탈 상관식과 반응도 변수값 같은 노심 

관련 변수들을 검토한다. 유사 발전소에 행해진 허용가능한 분석과 비교하거

나 필요에 따라 전형적인 발전소에 대해 수행한 검증계산 결과를 비교함으로

써, 격납건물 외부의 파단에 대해 계통으로부터 방출되는 이차측 냉각재량이 

보수적으로 계산되었음을 확인한다.

나. 신청자가 제시한 식, 민감도 분석,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다. 해석모델은 원자로냉각재계통(1차), 증기발생기 (2차), 보조계통을 모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 검토연계분야의 검토자는 아래의 기능 요

건을 평가한다.

1) 원자로정지 신호: 원자로 비상정지 신호에 부여된 신뢰성을 검토하여 사고 

하에서 계측제어계통이 가정된 응답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한다.

2) 비상노심냉각계통: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작동에 부여된 신뢰성을 검토하여 

계측제어계통이 가정된 응답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3) 보조급수계통 : 사고 및 그 후의 정지상태동안 손상되지 않은 증기발생기

로 적절한 보조급수유량을 공급하는 보조급수계통의 가동성을 평가한다.

보조급수계통 설계는 다양성을 갖추고 자동 및 수동 작동 모두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필요한 운전원 조치를 규명하고 그 조치를 완료하는데 필

요한 시간을 확립하기 위해 가동전 시험이 규정되어야 한다.

라. 다음 변수에 대해 시간에 따른 변화를 검토한다.

- 원자로출력

- 열속 (평균 및 최대)

- 노심 총 반응도

-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 최소 핵비등이탈률

- 냉각재 상태(입구온도, 노심평균온도, 평균 및 고온채널의 출구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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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봉 상태(핵연료중심선 최대온도, 최대 피복재온도, 핵연료 최대엔탈피)

- 증기발생기 압력

- 격납건물 압력

- 압력방출밸브나 안전밸브의 유량

- 방출 유량

- 증기관 유량 및 급수유량

- 가압기 및 증기발생기의 수위

본 심사지침 I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중요한 변수들의 값이 예상되는 범위 

내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유사한 다른 발전소의 계산값들과 비교한다.

2. 사고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통과 기기의 단일 능동고장의 영향을 평가한

다. 소외전원상실은 단일고장과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검토 단계에서는 

안전심사지침 5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10장에 기술된 계통 검토절차를 따른다.

검토자는 또한 단일고장으로 인해 한 개 이상의 증기발생기에서 증기가 방출되거

나, 주급수 격리가 실패되어 노심의 반응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도 고려한다.

3. 밸브 방출률과 응답시간(주급수 및 보조급수 격리밸브, 터빈 및 주증기 격리밸브,

증기발생기 및 가압기의 압력방출밸브 및 안전밸브의 개폐시간 포함)이 사고 분

석에 보수적으로 고려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가동전 시험 수행 계획이 안전성분

석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가동전 시험에는 원자로 비상정지 

지연시간, 보조급수계통 작동에 필요한 기동 지연시간, 안전주입신호 지연시간,

그리고 발전소를 안전정지시키는데 필요한 고농도 붕소용액 수송 지연시간 등에 

대한 검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상기 자료에 기초를 두고 증기관 파단사고의 방사능 영

향을 안전심사지침 부록 15.1.5-1절에 기술된 방법으로 평가한다.

5. 주 검토부서의 요구에 따라 검토연계분야의 부서는 본 심사지침 I절에 기술된 검

토분야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공한다. 검토자는 이 자료를 사용하여 검토 절차가 

완결되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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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조급수계통의 신뢰도 및 운전성은 증기계통 배관 파단에 대한 보조급수계통 성

능 요건과 관계된 10 CFR 50.34(f)(l)(ii)와 10 CFR 50.34(f)(2)(xii)의 요건을 만족하

고 있는지 검토한다.

7. 교류 전원상실이나 밀봉냉각재 손실(격납건물 격리로부터 야기되는)시 원자로냉각

재펌프 밀봉의 신뢰성과 건전성은 10 CFR 50.34(f)(1)(iii)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

는지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필요시 검증계산 수행)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가상의 증기관 파단사고 결과가 제어봉의 삽입, 노심 냉각능력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8조, 제30조 및 

TMI Action Plan 항목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 결론은 다음과 

에 근거한다.

1. 신청자는 신뢰가 부여된 모든 계측기들이 가용하고, 보호계통의 자동 및 수동작

동은 계측기의 규정된 운전영역 안에서 감시되는 변수값에서 이루어짐을 입증함

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제요건이 만족됨을 

보였다.

2. 신청자는 제어봉 삽입 기능 및 노심 냉각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핵연료 손상이 

제한됨을 입증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규제요

건을 만족하였다. 핵연료봉의 최소 핵비등이탈률은 ________ 이었고, 피복재가 손

상되는 핵연료봉 수는 _____ %이다.

3. 신청자는 가상사고시 일차계통 경계의 건전성을 입증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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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규제요건을 만족시켰다.

4. 신청자는 충분한 노심냉각과 반응도 제어(붕소 주입을 통해)를 제공하기 위한 비

상노심냉각계통의 타당성을 입증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30 조의 규제요건을 만족시켰다.

5. 소외전원 유무를 가정한(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여러 가지 운전모드 중 격납건물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증기관 파단사고의 분석

과 영향이 검토되었다. 분석에 사용한 수학적 모델은  이미 검토되고 승인된 바 

있다.

6. 이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된 변수들이 검토되었고, 충분히 보수적인 것으로 판명

되었다.

7. 방사능 방출은 승인된 전산코드와 사고시 발전소 거동에 대한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평가되었다. 방사선량 평가시 물과 증기 사이의 제염계수는 ________이 

사용되었고, χ/Q는 _______sec/cm3 로 사용되었다. 계산된 선량이 표 ____에 주

어졌다. 운영기술지침서에서의 일/이차 냉각재의 방사능농도 제한치는 증기관 파

단 사고해석시 10 CFR 100.11 선량제한치의 10% 이내를 유지하도록 제한되었다.

만약 사고가 옥소 스파이크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잠재 선량은 10 CFR

100.11의 선량제한치 이내이다.

8. 신청자는 증기계통 배관 파손시 붕괴열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된 보조급수 또는 

다른 검증된 계통의 적절성을 입증함으로써 10 CFR 50.34(f)(1)(ii)와 10 CFR

50.34(f)(2)(xii)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9. 신청자는 가상사고에도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건전성이나 운전성능을 입증함으로써 

10 CFR 50.34(f)(1)(iii)의 요건이 만족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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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2.1절  외부 부하상실

제15.2.2절  터빈정지

제15.2.3절  복수기 진공 상실

검토주관 :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보통 빈도로 발생이 예측되는 많은 초기사건이 이차계통에 의해 예기치 않은 열제

거 감소를 유발한다. 본 절에서 다루는 각 사고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각 해당 절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세부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외부 부하상실

외부 부하상실사고에서 전기적 과도상태는 발전기 부하의 상실을 초래한다. 이 부

하상실 상황은 소외 교류전원이 이용 가능하여 발전소 보조계통(원자로냉각재펌프

와 같은)이 운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15.2.6절의 교류전원상실 상태와는 다르다.

따라서 소내 비상디젤발전기는 외부 부하상실사고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발전기 

부하가 상실될 경우 터빈 조절밸브의 즉각적인 급속 폐쇄가 개시되며, 증기유량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증기발생기 이차측의 온도 및 압력이 증가한다. 이는 원자로

냉각재 온도의 증가, 냉각재 밀도의 감소, 가압기 수위 증가 및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증가를 초래한다. 이 때 원자로 설계 및 부하 감발 용량에 따라 원자로 정지

가 발생할 수도 있다. 통합 제어계통을 갖춘 가압 경수로의 경우에는, 터빈 조절

밸브를 조절하면 원자로 출력이 낮은 수준에서 운전될 수 있다.

모든 경수로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통의 한 개 또는 몇 개의 작동으로 현열 및 붕

괴열이 제거될 수 있다 : 증기방출계통, 복수기 증기우회계통, 비상노심냉각계통,

보조급수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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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빈 정지

터빈이나 원자로계통의 오동작으로 인해 터빈으로 흐르는 증기 유동이 갑작스럽

게 멈춤으로써 터빈이 정지한다. 이 사고는 터빈 정지밸브의 급속 폐쇄가 개시된

다는 점에서 외부 부하상실사고와 다르다. 터빈 정지밸브 폐쇄시간은 터빈 제어밸

브 보다 빠르기 때문에(0.1 초),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전형적인 발전소에 있

어 터빈 정지밸브에 있는 위치 스위치가 터빈 정지를 감지하여 원자로를 정지시

킨다. 이 과도상태의 나머지 부분은 외부 부하상실사고와 유사하다.

3. 복수기 진공상실

복수기 진공상실은 터빈 정지를 초래할 수 있는 오동작의 하나이다. 따라서 터빈

정지 사고와 같은 사항이 적용된다. 또한, 계통 상호작용에 의해 복수기 진공상실

은 저 흡입압력에 의한 급수펌프 정지를 초래한다. 첨두압력에 이르는 초기조건들

이 1차측 및 2차측에 있어 각각 다르기 때문에, 1, 2차 계통 첨두압력에 대한 별

개의 해석이 필요하다.

4. 상기 과도상태들에 대한 검토 대상에는 사건경위, 해석모델, 해석모델에 사용된 변

수 값, 사건의 예측결과 등이 포함된다.

가. 사건경위에 대해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한다.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 보호계통, 공학적 안전설비, 원자로를 보호하고 안전한 상태

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전원 조치 등에 대한 가정사항들을 집중 검토한다.

나. 해석방법들을 검토하여 수학적 모델 및 전산 코드가 이전에 검토․승인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해석방법 또는 전산 코드가 이전에 검토된 적이 없다

면 검토자는 새로운 해석 모델 또는 전산 코드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수행한다.

다. 관련된 계통변수의 예측치가 해당 원자로 노형에 대해 예상되는 범위 이내이

며, 과도상태의 예측된 결과가 II절에 기술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석결과를 검토한다.

라.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는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을 포함하여 해석모델에 사

용된 모든 변수 값을 검토한다. 원자로심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4.2,

4.3, 4.4절에 대한 검토주관의 일부로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석에 기술된 노

물리, 핵연료 설계, 노심 열수력 자료를 검토한다. 또한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RCPB : Reactor Coolant Pressure Boundary)의 과압보호 타당성에 대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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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석보고서 5.2.2절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본 절과 연계된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과도상태 및 사고해석에 대한 일반 정보는 안전심사지침 15.0절에 제시되어 있다.

2. 설계기준사고와 관련된 방사선학적 영향은 안전심사지침 15.6.5.1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3. 원자로 및 발전소 보호 및 안전 계측제어계통이 자동 동작, 원격감지, 지시, 제어,

보조 및 공유계통과의 연동 등과 관련하여 안전성 분석에서 가정한대로 기능을 발

휘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건경위의 계측제어 측면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

지침 7장 주관검토부서가 수행한다.

4. 잠재적 우회모드와 운전원의 수동제어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2절,

7.3절, 7.4절 및 7.5절 주관검토부서가 수행한다.

5. 운영기술지침서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절 주관검토부서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한다.

1.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AOO)시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

하지 않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2. 적절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상되는 범위에 걸쳐서 변수 및 계통들을 감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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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계측장치와 이러한 변수 및 계통들을 규정된 운전범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제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3.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관련 보조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압력경계가 파

손(breach)되지 않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4.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

도록 소내 및 소외 전력계통이 설치되어야 한다. 각 전력계통(다른 계통이 가용하

지 않다는 가정 하에서)의 안전기능은 연료허용손상한계와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의 설계기준이 예상운전과도시 초과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 및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다(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5. 예상운전과도시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도록 반응도 변화를 제어할 수 있

는 계통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반응도 제어는 제어봉 고착과 같은 고장에 대

해 적절한 여유도를 갖도록 함으로써 성취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의 본 절에서 상기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은 다

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I절에 기술된 초기사건들에 대한 검토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이차측에 의해 예기치 않은 열제거 감소를 가져오는 보통 빈도의 사건 중 특히 

1,2차측 압력 및 장기 붕괴열 제거측면에서 가장 제한적인 사건을 확인한다.

나. 가장 제한적인 사건에 대해 예측된 발전소의 응답이 핵연료 손상 및 계통 압력

에 대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다. 사건 해석시 가정된 발전소 보호계통 설정치들이 Regulatory Guide(이하 "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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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에 기술된 바대로 적절한 측정 허용 오차를 고려하여 선정되었는지 확인

한다.

라. 사건 평가시 RG 1.206의 규제지침에 따라 단일 고장, 운전원 실수, 비안전 계통

의 작동 등이 고려되었는지 확인한다.

2. 보통 빈도 사건에 대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0조, 제

22조, 제24조, 제28조의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압력은 설계압력의 110% 미만으로 유지되어

야 한다.

나.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적절한 상관식에 근거하여 95/95 핵비등이탈률 제한치 이

상이 되게 하여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 보통 빈도 사건은 독립적인 다른 고장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는 한, 보다 심각

한 발전소 조건을 유발시켜서는 안된다.

라. 안전심사지침의 본 절에 기술된 유형의 예상운전과도 사건들에 대한 발전소 응

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RG 1.105의 요건들이 사용된다.

마. 가장 제한적인 발전소 계통 단일 고장은 RG 1.53의 지침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요건에 따라 해석시 가정되어야 한다.

바. 과도상태 및 사고시 비안전관련 계통의 동작과 능동 및 수동 계통(특히 수동 

계통의 역지밸브의 동작)의 단일 고장이 SECY 77-439, SECY 94-084 및 RG

1.206의 지침에 따라 평가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3. 해석모델에 쓰인 변수 값은 적절히 보수적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변수 값들은 

허용가능하다.

가. 초기 원자로 출력은 정격(허가) 노심 열출력에 2%의 출력 측정 불확실도를 고

려하여 102%이다. 이는 더 작은 불확실도 값이 측정 불확실도 방법론 및 평가를 

통해 정당화되거나, 출력 측정 불확실도가 다른 방법으로 고려되지 않는 한(안전

심사지침 4.4절 참조) 적용된다. 원자로냉각재 유량은 정격 설계유량에서 유량 

측정 불확실도를 감한 값이다.

나. 최대 반응도 제어봉이 노심에서 인출된 상태에서 최대 시간 지연을 가정하는 

등 보수적인 비상정지 특성을 가정한다. 이는 다른 보수적인 인자가 불확실도 

방법론 및 평가를 통해 정당화되거나, 불확실도가 다른 방법으로 고려되지 않는 

한 적용된다(안전심사지침 4.4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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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속재온도계수, 기포계수, 도플러계수, 축방향 출력분포, 반경방향 출력분포의 

조합이 가장 제한적이 되도록 노심 연소도를 선정한다.

라. 해석시 사고완화계통들은 RG 1.105에 따라 계기 불확실도 허용범위를 고려한 

설정치에서 작동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III. 검토절차

다음의 절차는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검토시 모두 사용된다. 건설허가 검토시에는 

분석에 사용된 계통변수 및 설정치의 값이 예비설계 값으로서 변경될 수 있다. 운영허

가 검토시에는 최종설계 값이 사고해석에 사용되어야 하며, 검토자는 이 값들을 운영

기술지침서에 포함된 안전계통 제한설정치와 비교한다.

1. 사건 개요에 대해 초기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검토한다. 또한 사건발생 후 안정

상태에 이를 때까지의 사건 진행과정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 계측제어의 기능 수행을 가정한 정도

나. 발전소 및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 수행을 요구하는 정도

다.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계통의 기능 수행에 대한 보장여부

라. 필요로 하는 공학적안전설비의 작동

마. 운전원 조치를 요구하는 정도

바. 제어봉 고착과 같은 고장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는 여유도

사. 계통 및 운전변수의 계측 불확실도에 대한 적절한 고려 

2. 특정 과도현상이 다른 유사 과도현상보다 제한적이 아니라고 기술되어 있다면, 그 

정당성을 평가한다. 신청자는 가장 심각한 열제거 감소 과도현상에 관해 정량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 과도현상의 결과를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는데 필요한 보호

계통, 공학적안전설비, 기타 계통의 적절한 작동 시점을 검토한다. 계통 변수의 예상 

변화치를 다양한 종류의 원자로정지 및 계통 작동 설정치와 비교한다.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자동 개시, 작동 지연, 우회 모드, 연동장치, 그리고 운전원 조치가 필요

하거나 예상된다고 기술되어 있을 경우 수동운전의 타당성에 대해 자문한다.

3. 필요한 정도까지, 과도현상의 전개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통이나 부품의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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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고장의 영향을 평가한다. 소외전원상실은 단일고장으로 고려될 수 없다. 각각의 

열제거 감소 과도현상은 단일 능동고장과 함께 소외전원이 상실된 상태 및 소외전

원 가용 상태에 대해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의 검토를 위해서는 안전성분석

보고서 5, 6, 7, 8장에 대한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된 검토절차를 이용한다.

4. 노심 성능을 평가하고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압력을 예측하기 위해 사

용된 수학적 모델을 검토하여, 이 모델이 이전에 검토되어 승인된 것인지 확인한다.

사용된 모델이 검토 혹은 승인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가 제안한 모델에 대한 일

반적인 검토에 착수한다.

5. 모델에 입력으로 사용된 계통변수값,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들을 검토한다. 그 중

분석시 사용된 반응도 계수와 제어봉 반응도 값, 노심 연소도에 따른 반응도의 기

포계수, 도플러계수, 감속재온도계수의 변화는 특히 중요하다. 선정된 노심 연소도

에서 최소 여유도를 가질 것이라는 타당성 입증자료를 검토한다.

6.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핵연료 건전성, 사건이 더 심각하게 될 가능성, 그리고 원자로

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최대 압력 등과 관련하여 II절에 제시된 허용기준과 비

교한다. 이를 위해 시간에 따른 다음 변수들이 검토된다.

가. 원자로 출력

나. 열속(평균치와 최대치)

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라. 최소 핵비등이탈률 

마. 냉각재 상태(입구온도, 노심 평균온도, 평균채널 및 고온채널의 출구온도, 증기분률)

바. 증기관 압력 

사. 격납건물 압력 및 온도

아. 안전밸브 및 압력방출밸브 유량

자.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격납건물 계통으로의 유량 (만약 적용된다면)

제한적인 과도상태에 있어 중요한 변수들의 값이 예상된 범위 내에 있는지 파악하

기 위해서 다른 유사한 발전소의 값들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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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검토결과 (필요시 

검증계산 포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

성한다. 검토자는 또한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한 근거를 기술한다.

검토자는 보통 빈도로 발생이 예상되는 이차계통에 의한 예기치 않은 열제거 감소를 

초래하는 과도상태에 대하여 발전소 설계가 허용가능하며, 예측된 발전소 응답이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8조의 요건들

을 만족한다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의 확인에 근거한다.

1. 신청자는 이 사건에 대해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여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및 제28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또한 

발전소의 과도상태가 예기치 않은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감소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이 사고로 인해 원자로냉각재 압력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고 최종 누설이 허

용기준 이내임을 입증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요

건을 만족하였다.

2. 신청자는 신뢰하는 모든 계측장치가 이용가능하고 보호계통이 자동이든 수동이든 

계기의 규정된 운전범위 이내인 감시 변수 값에서 작동됨을 입증함으로써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3. 보통 빈도로 발생이 예상되는 초기사건은 다음과 같다.

가. 터빈정지

나. 외부 부하상실

다. 증기압 조절기 오동작

라. 복수기 진공상실

마. 발전소 보조계통용 비비상교류전원 상실  

바. 정상급수유량 상실

4. 이러한 가상 사건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과도상태의 검토결과, 노심 열적 여유도,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주증기계통의 압력에 대한 가장 제한적인 과도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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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확인하였다. 이 과도상태는 이미 검토 승인된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신청자에 의해 평가되었다. 이 모델에 입력으로 사용된 변수는 검토결과 적절히 보

수적이며 RG 1.105의 권고에 따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과도상태의 해석결과에 의

해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미만으로 감소하지 않음을 보장함으로써 피복재 건

전성이 유지되고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주증기계통 내의 최대 압력이 설계압력의 

110%를 초과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5. 신청자는 이 사건에 대해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제28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또한,

원자로냉각재 압력 제한치가 초과되지 않고 최종 누설이 허용기준 이내임을 입증함

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6. 신청자는 단일고장 기준에 관한 RG 1.53, SECY 77-439, SECY 94-084 및 RG 1.206

의 규제 입장과, 안전관련 계통 및 기기의 계기 작동에 관한 RG 1.105의 규제 입장

을 만족하였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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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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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7. 전력산업기술기준 MN

8. ANSI/ANS-51.1-1983, "Nuclear Safety Criteria for the Design of Stationary

Pressurized Water Reactor Plants."

9. NUREG-0718, "Licensing Requirements for Pending Applications for Construction

Permits and Manufacturing Licenses."

10.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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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ECY-77-439, "Single Failure Criterion."

12. SECY-94-084, "Policy and Technical Issues Associated With the Regulatory

Treatment of Non-Safety Systems in Passive Plant Designs."

13. Regulatory Guide 1.206, "Combined License Applications for Nuclear Power

Plants (LWR Edition)."

14. Regulatory Guide 1.53, "Application of the Single Failure Criterion to Nuclear

Power Plant Systems Protection."

15. Regulatory Guide 1.105, "Instrument Spans and Setpoints for safety - related

system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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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2.6절 발전소 보조계통용 비비상교류전원 상실

검토주관 :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발전소 보조계통용 비비상교류전원 상실은 발전소 보조계통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

의 상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러한 상황은 외부(소외) 전력망 또는 소내 교

류전원 분배계통의 완전상실로 인해 일어날 수 있으며, 발전소 보조계통에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여전히 가용한 15.2.1절의 외부부하 상실사고와는 다르다. 주된 차이점은 

교류전원상실의 경우에는 초기사건에 의해 동시에 모든 원자로냉각재펌프가 정지한다

는 점이다. 이것은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의 감소뿐만 아니라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급격한 감소까지 야기한다.

터빈은 수초 내에 자동정지되고 원자로냉각재계통은 격리되어 냉각재의 압력과 온

도가 상승한다. 원자로는 자동정지된다. 디젤발전기가 자동 기동하여 필수 부하에 전

력을 공급한다. 현열(sensible heat) 및 붕괴열 제거는 증기방출계통, 복수기 증기우회

계통, 비상노심냉각계통 및 보조급수계통 등의 작동에 의해 수행된다.

교류전원 상실사건은 터빈 제어밸브의 급속 폐쇄로 인한 즉각적인 부하 감발, 응축

수 및 급수펌프의 전원상실로 인한 급수 상실, 복수기 진공상실에 따른 원자로 격리 

와 같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류전원 상실사건의 검토는 사고경위, 해석모델, 해석

모델에 사용되는 변수 값, 그리고 과도상태의 예상되는 결과를 포함한다. 세부 검토분

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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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사건경위에 대해 원자로보호계통, 공학적 안전설비, 원

자로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운전원 조치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검토

한다.

2. 해석적 방법을 검토하여 수학적 모델 및 컴퓨터 코드가 이전에 검토․승인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해석적 방법이 검토된 적이 없다면 새로운 해석 모델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수행한다.

3. 예측된 해석결과가 II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또한, 관련된 계통 변수

값이 해당 원자로 노형에 대해 예상되는 범위 이내인지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본 절과 연계된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과도상태 및 사고해석에 대한 일반 정보는 안전심사지침 15.0절에 제시되어 있다.

2. 설계기준사고와 관련된 방사선학적 영향은 안전심사지침 15.6.5.1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3. 원자로와 발전소의 보호 및 안전 계측제어계통이 자동 동작, 원격감지, 지시, 제어,

보조 및 공유계통과의 연동 등과 관련하여 안전성 분석에서 가정한대로 기능을 발

휘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건경위의 계측제어 측면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

지침 7장 주관검토부서가 수행한다.

4. 운영기술지침서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절 주관검토부서가 수행한다.

5. 보조급수 계통의 신뢰도가 NUREG-0737, II.E.1.1 및 II.E.1.2, NUREG-0660,

II.K.2.(1), CFR 50.34(f)(1)(ii) 및 10 CFR 50.34(f)(2)(xii)의 요건 및 지침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심사지침 10.4.9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는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의 협조를 통해 보조급수의 작동에 적절한 지연

시간이 가정되었는지 확인한다.

6. 원자로 노심의 해석모델에 사용된 변수 값들이 발전소 설계 및 명시된 운전조건과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핵연료 피복재 손상 제한치에 대한 허용기준을 확인하고, 안

전심사지침 4.2, 4.3, 4.4절 주관검토부서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석에 기술된 노

물리, 핵연료 설계, 노심 열수력 자료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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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한다.

1.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AOO)시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

지 않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17조).

2. 적절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상되는 범위에 걸쳐서 변수 및 계통들을 감시하기 

위한 계측장치와 이러한 변수 및 계통들을 규정된 운전범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제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3.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관련 보조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압력경계가 파

손(breach)되지 않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4. 예상운전과도시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도록 반응도 변화를 제어할 수 있

는 계통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반응도 제어는 제어봉 고착과 같은 고장에 대

해 적절한 여유도를 갖도록 함으로써 성취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의 본 절에서 상기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은 다

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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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보통 빈도 사건에 대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0조, 제22

조, 제28조의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압력은 설계압력의 110%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최소 핵비등이탈률(DNBR)이 적절한 상관식에 근거하여 95/95 DNBR 제한치 이상

이 되게 하여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3. 보통 빈도 사건은 독립적인 다른 고장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는 한, 보다 심각한 발

전소 조건을 유발시켜서는 안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및 제22조의 요건들에 대해 

Regulatory Guide(이하 “RG") 1.105의 규제입장이 본 절에서 언급된 유형의 예상운

전과도에 대한 발전소 응답에 대하여 적용된다.

5. 가장 제한적인 발전소 계통 단일 고장이 해석시 가정되어야 하며 RG 1.53의 규제입

장을 만족해야 한다.

비비상 교류전원상실사건에 대한 신청자의 분석은 허용가능하며 승인된 해석모델

에 근거해야 한다. 만약 신청자가 승인되지 않은 해석방법을 제안한다면 허용가능한 

것으로 승인할 것인지 평가한다.

해석모델에 쓰인 변수 값은 적절히 보수적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변수 값들은 허용

가능하다.

1. 초기 출력준위는 더 낮은 출력준위에 대해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초기조건

으로 가정한 운전 중인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 수에 대응되는 노심 열출력의 허

가출력에 2%의 출력 측정 불확실도를 더하여야 한다.

2. 최대 반응도 제어봉이 노심에서 인출된 상태에서 최대 시간 지연을 가정하는 등 

보수적인 비상정지 특성을 가정한다.

3. 감속재온도 계수, 기포 계수, 도플러 계수, 축방향 출력 분포, 반경방향 출력 분포

의 조합이 가장 제한적이 되도록 노심 연소도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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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완화 계통은 RG 1.105에 따라 계기의 불확실도에 따른 여유도를 고려한 설정

치에서 작동한다고 해석시에 가정한다.

III. 검토절차

건설허가 검토시나 운영허가 검토시 모두 아래의 검토절차를 따른다. 건설허가 검

토시에는 분석에 사용된 계통변수나 설정치 값들이 예비설계 값으로서 변경될 수 있

다. 운영허가 검토시에는 최종 설계값이 사고해석에 사용되어야 하며, 검토자는 이 값

들을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한 안전계통 제한설정치와 비교한다.

1. 사건 개요에 대해 초기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검토한다. 또한 사건발생 후 안정

상태에 이를 때까지의 사건 진행과정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 계측제어의 기능 수행을 가정한 정도

나. 발전소 및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 수행을 요구하는 정도

다.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계통의 기능 수행에 대한 보장 여부

라. 필요로 하는 공학적 안전계통의 작동

마. 운전원 조치를 요구하는 정도

바. 필요로 하는 비상디젤발전기의 운전 

사. 제어봉 고착과 같은 고장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는 여유도

2. 발전소보조계통용 비비상교류전원상실 과도상태가 다른 유사한 과도상태보다 제한

적이 아니라고 기술되어 있다면, 그 정당성을 평가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교류전

원상실 과도상태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제시되어 있다면 과도상태의 결과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는데 필요한 보호계통, 공학적안전설비, 비상디젤발전기 및 

기타 계통의 작동 시점을 검토한다. 계통 변수의 예상 변화치를 다양한 종류의 원

자로정지 및 계통 작동 설정치와 비교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7장에 대한 검토에서 

계측제어계통의 설계가 이러한 사건에 대한 안전계통의 작동요건과 일치하는지 확

인한다. 필요한 정도까지, 과도현상의 전개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통이나 기기

의 단일 능동고장의 영향을 평가한다. 이러한 측면의 검토를 위해서는 안전성분석

보고서 4, 5, 6, 7, 8, 9장에 대한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된 검토절차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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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심 성능을 평가하고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압력을 예측하기 위해 사

용된 수학적 모델을 검토하여, 이 모델이 이전에 검토되어 승인된 것인지 확인한다.

사용된 모델이 검토 혹은 승인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가 제안한 모델에 대한 일

반적인 검토에 착수한다.

4. 모델에 입력으로 사용된 계통변수값,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들을 검토한다. 그 중 

분석 시 사용된 반응도 계수와 제어봉 반응도 값, 노심 연소도에 따른 반응도의 기

포계수, 도플러계수, 감속재 온도계수의 변화는 특히 중요하다. 검토자는 선정된 노

심 연소도에서 최소 여유도를 가질 것이라는 타당성 입증자료를 검토한다. 분석시 

사용된 반응도 변수값도 검토한다.

5.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최대 압력을 II절에 제시된 

허용기준과 비교한다. 이를 위해 과도상태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의 시간에 따른 변

화를 검토한다.

가. 원자로 출력

나. 열속(평균치와 최대치)

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라. 최소 핵비등이탈률 

마. 냉각재 상태(입구온도, 노심 평균온도, 평균채널 및 고온채널의 출구온도, 증기분률)

바. 증기관 압력 

사. 격납건물 압력

아. 압력방출밸브 유량

자.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격납건물 계통으로의 유량 (만약 적용된다면)

교류전원 상실사건에 있어 중요한 변수들의 값이 예상된 범위내에 있는지 파악하

기 위해서 다른 유사한 발전소의 값들과 비교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검토결과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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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계산 포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또한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한 근거를 기술한다.

검토자는 보통 빈도로 발생이 예상되는 발전소 보조계통용 비비상교류전원 상실 과도

상태에 대하여 발전소 설계가 허용가능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8조 및 적용가능한 TMI 후속조치 요건들을 만족한다고 결

론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의 확인에 근거한다.

1. 신청자는 이 사건에 대해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음으로써 핵연료 건전성

이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및 제

28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2. 신청자는 신뢰한 모든 계측장치가 이용가능하고 보호계통이 자동이든 수동이든 계

기의 규정된 운전범위 이내인 감시 변수 값에서 작동됨을 입증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3. 신청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고 최종 

누설이 허용기준 이내임을 입증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22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이러한 요건은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주증기계통 내 최

대 압력이 설계압력의 110%를 초과하지 않음으로써 충족되었다.

4. 신청자는 이 사건 동안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음으로써 제어봉 고착에 대

한 여유도를 고려하여 반응도를 적절히 제어하기 위한 반응도 제어계통의 능력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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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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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2.7절 정상급수유량 상실

검토주관 :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정상급수유량의 상실은 급수펌프의 고장, 밸브 오동작 또는 소외전원상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급수유량상실이 일어나면 원자로냉각재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며 결과

적으로 핵연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로 비상정지가 발생한다.

노심붕괴열은 정상급수유량 상실 후 증기방출계통, 복수기 증기우회계통, 보조급수

계통 등을 사용하여 제거될 수 있다. 세부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사고경위  

2. 해석모델 

3. 해석모델에 사용되는 변수 값

4. 사고의 예상되는 결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사고경위는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사

고해석분야 담당부서에서 검토한다. 중점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보호계통의 필요성  

2. 공학적안전설비 

3. 원자로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전원 조치

4. 보조급수의 역할 및 성능, 관련된 운전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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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적 방법을 검토하여 수학적 모델 및 전산 코드가 이전에 검토․승인된 적이 있는지

를 확인한다. 만약 해석적 방법이 검토된 적이 없다면 새로운 해석 모델에 대한 일반

적 평가를 수행한다.

관련된 계통변수의 예측치가 해당 원자로 노형에 대해 예상되는 범위 이내이며, 과도

상태의 예측된 결과가 II절에 기술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석결과

를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본 절과 연계된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과도상태 및 사고해석에 대한 일반 정보는 안전심사지침 15.0절에 제시되어 있다.

2. 설계기준사고와 관련된 방사선학적 영향은 안전심사지침 15.6.5.1절 주관검토부서

가 검토한다.

3. 원자로 노심의 해석모델에 사용된 변수 값들이 발전소 설계 및 명시된 운전조건

과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핵연료 피복재 손상 제한치에 대한 허용기준을 확인하

고, 안전심사지침 4.2, 4.3, 4.4절 주관검토부서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석에 기술

된 노물리, 핵연료 설계, 노심 열수력 자료를 검토한다.

4. 운영기술지침서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5. 보조급수 계통의 신뢰도가 10 CFR 50.34(f)(1)(ii) 및 10 CFR 50.34(f)(2)(xii)의 요건 

및 NUREG-0737, II.K.2.19의 지침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심사지침 

10.4.9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6. 보조급수계통과 관련된 계측제어의 작동상태에 대한 가정이 적절한지를 안전심사

지침 7.2절, 7.3절, 7.4절 및 7.5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7. 원자로와 발전소의 보호 및 안전 계측제어계통이 자동 동작, 원격감지, 지시, 제

어, 보조 및 공유계통과의 연동 등과 관련하여 안전성 분석에서 가정한대로 기능

을 발휘하고, Regulatory Guide(이하 “RG") 1.105의 지침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

기 위한 사건경위의 계측제어 측면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2절, 7.3절, 7.4

절 및 7.5절 주관검토부서가 수행한다. 또한 10 CFR 50.34(f)(2)(xii)의 요건 및 지

침이 충족되고, 적절한 보조급수 작동 지연시간이 가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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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급수계통의 설계를 평가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한다.

1.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AOO)시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

하지 않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2. 적절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상되는 범위에 걸쳐서 변수 및 계통들을 감시하

기 위한 계측장치와 이러한 변수 및 계통들을 규정된 운전범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제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3.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관련 보조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압력경계가 파

손(breach)되지 않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4. 예상운전과도 및 정상운전 중에 안전성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제 기능

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내 및 소외 전력계통이 설치되어야 한다.

각 전력계통(다른 계통이 가용하지 않다는 가정 하에서)의 안전기능은 연료허용손

상한계와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설계기준이 예상운전과도시 초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용량 및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다(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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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

기 위해 신뢰성 있게 반응도를 제어할 수 있는 계통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것은 

제어봉 고착과 같은 고장에 대해 적절한 여유도를 갖도록 함으로써 성취된다(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6. 정상급수 상실사건에 대한 보조급수계통 성능요건과 관련하여 NUREG-0737,

II.K.2.19, 10 CFR 50.34 (f)(1)(ii) 및 10 CFR 50.34 (f)(2)(xii)의 TMI 후속조치 요건

이 만족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의 본 절에서 상기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은 다

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정상급수 상실사건을 검토하는 기본 목적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가. 정상급수 상실사건에 대한 발전소 응답이 핵연료 손상과 계통압력에 대한 허용

기준을 만족한다.

나. 발전소가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장기 붕괴열 제거 용량이 충분하다.

다. 사건 분석시 가정된 발전소 보호계통 설정치들은 RG 1.105에 기술된 바대로 측

정 불확실도에 대해 적절한 허용 오차를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라. 사건 평가시 RG 1.206에 기술된 규제지침에 따라 단일 고장, 운전원 실수, 비안

전관련 계통의 동작 등을 고려하였다.

2. 보통 빈도 사건에 대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0조, 제

22조, 제24조, 제28조의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5.2.7절     개정 5 - 2015. 12- 5 -

가.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압력은 설계압력의 110%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나.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적절한 상관식에 근거하여 95/95 핵비등이탈률 제한치 이상

으로 유지됨을 보장함으로써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 보통 빈도 사건은 독립적인 다른 고장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는 한, 보다 심각한 

발전소 조건을 유발시켜서는 안된다.

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및 제22조의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본 절에서 언급된 유형의 과도 상태에 대한 발전소의 응답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RG 1.105의 규제입장이 적용된다.

마. 가장 제한적인 발전소 단일고장이 분석 시 선정되고 가정되어야 하며, RG 1.53의 규제

입장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요건들을 만족시켜야 한

다.

바. 과도상태 및 사고시 비안전관련 계통의 동작과 능동 및 수동 계통(특히 수동 계

통의 역지밸브의 동작)의 단일 고장이 SECY 77-439, SECY 94-084 및 RG 1.206의 

지침에 따라 평가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3. 정상급수 상실사건에 대한 신청자의 분석은 허용가능한 해석모델을 사용하여야 한

다. 만약 신청자가 승인되지 않은 해석방법을 제안한다면 허용가능한 것으로 승인

할 것인지 평가한다.

해석모델에 쓰인 변수 값은 적절히 보수적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변수 값들은 허용

가능하다.

1. 초기 출력준위는 더 낮은 출력준위에 대해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초기조건

으로 가정한 운전 중인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 수에 대응되는 노심 열출력의 허

가출력에 2%의 출력 측정 불확실도를 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석 시 가정한 원

자로냉각재계통 유로 수는 해당 사고의 결과를 최대화시키는 운전조건에 해당되

는 유로 수이어야 한다.

2. 최대 반응도 제어봉이 노심에서 인출된 상태에서 최대 시간 지연을 가정하는 등 

보수적인 비상정지 특성을 가정한다. 이는 다른 보수적인 인자가 불확실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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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및 평가를 통해 정당화되거나, 불확실도가 다른 방법으로 고려되지 않는 한 

적용된다(안전심사지침 4.4절 참조).

3. 감속재온도 계수, 기포 계수, 도플러 계수, 축방향 출력 분포, 반경방향 출력 분포

의 조합이 가장 제한적이 되도록 노심 연소도를 선정한다.

4. 사고완화 계통은 RG 1.105에 따라 계기의 불확실도에 따른 여유도를 고려한 설정

치에서 작동한다고 해석시에 가정한다.

III. 검토절차

건설허가 검토시나 운영허가 검토시 모두 아래의 검토절차를 따른다. 건설허가 검

토시에는 분석에 사용된 계통변수나 설정치 값들이 예비설계 값으로서 변경될 수 있

다. 운영허가 검토시에는 최종 설계값이 사고해석에 사용되어야 하며, 검토자는 이 값

들을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된 안전계통 제한설정치와 비교한다.

1. 사건 개요에 대해 초기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검토한다. 또한 사건발생 후 안정

상태에 이를 때까지의 사건 진행과정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 계측제어의 기능 수행을 가정한 정도

나. 발전소 및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 수행을 요구하는 정도

다.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계통의 기능 수행에 대한 보장여부

라. 필요로 하는 공학적안전설비의 작동

마. 운전원 조치를 요구하는 정도

바. 제어봉 고착과 같은 고장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는 여유도

사. 필요로 하는 보조계통의 작동

아. 계통 및 운전변수의 계측 불확실도에 대한 적절한 고려 

2. 정상급수 상실 과도상태가 다른 유사한 과도상태보다 제한적이 아니라고 기술되어 

있다면 그 정당성을 평가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정상급수 상실 과도상태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제시되어 있다면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과도상태

의 결과를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는데 필요한 보호계통, 공학적 안전설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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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계통의 작동 시점을 검토한다. 계통변수의 예상 변화치를 다양한 종류의 원자로

정지 및 계통 작동 설정치와 비교한다.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 

7장에 대한 검토에서 계측제어계통의 설계가 이러한 사건에 대한 안전계통의 작동

요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필요한 정도까지, 과도현상의 전개과정을 변경시킬 수 있는 계통이나 기기의 단일 

능동고장의 영향을 평가한다. 소외전원상실은 단일고장으로 고려될 수 없다. 급수상

실은 단일 능동고장과 함께 소외전원 상실 및 소외전원 가용상태에 대해 해석되어

야 한다. 이러한 측면의 검토를 위해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 4, 5, 6, 7, 8, 9장에 대

한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된 검토절차를 이용한다.

4. 노심 성능을 평가하고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압력을 예측하기 위해 사

용된 수학적 모델을 검토하여, 이 모델이 이전에 검토되어 승인된 것인지 확인한다.

사용된 모델이 검토 혹은 승인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가 제안한 모델에 대한 일

반적인 검토에 착수한다.

5. 모델에 입력으로 사용된 계통변수값,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들을 검토한다. 그 중  

분석시 사용된 반응도 계수와 제어봉 반응도 값, 노심 연소도에 따른 반응도의 기

포계수, 도플러계수, 감속재 온도계수의 변화는 특히 중요하다. 검토자는 선정된 노

심 연소도에서 최소 여유도를 가질 것이라는 타당성 입증자료를 검토한다.

6. 소외전원 상실 영향 및 사건이 더 심각한 사건으로 진전될 가능성(격리불능의 경우 

소형 냉각재상실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압기 압력방출밸브의 고착 개방 등)을 포

함하여, 정상급수 상실사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검토하고,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

기계통의 최대 압력을 II절에 제시된 허용기준과 비교한다. 이를 위해 과도상태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검토한다.

가. 중성자 출력

나. 열속(평균치와 최대치)

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및 온도

라. 최소 핵비등이탈률 

마. 냉각재 상태(입구온도, 노심 평균온도, 평균채널 및 고온채널의 출구온도, 증기분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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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증기관 압력 

사. 격납건물 압력 및 온도

아. 압력방출밸브 유량 및 건도

자. 가압기 수위

차.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격납건물 계통으로의 유량 (만약 적용된다면)

정상급수 상실사건에 있어 중요한 변수들의 값이 예상된 범위 내에 있는지 파악하

기 위해서 다른 유사한 발전소의 값들과 비교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검토결과(필요시 

검증계산 포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

성한다. 검토자는 또한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한 근거를 기술한다.

검토자는 정상급수 상실사건 해석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과도상태 해석은 발전소 운전

을 적절히 고려하고 허용가능한 해석모델들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고 결론 내린다. 또

한 원자로 보호계통 및 안전계통에 의해 정상급수 상실사건시 연료허용손상한계 및 원

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압력 제한치들이 초과되지 않을 것이 입증되었다고 결론 내린다.

검토자는 보통 빈도로 발생이 예상되는 정상급수 상실 과도상태에 대하여 발전소 설

계가 허용가능하며, 예측된 발전소 응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8조의 요건들을 만족한다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의 확인에 근거한다.

1. 신청자는 이 사건에 대해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여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및 제28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또한 

원자로냉각재 압력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2. 신청자는 신뢰한 모든 계측장치가 이용가능하고 보호계통이 자동이든 수동이든 계

기의 규정된 운전범위 이내인 감시 변수 값에서 작동됨을 입증함으로써 원자로시설 



제15.2.7절     개정 5 - 2015. 12- 9 -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3. 해석모델에 입력으로 사용된 변수는 검토결과 적절히 보수적이며 RG 1.105의 권고

에 따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과도상태의 해석결과에 의해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미만으로 감소하지 않음을 보장함으로써 피복재 건전성이 유지되고 원자로냉

각재계통 및 주증기계통 내의 최대 압력이 설계압력의 110%를 초과하지 않음이 확

인되었다.

4. 따라서, 신청자는 이 사건에 대해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

증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및 제28조의 요건을 만

족하였다.

5. 신청자는 단일고장 기준에 관한 RG 1.53, SECY 77-439, SECY 94-084 및 RG 1.206

의 규제 입장과,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의 계기 작동에 관한 RG 1.105의 규제 

입장을 만족하였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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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6. 전력산업기술기준 MN

7. ANSI N18.2, "Nuclear Safety Criteria for the Design of Stationary Pressurized

Water Reactor Plants,"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1974).

8. Regulatory Guide 1.53, "Application of the Single Failure Criterion to Nuclear

Power Plant Systems Protection."

9. Regulatory Guide 1.105, "Instrument Setpoints for Safety-Related System", 1986.

10. NUREG-0718, "Licensing Requirements for Pending Applications for Construction

permits and Manufacturing Lic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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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NUREG-0737, "Class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12. SECY-77-439, "Single Failure Criterion."

13. SECY-94-084, "Policy and Technical Issues Associated With the Regulatory

Treatment of Non-Safety Systems in Passive Plant Designs."

14. 10 CFR 50.34, "50.34 Contents of applications; technic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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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2.8절 격납건물 내․외부의 주급수계통 배관파단

검토주관 :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가상 주급수관 파단에 의한 증기 및 급수의 방출은 원자로계통의 냉각(파단부를 통

한 과도한 에너지 방출로 인해) 또는 가열(원자로계통의 열침원 상실로 인해)을 야기

할 수 있는 이차 냉각재의 상실을 초래한다. 대형 주급수관 파단은 증기발생기 이차측 

냉각재 재고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급수를 증기발생기에 공급할 수 없을 만큼 

큰 주급수관 파단으로 정의된다. 만약 파단이 격리밸브와 증기발생기 사이에서 발생한

다고 가정할 경우 증기발생기 내부의 이차 냉각재 또한 파단부를 통해 방출된다(급수 

격리밸브 상류에서의 파단은 원자로계통에 단지 급수상실에 따른 영향을 줄 뿐이다.

이러한 경우는 안전심사지침 15.2.7절, 정상급수유량 상실에서 다룬다).

만약 급수관 파열로 인해 증기발생기 내부의 물이 파단부를 통해 방출된다면 원자

로 정지가 일어난 후에 붕괴열을 제거할 물이 없을 것이다. 파단 위치와 크기에 따라 

손상된 증기발생기에 공급되는 급수가 중단될 수도 있다. 따라서 원자로계통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노심 붕괴열 제거를 위해 보조급수계통이 급수를 공급한다. 세부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주급수관 파단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자가 가정한 노심 및 원자로의 초기조건에 대

해 평가한다.

II절에 언급된 계통변수 값이 예상된 범위 이내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석결과를 

검토한다. 이 사고에 있어 중요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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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나. 증기발생기 압력 

다. 유체 온도 

라. 핵연료 및 피복재온도 

마. 파단부 방출유량

바. 증기관 및 급수 유량 

사. 안전밸브 및 감압밸브의 유량 

아. 가압기 및 증기발생기의 수위 

자. 격납건물 내부의 질량 및 에너지 전달(격납건물 내부 파단의 경우)

차. 원자로 출력 

카. 노심 전체 반응도

타. 고온 및 평균 채널 열속

파. 최소 핵비등이탈률

2. 열수력학적 해석방법, 원자로 정지시간과 원자로보호계통의 작동 개시 전후의 시

간 지연을 결정하기 위한 해석을 포함한 가상사고의 사건경위를 검토한다.

해석방법을 검토하여 수학적 모델 및 전산 코드가 이전에 검토․승인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이전에 검토된 적이 없다면 검토자는 새로운 해석모델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수행한다. 분석모델에 사용된 변수 값, 노심의 초기조건 및 모든 핵설계 변수

들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가. 출력준위

나. 출력분포 

다. 도플러 계수 

라. 감속재 온도계수 

마. 기포계수 

바. 원자로 동특성  

사. 핵비등이탈 상관식 

아. 제어봉 반응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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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보조계통의 응답, 원자로보호계통의 기능 및 운전특성이 사건

경위에 미치는 영향, 원자로를 보호하고 안전정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

전원 조치들을 검토한다.

원자로보호계통의 성능, 공학적 안전설비, 원자로를 보호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

기 위한 모든 운전원 조치들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사건경위

를 검토한다.

4. 주급수관 파단사고후의 과도상태 제어를 위해 공급되는 유량이 허용가능한지 확인

하기 위해 보조급수계통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본 절과 연계된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과도상태 및 사고해석에 대한 일반 정보는 안전심사지침 15.0절에 제시되어 있다.

2. 설계기준사고와 관련된 방사선학적 영향은 안전심사지침 15.6.5.1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3. 분사 추력을 포함한 취출부하의 영향, 배관 및 기기 지지대, 안전밸브 및 압력방출

밸브에 대한 설계기준 등은 안전심사지침 3.6.2절, 3.9.1절, 3.9.2절 및 3.9.3절 주관검

토부서가 검토한다.

4. 원자로 노심의 해석모델에 사용된 변수 값들이 발전소 설계 및 명시된 운전조건과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핵연료 피복재 손상 제한치에 대한 허용기준을 확인하고, 안

전심사지침 4.2, 4.3, 4.4절 주관검토부서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석에 기술된 노물

리, 핵연료 설계, 노심 열수력 자료를 검토한다.

5.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및 원자로 용기의 파괴인성 물성치는 안전심사지침 5.2.3절 

및 5.3.1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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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압력 및 온도가 격납건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평가와 관련된 주급수관 파단에 대

한 격납건물의 응답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2.1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가상 파단부로 방출되는 질량 및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한 해석방법은 안전심사지침 

6.2.1.3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7. 원자로와 발전소의 보호 및 안전 계측제어계통이 자동 동작, 원격감지, 지시, 제어,

보조 및 공유계통과의 연동 등과 관련하여 안전성 분석에서 가정한대로 기능을 발

휘할 것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사건경위의 계측제어 측면에 대해 검토한다. 여기에

는 보조급수계통의 자동 및 수동 개시, 제어실에서의 유량 지시 등을 보장하기 위

해 필요한 계측제어 장치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며, 안전심사지침 7장 주관검토부서

가 검토한다. 잠재적인 우회 모드 및 운전원에 의한 수동 제어 가능성에 대해서도 

안전심사지침 7장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8. 소내전원 또는 소외전원이 이용가능한 상태에서 단일 능동고장을 가정한 주급수배

관 파단사고시 보조급수계통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0.4.9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9. 소외 방출을 결정하기 위한 핵분열 생성물 방출 가정에 대해 평가하고 주급수 배관 

파단에 의한 방사능 결말분석 결과가 허용기준 이내임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는 안

전심사지침 15.6.5.1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주급수계통 배관 파단사고를 검토하는 기본 목적은 최대 급수관의 양단 파단에 상

응하는 면적까지의 파단 크기에 대해 원자로냉각재계통이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

을 확인하는 데 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자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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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를 근거로 한다.

1. 적절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상되는 범위에 걸쳐서 변수 및 계통들을 감시하기 

위한 계측장치와 이러한 변수 및 계통들을 규정된 운전범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제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2. 안전성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소외 및 소내 전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각 전력계통(다른 계통이 가용하지 않다는 가정 하에서)은 가상사

고시 노심이 냉각되고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설계기준이 초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성능 및 용량을 제공하는 것이다(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24조).

3.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고 노심의 냉각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28조).

4.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압력경계가 취성이 없어야 되고 파괴가 전파되는 확률이 최소

화되도록 충분한 여유도를 가지고 설계되어야 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5.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보조계통은 충분한 비상노심냉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6. 부지경계에서 계산된 선량이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및 10 CFR 100).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의 본 절에서 상기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은 다

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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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보조급수계통에 의한 적절한 붕괴열 제거를 유지하기 위한 TMI 후속조치 요건은 

10 CFR 50.34(f)(1)(ii) 및 10 CFR 50.34(f)(2)(xii)에 명시되어 있다. 원자로냉각재펌

프운전에 대한 TMI 후속조치 요건은 10 CFR 50.34(f)(1)(iii)에 명시되어 있다.

2.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주증기계통내 압력은 낮은 확률의 사고인 경우 설계압력의 

110%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양단 파단과 같이 매우 낮은 확률의 사고인 경우 

설계압력의 120%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3. 노심손상 가능성은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허용가능한 상관식에 근거한 95/95 핵비

등이탈률 제한치 이상으로 유지된다면 허용가능하다는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된다.

만약 핵비등이탈률이 제한치보다 작다면, 해당 핵연료봉은 모두 손상되었다고 가

정한다. 다만 수력학적 불안정성의 잠재적인 악영향이 고려된 허용가능한 핵연료 

손상 모델에 기초하여 보다 적은 손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면, 이 모

델에 근거하여 핵연료 손상을 평가할 수 있다. 계산된 핵연료 손상은 노심냉각능

력 상실없이 노심의 위치 및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충분히 제한되어야 한다.

4. 어떠한 방사능 방출도 부지경계에서 계산된 선량이 10 CFR 100에서 제시된 값의 

10% 이내에 있어야 한다.

5. 교류전원 완전상실 및 격납건물 격리로 인해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한다.

6. 보조급수계통은 안전등급이어야 하고 요구시 자동적으로 동작해야 한다.

7. 중요한 변수들의 분석에 있어 발전소 초기조건 및 계통 고장에 관해 가정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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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고 시작시에 가정된 출력준위와 운전 중인 루프 수는 사고결과를 최대화하

는 운전조건이어야 한다. 가정된 초기조건들은 고유한 핵증기공급계통에 따

라 바뀔 것이며 출력준위와 발전소 운전모드의 가장 보수적인 조합을 결정하

기 위해 민감도 분석이 요구된다.

나. 소외전원의 상실 및 상실시점에 대한 보수성을 검토한다. 즉, 사고발생과 동

시의 소외전원상실, 사고 진행중의 소외전원상실 또는 소외전원이 가용한 경

우에 대한 해석 결과의 보수성을 검토한다. 해당 발전소에 대해 적합한 가장 

보수적인 가정을 결정하여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소외전원상실에 의한 원

자로냉각재펌프 정지, 주급수펌프 정지, 보조급수 기동 등과 그 결과가 과정

에 미치는 영향이 해석에 고려되어야 한다.

다. 다른 계통에 대한 가상 주급수관 파단의 효과(배관 휩, 분사 충돌, 반동력, 온

도, 습도 등)는 부록 3.6.1-1 및 부록 3.6.2-1에 준한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라. 사고를 제어하는 계통에서 가장 심각한 단일능동기기의 고장이 발생하는 것

으로 가정되어야 한다. 소외전원상실은 단일고장으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주급수배관 파단은 단일능동고장과 조합하여 소외전원이 상실된 경우와 소외

전원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마.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라, 최대 제어봉가를 갖

는 제어봉이 인출, 고착되었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적절한 제어봉 반응도값 

대 제어봉 위치 곡선이 가정되어야한다.

바. 노심 연소도는 감속재온도계수, 기포계수, 도플러계수, 축방향 출력분포 및 

반경방향 출력분포의 가장 제한적인 조합이 산출되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사. 주급수배관 파단사고의 해석에 가정된 노심 초기유량은 보수적으로 선정되어

야 한다.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된 최소 노심유량이 가정된다면, 최소 핵비등

이탈률 여유도가 격납건물내 주급수관 파단의 경우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있

다. 하지만 이 경우가 가장 보수적인 가정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최

대 초기 노심유량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 및 감압을 증가시키고 정지 여

유도를 감소시키며, 노심이 임계에 도달하고 출력이 재상승할 가능성을 증가

시킨다. 어떤 노심 초기유량이 가장 보수적이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

에, 신청자의 가정은 적절한 민감도 분석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아. 사고의 초기 10분 동안에 운전원의 조치(예: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를 고려

했다면 운전원의 조치 지연 또는 실수를 고려하였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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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건설허가 검토시나 운영허가 검토시 모두 아래의 검토절차를 따른다. 건설허가 검

토시에는 분석에 사용된 계통변수나 설정치 값들이 예비설계 값으로서 변경될 수 있

다. 운영허가 검토시에는 최종 설계값이 사고해석에 사용되어야 하며, 검토자는 이 값

들을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된 안전계통 제한설정치와 비교한다.

1. 해석모델에 입력으로 사용된 계통의 변수값,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을 검토하고 

II절의 허용기준과 비교한다. 신청자의 분석에 사용된 반응도계수와 제어봉 반응도

값, 노심수명과 연계한 반응도의 기포계수, 도플러계수, 감속재온도계수의 변화가 

특히 중요하다. 최소 여유도가 산출되는 노심 연소도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

기 위해 신청자에 의해 제시된 정당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사

용된 반응도 변수값에 대해 검토한다.

2. 해석모델은 원자로냉각재(일차), 증기발생기(이차) 및 보조계통을 모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제시된 관계식, 민감도분석, 모델 및 해석방법이 적절한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보수적이라는 정당성을 검토한다.

3. 계측제어계통이 사고해석에서 가정한 바대로 응답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자

로 정지신호 또는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에 대한 가정사항을 검토한다.

4. 발전소를 질서정연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능력과 계통의 가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고시 보조급수계통이 건전한 증기발생기로 급수를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 검

토한다. 보조급수계통의 설계는 다양성을 가져야 하고 자동 및 수동으로 기동이 요

구되기 때문에 필요한 운전원 조치를 확인하고 최대 기동 완료시간을 결정하기 위

한 가동전시험이 제시되어야 한다.

필요한 범위까지, 사고의 진행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통과 기기의 단일능동고

장의 영향을 평가한다. 소외전원상실은 단일능동고장으로 고려되어서는 안되고 단

일능동고장에 추가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단계에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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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 6, 7, 8, 10장에 해당되는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된 계통의 검토절차를 사용한

다. Regulatory Guide 1.70 표준양식의 15.X.X.3(C) 및 15.X.X.4(C)절에 제시된 변수

들의 사고시 시간에 따른 변화를 검토한다. 주급수관 파단사고에 대한 주요 변수가 

예상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사 발전소에 대해 예측된 값과 비교

한다.

5. 해석방법과 가정을 평가하거나, 유사하게 설계된 다른 발전소의 허용가능한 분석과 

비교하거나, 검증계산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계통에서 방출된 이차 냉각재의 양이 

보수적으로 계산되었음을 확인한다.

밸브 방출률 및 응답시간(예: 주급수 및 보조급수 격리밸브, 터빈 및 주증기 격리밸

브, 증기발생기 및 가압기의 압력방출밸브와 안전밸브의 개폐시간)이 사고해석에 보

수적으로 모델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동전시험을 수행하기로 안전성분석보고

서에 약정하였는지 확인한다. 또한 가동전 시험은 원자로정지 지연시간, 보조급수계

통 기동 지연시간, 안전주입신호 지연시간 및 발전소를 안전정지 상태로 만들기 위

해 필요한 고농도 붕소주입 지연시간 등에 대한 검증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설계기준 주급수관 파단사고의 방사선 결과를 평가한다. 이 평가는 설계기준 증기

관 파단사고 결과와의 정성적인 비교 또는 안전심사지침 15.6.5.1절에 제시된 방법

을 이용한 상세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뤄진다.

7. 주급수관 파단사고시 요구되는 보조급수계통의 성능에 관한 10 CFR 50.34(f)(1)(ii)

및 10 CFR 50.34(f)(2)(xii) 요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조급수계통의 신뢰도 

및 운전성에 대해 검토한다. 교류전원 완전상실 및 밀봉냉각수의 상실(격납건물 격

리로 인한) 동안에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의 신뢰도 및 건전성에 대해 검토하여 10

CFR 50.34(f)(1)(iii)의 요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검토결과(필요시 

검증계산 포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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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 검토자는 또한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한 근거를 기술한다.

검토자는 가상의 주급수관 파단사고의 결과가 제어봉의 삽입성, 노심 냉각에 관한 요

건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0

조의 요건들을 만족한다고 결론 내린다. 또한 부지경계에서의 피폭 방사선량 등에 관

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및 10

CFR 100, 그리고 관련 TMI 후속조치들을 준수한다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

음과 같은 사실의 확인에 근거한다.

1. 신청자는 신뢰한 모든 계측장치가 이용가능하고 보호계통이 자동이든 수동이든 계

기의 규정된 운전범위 이내인 감시 변수 값에서 작동됨을 입증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2. 신청자는 핵연료 손상이 제한됨을 입증하고 제어봉 삽입성과 노심 냉각능력이 유지

됨으로써 요건을 만족하였다. 핵연료봉의 최소 핵비등이탈률은 이었고 손상

을 입는 핵연료봉 수는 % 이다.

3. 신청자는 가상사고에 견딜 수 있는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건전성을 입증하는 것

과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4. 신청자는 충분한 노심냉각 및 반응도 조절(붕소주입을 통한)을 제공하는 비상노심냉

각계통의 적합성을 입증하는데 관련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

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5. 소외전원의 가용여부와 함께 여러 가지 운전 모드에서 격납건물 내부 및 외부에서 

발생하는 주급수관 파단사고의 영향에 대한 해석이 이미 검토, 승인된 수학적 모델

에 의해 평가되었다.

6. 해석모델에 입력으로 쓰인 변수들이 검토되었고 충분히 보수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사고시 보수적인 발전소 응답에 대해 방사능 방출을 평가하였다. 물과 증기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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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염계수 와 대기확산계수 χ/Q 값 이 결말분석 평가에 사용되었다. 계

산된 선량이 표( )에  주어졌다. 1,2차 냉각재 방사능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의 제

한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및 

10 CFR 100 피폭 제한치의 10%로 잠재 선량을 제한할 것이다. 만약 사고가 옥소 

스파이크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잠재 선량은 10 CFR 100 피폭 제한치 이

내이다.

8. 신청자는 주급수관 파단시 붕괴열을 제거하기 위한 보조급수계통의 설계 적합성을 

입증함으로써 TMI 후속조치 항목 10 CFR 50.34(f)(1)(ii) 및 10 CFR 50.34(f)(2)(xii)

요건을 만족하였다.

9. 신청자는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이 가상사고에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

함으로써 TMI 후속조치 항목 10 CFR 50.34(f)(1)(iii)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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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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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EB 3-1, "Postulated Break and Leakage Locations in Flui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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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3.1절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

검토주관 :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정상가동중인 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감소는 노심내 열전달 특성을 저하

시키며, 이로 인한 핵연료봉 온도의 상승은 핵연료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량감소와 원자로 정지에 따른 터빈정지는 2차계통 압력 및 온

도상승을 유발하여 증기발생기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에 의한 원자로냉

각재계통의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관련 사고유형으로는 운전중인 일부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기계적, 전기적 고장에 

의한 원자로냉각재유량의 부분상실사고 및 모든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동시전원상실에 

기인한 원자로냉각재유량의 완전상실사고를 들 수 있다.

사고유형에 따른 제한사고를 규명하며, 선택된 제한사고에 대하여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 열수력적 거동 분석방법, 원자로보호계통 작동시의 지연시간을 포함하는 사

고전개과정, 원자로냉각재계통 기기의 반응,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 및 운전상의 특

성,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운전원의 조치 등의 보수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해석결과에 대하여 노심 냉각재 유량 및 유량분포,

평균 및 최대 채널 열속, 핵비등이탈률(DNBR), 계통 수위, 열출력, 계통압력, 핵연료봉

의 거동이 예상한 범위 이내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핵연료

손상 해석결과는 안전심사지침 4.2절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검토한다.

사고전개과정은 원자로 보호계통, 공학적 안전계통, 원자로를 안전운전조건으로 유

지 및 보호하기 위한 운전원조치의 필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한다.

사고해석에 사용한 수학 모델 및 전산코드가 사전에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승

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 모델의 타당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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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을 포함하여 새로운 해석 모델의 모든 매개변수 값에 대해서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이 절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사고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15.0절을 참조한다.

2. 안전심사지침 7.2 ～ 7.5절 주관검토부서는 원자로 및 발전소 보호계통과 안전설비 

계측제어계통이 안전해석에서 가정된 기능을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

석보고서에 기술된 사고전개 과정을 계측제어 관점에서 검토한다.

3. 안전심사지침 4.4절 주관검토부서는 사고해석에 사용된 열수력 전산코드의 포괄적

인 검토를 수행한다.

4. 안전심사지침 14.2절 주관검토부서는 유량 감소 계산을 확인하기 위한 가동전 시

험에 대한 절차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기술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 원자로냉각재계통

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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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를 갖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 원자로냉각재

계통과 그와 관련된 계통들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동안 원자로냉각재압력경

계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여유도를 가져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 안전에 중요한 구

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고유한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발전소내·외 전력계통은 이 중 

어느 하나의 전력계통이 상실된 경우에도 이용가능한 나머지 전력계통은 예상운전

과도로 인하여 연료허용손상한계 및 냉각재 압력경계 설계조건이 초과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용량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 제어계통) : 반응도 제어계

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에서 예상되는 반응도 변화를 신뢰성 있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원자로냉각재 유량상실사고 검토의 기본 목적은 제한사고를 규명하며, 제한사고시 

핵연료봉 손상 및 계통압력 등이 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에 있으며  보

통빈도사고에 대한 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세부 허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안전심사

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

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

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의 허용

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압력은 설계압력의 110%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최소핵비등이탈률이 승인된 상관식에 의하여 95%의 확률과 95%의 신뢰도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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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핵비등이탈률 제한치 이상을 유지함으로써 핵연료피복재의 건전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3. 원자로냉각재 유량상실사고는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다른 고장에 의하지 않는다면 

보다 심각한 사고로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4. 사고의 분석 시 단일능동부품의 고장 또는 운전원실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고해석에는 승인된 해석모델이 사용되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해석방법이 사용

된 경우에는 규제기관에 의하여 그 타당성여부가 평가되어야 한다. 해석적 모델에 쓰

인 변수값은 적절히 보수적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수값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1. 초기 출력준위는 해석시 가정한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 수에 대응되는 정격출력에 

2%의 출력 측정 불확실도를 추가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1)측정 불확실도 방법론과 평가를 통한 더 작은 값의 불확실도에 대한 타

당성 입증. (2)다른 방법으로 출력 측정 불확실도를 설명. 이 경우 해석시 가정한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 수는 사고의 결과를 최대화시키는 운전조건에 해당되는 유

로 수이어야 한다.

2. 최대 반응도 제어봉의 고착 상태에서 최대 시간 지연을 가정하는 등 보수적인 비

상정지의 특성을 가정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1)불확실도 

방법론과 평가를 통한 다른 보수적 요인의 타당성 입증. (2)다른 방법으로 불확실

도를 설명.

3. 감속재온도 계수, 기포 계수, 도플러 계수, 축방향 출력 분포, 반경방향 출력 분포

의 여러 조합이 가장 제한적이 되도록 노심 연소도를 선정한다.

III. 검토절차

아래의 내용은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에 적용되며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분석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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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는 계통의 안전변수 및 그 설정치들이 예비적인 값이고 변경될 수 있으나 운영허

가 단계에서는 최종 확정된 값이 분석에 사용되어야 하며 제출된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된 안전계통 제한설정치(Limiting Safety System Settings)와 분석에 사용된 값이 

비교되어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사건발생 후 안정상태에 이를 때까지의 사건 진행과정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확

인한다.

1.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 계측제어의 기능 수행을 가정한 정도

2. 발전소 및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 수행을 요구하는 정도

3.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계통의 기능 수행에 대한 보장 정도

4. 공학적 안전설비의 동작을 요구하는 정도

5. 운전원 조치 및 시기를 요구하는 정도

6. 기기 고장(제어봉 고착 등)에 대한 적절한 여유도의 고려 여부

7. 계통 및 운전 변수의 측정 불확실도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여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어떤 원자로냉각재유량의 상실사고가 다른 유사한 사고보다 

덜 제한적이라고 기술되어 있을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이에 대한 정당성을 입

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한 전체 또는 일부 펌프의 기

능상실에 의한 유량상실이 모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신청자는 가장 제한적인 

유량상실사고에 대한 정량적인 해석결과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하며, 검토

자는 당 사고의 결과를 적절하게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공학적 안전설비 및 다른 원

자로 보호계통의 작동시점을 검토하고 계통변수들의 예상된 거동과 트립 및 계통작동 

설정치들을 비교한다. 또한 사고전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통 및 능동부품들의 단일

고장에 따른 효과를 평가한다. 소외전원상실(LOOP)은 단일능동고장으로 간주하지 않

아야 하며 사고해석은 단일능동고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소외전원상실의 유무를 고려

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노심거동을 평가하고 1·2차계통 압력을 예측하는 해석적 방법을 검토하여 수학적 

모델 및 전산 코드가 이전에 검토․승인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해석적 방법

의 기 승인이 없었다면 검토자는 새로운 해석모델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수행한다.

해석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계통변수 및 노심과 계통의 초기조건에 대한 타당

성 여부를 검토한다. 특히 제어봉의 제어능, 반응도에 관한 감속재 온도계수, 기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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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플러계수의 보수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중점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부터 최소여유도를 갖는 노심연소도가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타당성과 사고해석에 사용된 반응도 변수들에 대해 평가한다.

사고해석 결과를 검토하여 핵연료봉 거동과 원자로냉각재 및 주증기계통의 최대압

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하며 다음 변수들의 시간에 따른 거동이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한다.

1. 원자로 출력

2. 최대 및 평균 열속

3. 노심 유량 및 노심내 유량 분포

4. 냉각재 상태(노심 입구 및 평균 온도, 평균 및 최대 열속 채널 출구온도)

5.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증기관 압력

6. 최소 핵비등이탈률

7. 가압기 및 주증기관 압력방출밸브 유량

8.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격납계통으로의 유량(적용가능한 경우)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심사

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상기 검토방법에 따라 분석 및 평가된 냉각재유량 상실사고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

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심사지침 4.4절에 기술된 열적 여유도에 대한 제한치를 만족하여, 연료허용손

상한계를 넘지 않는지 여부

2.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주증기계통의 사고해석 최대 압력이 설계압력의 110%를 초

과하지 않는지 여부

3. 반응도 제어계통의 용량이 충분하여 최대 반응도 제어봉이 고착된 경우에도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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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손상한계 이내에서 적절한 반응도 제어가 가능한지 여부

4. 사고전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통 및 능동부품들의 단일고장에 따른 영향 평가 

여부

V. 참고 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 제어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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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Nuclear Power Plants."

6. ANSI N18.2, "Nuclear Safety Criteria for the Design of Stationary Pressurized

Water Reactor Plants."

7. C. R. Lehmann, "CE Methods for Loss of Flow Analysis," CENPD-183-A, June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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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3.3-15.3.4절 원자로냉각재펌프 회전자 고착 및 펌프축 파손사고

검토주관 :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가압경수형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순간적인 회전자 고착 및 펌프

축파손사고는 손상된 루프의 냉각재유량을 급속히 감소시키며 원자로와 터빈의 정지

를 유발한다. 정상 출력운전 중 노심냉각재 유량의 급속한 감소는 노심열전달을 저하

시켜 핵연료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초기 노심유량 감소율은 회전자 고착사고 시 

더 크지만 축파손사고는 사고후반에 파손루프를 통해 역류를 발생시킴으로써 노심유

량이 더 작아진다.

검토는 방사능누출, 노심 및 원자로의 초기 및 장기적 조건, 열수력 해석방법, 보호

계통 작동전·후의 지연시간을 포함한 사고전개과정, 원자로냉각재계통 기기의 반응, 사

고전개과정에 영향을 주는 원자로보호계통의 기능 및 운전상의 특성, 운전원 조치 등

의 보수성 및 타당성에 대해 수행된다. 또한 해석결과에 대하여 노심내 유량 및 유량

분포, 평균 및 최대 채널열속, 핵비등이탈률(DNBR), 핵연료 중심선 온도, 계통수위, 열

출력, 계통압력, 핵연료봉의 거동이 예상한 범위 이내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핵연료손상 해석결과는 안전심사지침 4.2절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검

토한다.

사고전개과정에 대한 검토는 원자로보호계통, 공학적 안전계통, 원자로를 안전운전

조건으로 유지 및 보호하기 위한 운전원조치의 필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수행한다.

사고해석에 사용한 수학 모델 및 전산코드가 사전에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승

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 모델의 타당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을 포함하여 새로운 해석 모델의 모든 매개변수의 값에 대해

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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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이 절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사고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15.0절을 참조한다.

2. 안전심사지침 7.2 ～ 7.5절 주관검토부서는 원자로 및 발전소 보호계통과 안전설비 

계측제어계통이 안전해석에서 가정된 기능을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

석보고서에 기술된 사고전개 과정을 계측제어 관점에서 검토한다.

3. 안전심사지침 5.2.3 및 5.3.1절 주관검토부서는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파괴인성

(Fracture toughness property)에 대해 검토한다.

4.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의 건전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2.2절 주관검토부서

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기술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를 근거로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 원자로냉

각재압력경계는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생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 안전에 중요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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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고유한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발전소내·외 전력계통은 이 중 

어느 하나의 전력계통이 상실된 경우에도 이용가능한 나머지 전력계통은 예상운전

과도로 인하여 연료허용손상한계 및 냉각재 압력경계 설계조건이 초과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용량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 제어계통) : 반응도 제어계

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에서 예상되는 반응도 변화를 신뢰성 있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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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경계 및 저인구지대 외곽경계에서의 선량계산(100CFR 100.11)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회전자 고착 또는 축파손 사고 검토의 기본 목적은 제한사고

를 규명하고, 제한사고시 핵연료봉 손상, 방사능 영향, 계통압력 등이 허용기준을 만족

하는지를 확인함에 있으며 세부 허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

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

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주증기계통의 압력은 연성파괴(ductile failure) 및 잠재적인 

취성(potential brittle)을 고려하여 허용 설계제한치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2. 핵연료봉의 건전성은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승인된 상관식에 의하여 95%의 확률과 

95%의 신뢰도를 갖고 규정된 핵비등이탈률 제한치 이상으로 유지되면 허용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수력학적 불안전성을 고려한 허용가능한 핵연료 손상 모델에 의

하여 핵연료 손상이 더 적게 일어남을 입증할 수 없다면 핵비등이탈률 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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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이하인 모든 핵연료봉은 파손되는 것으로 가정되어야 한다. 또한 핵연료봉 내

압이 계통압력을 초과한다면 핵연료봉은 핵비등이탈이 발생한 즉시 팽창할 수 있

다. 이러한 핵연료봉의 부풀림에 의한 영향은 유동차단과 핵비등이탈 전파의 관점

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핵연료봉의 손상은 노심의 구조적 건전성과 노심 냉각능력

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한되어야 한다.

3. 방사능 누출은 발전소경계에서 방사선 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별표 2항에 의한 기준치의 10%이하로 제한

되어야 한다.

4. 교류전원 상실과 원자로건물 격리에 의해 펌프밀봉재가 손상되지 않게 함으로써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5. 보조급수계통은 안전등급이어야 하며 필요시 자동으로 기동되어야 한다.

6. 원자로냉각재펌프 회전자 고착/축 파손 사고 자체만으로 더 악화된 사고상태로 진행

되어서는 안 되며 원자로냉각재계통이나 원자로건물의 기능이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

7. 안전등급계통만이 사고의 전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작동되어야 하며, 안전기능은 

안전계통 능동기기 중 사고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단일고장을 고려하여 수행

되어야 한다. 소외전원상실(LOOP)을 단일능동고장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하며 원자

로냉각재펌프 회전자 고착/축 파손 사고해석은 단일능동고장과 소외전원상실을 함

께 가정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8. 장기 노심냉각능력이 입증되어야 한다.

9. 본 사고는 터빈정지, 소외전원상실 및 손상되지 않은 펌프의 유량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해석적 모델에 사용된 변수값은 적절히 보수적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수 값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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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출력 준위는 해석시 가정한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 수에 대응되는 정격출력에 

2%의 출력 측정 불확실도를 더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석시 가정한 원자로냉각재계

통 유로 수는 해당 사고의 결과를 최대화시키는 운전조건에 해당되는 유로수이다.

2. 노심 열수력 모델에 사용되는 국부유동조건은 손상된 한 대의 펌프와 보수적인 유

량 감소 과정에 대응하는 노심입구 유량분포에 근거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노심입

구 유량분포는 소외전원상실에 따라 더 많은 수의 원자로냉각재펌프에서 유량 감

소가 일어남에 따라 변화함을 유념하여야 한다.

3. 최대 반응도 제어봉의 고착 상태에서 최대 시간 지연을 가정하는 등 보수적인 비

상정지의 특성을 가정한다.

4. 감속재온도 계수, 기포 계수, 도플러 계수, 축방향 출력 분포, 반경방향 출력 분포

의 여러 조합이 가장 제한적이 되도록 노심 연소도를 선정한다.

III. 검토절차

아래의 내용은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에 적용되며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분석에 도

입되는 계통의 안전변수 및 그 설정치들이 예비적인 값이고 변경될 수 있으나 운영허

가 단계에서는 최종 확정된 값이 분석에 사용되어야 하며 제출된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된 안전계통 제한설정치(Limiting Safety System Settings)와 분석에 사용된 값이 

비교되어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사건발생 후 안전상태에 이를 때까지의 사건 진행과정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 계측제어의 기능 수행을 가정한 정도

2. 발전소 및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 수행을 요구하는 정도

3.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계통의 기능 수행에 대한 보장 정도

4. 공학적 안전설비의 동작을 요구하는 정도

5. 운전원 조치 및 시기를 요구하는 정도

6. 기기 고장(제어봉 고착 등)에 대한 적절한 여유도의 고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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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통 및 운전 변수의 측정 불확실도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여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어떤 사고가 다른 유사한 사고보다 덜 제한적이라고 기술되어 

있을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이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

아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신청자는 제한사고에 대한 정량적인 해석결과를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하며, 검토자는 제한사고에 대해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된 펌프 

운전 대수에 따른 각각의 운전모드에서 이 사고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또한 당 

사고의 결과를 적절하게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공학적 안전설비 및 다른 원자로 보호

계통의 작동시점을 검토하고 계통변수들의 예상된 거동과 원자로 비상정지 및 계통작

동 설정치들을 비교한다.

검토자는 사고전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안전계통 및 기기들의 단일능동고장에 따

른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소외전원상실(LOOP)은 단일능동고장으로 간주하지 않아

야 하며 사고해석은 단일능동고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소외전원상실을 고려하여 수행

되어야 한다.

노심거동을 평가하고 1·2차계통 압력을 예측하는 해석적 방법을 검토하여 수학적 모

델 및 전산 코드가 이전에 검토․승인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해석적 방법의 

기 승인이 없었다면 검토자는 새로운 해석모델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수행한다.

해석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계통변수 및 노심과 계통의 초기조건에 대한 타당

성 여부를 검토한다. 특히 제어봉의 제어능, 반응도에 관한 감속재 온도계수, 기포계

수, 도플러계수의 보수성여부에 대한 검토가 중점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부터 최소여유도를 갖는 노심연소도가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타당성과 사고해석에 사용된 반응도 변수들에 대해 평가한다.

사고해석 결과를 검토하여 핵연료봉 거동과 원자로냉각재 및 주증기계통의 최대압

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하며 다음 변수들의 시간에 따른 거동이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한다.

1. 원자로 출력

2. 최대 및 평균 열속

3. 노심 유량 및 노심내 유량 분포

4. 냉각재 상태(노심 입구 및 평균 온도, 평균 및 최대 열속 채널 출구온도)

5.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증기관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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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소 핵비등이탈률

7. 원자로건물 압력

8. 가압기 및 주증기관 압력방출밸브 유량

9.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격납계통으로의 유량(적용가능한 경우)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심사

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펌프 회전자 고착사고 및 펌프축 파손사고시 제어봉거동과 노심냉각능력

에 대해서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 24, 28조의 요건을, 부지경

계에서 방사선 선량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

에 관한 기술기준” 별표 2항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아래에 기술된 내용을 근거로 확

인한다.

1. 제어봉의 제어능력이 유지되고 노심냉각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핵연료봉의 손상

이 제한되고 있는지 여부. 최소 핵비등이탈률 및 손상된 핵연료봉 비율.

2.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경계의 건전성에 관한 허용기준 만족 여부.

3. 펌프 회전자 고착사고와 펌프축 파손사고의 분석 및 영향 검토 시 소외전원의 상

실 및 단일고장의 고려 여부.

4. 사전에 승인된 수학적 모델의 사용 여부.

5. 해석 모델에 입력으로 사용된 변수의 보수성 여부.

6. 운영기술지침서에 의한 1·2차 냉각재 초기 비방사능, 물과 수증기사이의 요오드 제

염계수, 대기확산인자 등 방사선 영향 평가에 사용된 가정의 보수성 및 소외선량

에 관한 허용기준 만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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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4.1절 우발적 제어군 인출(미임계 또는 저출력에서)

검토주관 :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기동 단계를 포함한 저출력 상태 또는 미임계 상태에서 하나의 제어군이 비

정상적으로 인출되는 경우에 대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0조, 제24조, 제26조 등이 만족되는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과도의 원인, 초기조건,

주요변수, 분석방법, 전산코드, 과도의 추이와 결과,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내용 등

을 평가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 부서의 검토자는 다음의 검토연계분야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핵연료 중심선 온도는 안전심사지침 4.2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2. 반응도 계수와 제어봉가는 안전심사지침 4.3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3. 열적여유도 한계치는 안전심사지침 4.4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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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 예상운전과도에서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에서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대해 과도완화 조치에 필요한 변수 및 기기

의 상태를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예상운전과도에서 소

내·외 전력계통중 하나의 계통이 상실되더라도 나머지 계통으로 연료허용손상한계 

및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이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 원자로를 안전하

게 운전할 수 없게 될 우려가 발생한 때에 이를 검출하여 반응도 제어계통,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 관련 계통을 자동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또한 우발적인 제

어봉 인출 등과 같이 반응도 제어계통이 오동작된 경우에도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

과되지 않아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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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

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으려면 다음의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1. 열적여유도(핵비등이탈율)가 한계치 이상이다.

2. 핵연료 중심선 온도(선출력 밀도)가 용융점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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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위의 허용기준에 만족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검토한다.

1. 원자로의 초기 출력을 낮추면 과도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초기 출력은 해석에 적

용된 제어봉 배치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의 값이 사용되어야 한다. 원자로냉

각재의 유량, 압력, 입구온도 등의 초기조건은 핵비등이탈율을 최소화시키도록, 제어

봉 위치/초기 출력의 조합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극한 값이 가정되어야 한다.

2. 반응도 삽입율이 커서 즉발 임계에 가까울수록 과도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가장 

큰 반응도 삽입률을 나타내는 제어봉 배열이 해석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3. 과도를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3차원의 중성자 동특성 및 열수력 연계계산이 필요하

다. 그러나 보수적 입력값이 사용된다면, 점 동특성 계산과 연계 또는 분리된 고온 

핵연료봉의 열 해석도 허용될 수 있다. 제출된 해석 방법이 타당한지를 아래와 같

은 방식으로 검토한다. 필요에 따라 하나 또는 다수의 방식을 선택한다.

가. 과거의 안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그 방법 또는 모델이 이미 승인되었는지

를 확인한다.

나. 처음부터 기술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다. 독립적 규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용한 방법을 사용해서 검증 

계산을 수행한다.

라. 해석 방법 중 충분히 검토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사업자

에게 계산을 요구한다. 포괄적 계산을 요구할 수도 있다.

4. 중성자 동특성 모델에 쓰인 입력값이 원자로 상태의 관점에서 또한 해석방법의 관

점에서 적절히 보수적인지를 검토한다. 중성자 동특성 해석과 첨두 연료봉 열해석

에 사용된 출력분포 또는 첨두계수는 보수적인 제어봉 배열 조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도플러계수는 안전심사지침 4.3절의 검토에서 확인된 값을 토대로 보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에 핵연료의 온도와 연소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계수값에 가

중인자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보수적이나, 충분히 검토되어 정당성이 확인된다면 

과도 중 특별한 중성자속 분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감속재온도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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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4.3절의 검토에서 확인된 값을 토대로 보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최대의 양 또는 최소의 음의 계수값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는 주기초에 해당된다.

만약 계수가 음의 값이면 보수적으로 영을 적용할 수 있다.

5. 원자로정지 발생시점과 이때의 출력준위를 해석으로 구할 때, 과도중 중성자속의 

공간적 분포와 핵계측기 응답간의 관계가 적절히 고려되었는지, 원자로정지 신호 

지연시간과 반응도 함수가 보수적인지를 확인한다.

6. 해석의 주요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여기에 원자로 및 첨두 연료봉의 최대 출력,

원자로의 온도와 압력, 최대열속, 핵연료의 거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예상운전과도의 결과를 평가할 때, 제한적인 단일능동고장과 함께 소외전원상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기술적 정보가 충분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

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도로 검토와 검증계산(가용한 경우)이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

고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각 사안에 대한 판단과 결론의 근거도 기술한다.

1. 저출력 기동조건하에서 발생한 원자로제어계통의 단일고장에 따른 제어봉집합체군

의 우발적 인출에서 초래될 수 있는 결과가 검토되었다. 초기조건, 제어봉가, 과도

의 과정, 계기의 반응(출력분포 이상 또는 과도에 대한) 등이 조사․검토되었다. 또한 

첨두 연료봉의 거동을 해석하는 방법과 전산코드 입력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는데,

여기에 출력분포, 감속재와 핵연료의 온도궤환 등이 포함된다(만일 검증계산이 수행

되었다면 그 결과를 요약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0조, 제24조, 제26조 등에 만족

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으므로, 과도과정에서 변수의 변화가 계측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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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과 표시범위 이내라서 안전 관련 계통의 자동작동이 가능하므로, 예상운전과

도에서 소내·외 전력계통 중 하나가 상실되더라도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으므로, 반응도 제어계통이 자동으로 동작되므로, 각각 제17조, 제20조,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만족된다. 이는 과도상태에서 연료의 거동을 허용기준과 비교함

으로써 확인되었다. 또한 가장 나쁜 조건에 대하여 과도가 해석되었으며, 해석방

법과 입력에 적절한 보수성이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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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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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4.2절 우발적 제어군 인출(출력운전중)

검토주관 :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출력운전 상태에서 하나의 제어군이 비정상적으로 인출되는 경우에 대하여,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0조, 제24조, 제26조 등이 만족되는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과도의 원인, 초기조건, 주요변수, 해석방법, 전산코드, 과도의 추

이와 결과,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내용 등을 평가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 부서의 검토자는 다음의 검토연계분야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

한다.

1. 핵연료 중심선 온도는 안전심사지침 4.2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2. 반응도 계수와 제어봉가는 안전심사지침 4.3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3. 열적여유도 한계치는 안전심사지침 4.4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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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 예상운전과도에서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에서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대해 과도완화 조치에 필요한 변수 및 기기

의 상태를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예상운전과도에서 소

내·외 전력계통중 하나의 계통이 상실되더라도 나머지 계통으로 연료허용손상한계 

및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이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 원자로를 안전하

게 운전할 수 없게 될 우려가 발생한 때에 이를 검출하여 반응도 제어계통,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 관련 계통을 자동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또한 우발적인 제

어봉 인출 등과 같이 반응도 제어계통이 오동작된 경우에도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

과되지 않아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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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

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으려면 다음의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1. 열적여유도(핵비등이탈율)가 한계치 이상이다.

2. 핵연료 중심선 온도(선출력 밀도)가 용융점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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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위의 허용기준에 만족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검토한다.

1. 저출력에서 전출력까지 모든 범위에 대하여, 또한 다양한 제어봉 배치, 출력분포,

관련 반응도 궤환 등을 고려하여, 운전 주기중 나타날 수 있는 원자로의 극한 상태

까지 안전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하나의 제어군이 계속적으로 인출되는 경우가 초

기사건으로 가정된다. 제어봉가와 반응도 삽입율은 가능한 범위 전체에 대하여 평

가된다. 정확히 과도를 해석하려면 3차원 중성자 동특성 및 열수력적 연계 계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사적 계산이더라도 적절하게 적용되었다면 허용될 수 있다.

2. 본 과도는 출력 변화가 비교적 크므로 과도추이에 대한 계산이 필수적이다. 과도 

진행중의 출력분포는 통상 설계한계 첨두계수를 이용해서 보수적으로 예측되므로 

핵적 과도 해석에 점동특성이 적용될 수 있다. 핵적 과도는 핵연료 및 감속재의 열

적궤환과 계측기 응답을 통하여, 노심 및 계통의 열수력적 응답에 연계된다. 검토자

는 가능한 과도의 전체범위가 조사되었는지, 계산모델이 적절한지, 중성자속, 온도,

압력 계측에 있어서 비상정지 응답이 올바로 계산되었는지 등을 확인한다. 고려해

야 할 변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초기출력 준위: 저출력에서 전출력까지 

나. 반응도 삽입율: 가능한 최저치에서 최대치까지(불확실도를 고려)

다. 핵연료 및 감속재 계수: 주기중 예상되는 범위에 대하여(불확실도를 고려)

라. 첨두 출력계수: 설계 제한치를 초기 조건에 적용

3. 사업자의 해석방법, 초기조건, 계통 거동, 핵연료 거동 등의 모델이 타당한지를 결

정한다. 이를 위하여 아래의 방식 중에서 적절한 것을 따를 수 있다.

가. 과거의 안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그 방법 또는 모델이 이미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처음부터 기술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다. 독립적 규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용한 방법을 사용해서 검증 계

산을 수행한다.

라. 해석 방법 중 충분히 검토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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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계산을 요구한다. 포괄적 계산을 요구할 수도 있다.

4. 예상운전과도의 결과를 평가할 때, 제한적인 단일능동고장과 함께 소외전원상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5. 사업자가 제시하는 결과물에는 원자로 및 첨두봉의 최대 출력, 원자로정지, 원자로

의 온도 및 압력, 최대열속, 핵연료의 거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기술적 정보가 충분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음처럼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도로 검토와 검증계산(가용한 경우)이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안

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각 사안에 대한 판단과 결론의 근거도 기술한다.

1. 출력운전 중 발생한 원자로제어계통의 단일고장에 따른 제어군의 우발적 인출에서 

초래될 수 있는 결과가 검토되었다. 초기조건, 제어봉가, 과도의 과정, 출력분포 이

상 또는 과도에 대한 계기의 반응 등이 조사․검토되었다. 또한 첨두 연료봉의 거동

을 해석하는 방법과 전산코드 입력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는데, 여기에 출력분포, 감

속재와 핵연료의 온도궤환 등이 포함된다(만일 검증계산이 수행되었다면 그 결과를 

요약한다).

2. 검토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0조, 제24조, 제26조 

등에 만족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에 근거해야 한다.

극단적 운전조건을 상정하여 해석된 핵연료의 거동을 검토하여 임계열속과 연료 

온도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어군 인출시 최악의 과

도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해석방법과 입력자료에 적절한 보수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제15.4.2절     개정 4 - 2014. 12- 5 -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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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 1 -

지 침 번 호 KINS/GE-N001

분 류 번 호 15.4.3

개 정 번 호 4

발 행 일 자 2014.1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분류번호 : 15.4.3

제 목 : 제어봉 오작동

검토주관부서 : 안전해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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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원준 ‘09.12 우승웅 ‘09.12

4 양채용 ‘14.11 우승웅 ‘14.12



제15.4.3절     개정 4 - 2014. 12- 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4.3절 제어봉 오작동

검토주관 :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계통의 고장 또는 운전원의 오조작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비정상적 제어봉 거

동에 대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0조, 제24조, 제26조 

등이 만족되는지를 확인한다. 비정상적 제어봉 거동은 제어군을 삽입하거나 인출할 때 

일부 제어봉이 고장으로 잔류하거나 낙하하는 경우, 또는 단일 제어봉 인출의 경우 등

과 같이, 한 개 또는 다수의 제어봉이 허용된 위치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검

토자는 과도의 원인, 초기조건, 주요변수, 해석방법, 전산코드, 과도의 추이와 결과, 안

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내용 등을 평가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 부서의 검토자는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핵연료 중심선 온도는 안전심사지침 4.2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2. 반응도 계수와 제어봉가는 안전심사지침 4.3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3. 열적여유도 한계치는 안전심사지침 4.4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4. 제어봉 제어계통의 단일고장 가능성은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가 안전심사지침 7.2

절과 7.7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이 검토에 단일제어봉의 인출 가능성이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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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 예상운전과도에서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에서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대해 과도완화 조치에 필요한 변수 및 기기

의 상태를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 예상운전과도에서 

소내·외 전력계통 중 하나의 계통이 상실되더라도 나머지 계통으로 연료허용손상한

계 및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이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 원자로를 안전하

게 운전할 수 없게 될 우려가 발생한 때에 이를 검출하여 반응도 제어계통,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 관련 계통을 자동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또한 우발적인 제

어봉 인출 등과 같이 반응도 제어계통이 오동작된 경우에도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

과되지 않아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

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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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의 허

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

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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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으려면 다음의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1. 열적여유도(핵비등이탈율)가 한계치 이상이다.

2. 핵연료 중심선 온도(선출력 밀도)가 용융점 미만이다.

III. 검토절차

위의 허용기준에 만족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검토한다.

1. 검토자는 평가해야 할 예상운전과도의 초기사건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오류 목록

에는 (1) 부주의로 한 개 또는 다수의 제어봉 인출, (2) 제어군 인출시 한 개 또는 

다수의 제어봉 잔류, (3) 노심의 다른 부위에 출력 보상을 하면서 한 개 또는 다수

의 제어봉이 삽입된 경우가 포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비나 운전실수에 의한 

단일고장을 가정함으로써 다른 단일 제어봉 고장이 유발되지 않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해석되는 각 고장사건에 대해서, 핵연료봉의 한계 상태를 유발하는 경우가 제시되

어야 한다. 이 경우에 대한 초기조건 및 변수 선택 값은 민감도 분석이나 논의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 주기 중 어느 시점이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초기 출력

준위 및 출력분포, 초기 제어봉 배치, 반응도 삽입율, 감속재온도, 핵연료 온도, 반

응도 계수 등이다, 각 변수값에 불확실도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3. 사업자의 해석방법과 초기조건, 계통 거동, 핵연료 거동 등의 모델이 타당한지를 결

정한다. 이를 위하여 아래 방식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가. 과거의 안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그 방법 또는 모델이 이미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처음부터 기술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다. 독립적 규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용한 방법을 사용해서 검증 계

산을 수행한다.

라. 해석 방법 중 충분히 검토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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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계산을 요구한다. 포괄적 계산을 요구할 수도 있다.

4. 예상운전과도의 결과를 평가할 때, 제한적인 단일능동고장과 함께 소외전원상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5. 사업자가 제시하는 결과물에, 원자로 및 첨두봉의 최대 출력, 원자로정지, 원자로의 

온도 및 압력, 최대열속, 핵연료의 거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기술적 정보가 충분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음처럼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도로 검토와 검증계산(가용한 경우)이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안

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각 사안에 대한 판단과 결론의 근거도 기술한다.

1. 관련 계통의 고장 또는 운전원의 오조작에 따른 하나 또는 다수 제어봉의 오동작에

서 초래될 수 있는 결과가 검토되었다. 초기조건, 제어봉가, 과도의 과정, 출력분포 

이상 또는 과도에 대한 계기의 반응 등이 조사․검토되었다. 또한 첨두 연료봉의 거

동을 해석하는 방법과 전산코드 입력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는데, 여기에 출력분포,

감속재와 핵연료의 온도궤환 등이 포함된다(만일 검증계산이 수행되었다면 그 결과

를 요약한다).

2. 검토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0조, 제24조, 제26조 

등에 만족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에 근거해야 한다.

극단적 운전조건을 상정하여 해석된 핵연료의 거동을 검토하여 임계열속과 연료 

온도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제어봉이 오동작된 

경우 중에서 최악의 과도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석

방법과 입력자료에 적절한 보수성이 있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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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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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4.4절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우발적 기동

검토주관 :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정지 중이던 원자로냉각재펌프가 우발적으로 기동된다면, 노심의 유량이 증가되고,

저온 또는 저농도 붕산의 냉각수가 노심으로 유입될 수 있다. 감속재 온도 또는 붕산농

도의 감소에 따라 노심 반응도가 증가된다. 이러한 과도에 대한 안전성이 이 절에서 검

토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 부서의 검토자는 다음의 검토연계분야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

한다.

1. 반응도 계수와 제어봉가는 안전심사지침 4.3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2. 열적여유도 한계치는 안전심사지침 4.4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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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 예상운전과도에서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에서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대해 과도완화 조치에 필요한 변수 및 기기

의 상태를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 원자로냉각계

통 및 이와 관련된 보조계통·제어계통·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에서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여유도를 가져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 원자로를 안전하

게 운전할 수 없게 될 우려가 발생한 때에 이를 검출하여 반응도 제어계통,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 관련 계통을 자동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또한 우발적인 제

어봉 인출 등과 같이 반응도 제어계통이 오동작된 경우에도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

과되지 않아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 제어계통) : 예상운전과도에

서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도록 반응도 변화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제

어봉 고착과 같은 고장에 대하여 설계여유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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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

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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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허용손상한계와 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을 초과되지 않으려면 다음의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1.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최대압력이 설계 압력의 110% 이내라야 한다.

2.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적절한 상관식에 근거하여 95/95 핵비등이탈율 제한치 이상으

로 유지되어야 한다.

3. 독립적으로 다른 고장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통 발생빈도 사건이 더 심각

한 사건으로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4. 가장 제한적인 발전소 단일고장이 Regulatory Guide(이하 "RG") 1.53을 근거로 선

정되어야 한다.

5. RG 1.105가 과도에 대한 발전소의 응답에 대하여 적용된다.

III. 검토절차

위의 허용기준에 만족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검토한다.

1. 사업자는 승인된 방법을 사용해 예상운전과도를 해석하여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해석 방법, 모델, 또는 전산코드 등이 제시되었다면 검토자는 적합성을 평가한다.

2. 해석에 사용한 변수값에 보수성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수 값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가. 초기출력 준위는 처음부터 가동하도록 되어 있는 루프 수에 대응되는 정격출

력에 2%의 측정 불확실도를 감안하여야 한다. 유량 증가가 가져오는 효과를 

결정하기 위한 해석은 각 운전형태(허용된 1, 2 혹은 3개 루프의 운전)에 대

해 수행하거나 제한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그 영향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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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산해석에 사용된 노심과 계통의 초기변수값을 검토한다. 여기에 반응도 계

수와 제어봉가, 원자로정지신호 지연시간 가정 등이 포함된다.

다. 감속재온도계수, 도플러계수, 축방향 출력분포, 반경방향 출력분포 등을 조합

할 때 가장 제한적인 과도결과가 나타나도록 노심 연소도를 선정한다. 이 연

소도에서 여유도가 가장 작음을 보여주는 사업자의 자료를 확인한다.

라. 관련된 원자로보호계통, 공학적안전설비, 기타 계통의 설정치, 동작지연 시간

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한 설정치 값의 적용에 계기의 불확실성이 고려되

어야 한다.

3. 각 계통변수의 추이와 동작설정치를 비교․검토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제7장을 검토

하는 부서와 협력하여, 안전해석에서 나타난 변수의 거동이 계측제어계통의 설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사건발생에서 안정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검토하여 다

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발전소 계측제어 계통의 기능 수행을 가정한 정도

나. 발전소 및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 수행을 요구하는 정도

다.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계통의 기능 수행에 대한 보장 여부

라. 필요로 하는 공학적안전설비의 작동

마. 운전원 조치를 요구하는 정도

바. 제어봉고착과 같은 고장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는 여유도

4. 아래의 변수들의 변화가 서로 일관되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유사 발전소의 값들과 

비교하여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한다.

가. 원자로 출력

나. 평균 및 최대 열속

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라. 최소 핵비등이탈율

마. 냉각재(입구온도, 노심평균온도, 평균유로 및 고온 유로의 출구온도)

바. 증기관 압력

사. 압력방출밸브의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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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계통이나 기기의 단일능동고장이 과도의 전개에 주는 영향을 평가한다. 단일능

동고장과 관련해 안전심사지침 5, 6, 7, 8장을 참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기술적 정보가 충분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음처럼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도로 검토와 검증계산(가용한 경우)이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안

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각 사안에 대한 판단과 결론의 근거도 기술한다.

1. 정지 중이던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우발적 기동에 따른 영향이 검토되었다. 사업자의 

해석방법, 초기조건, 반응도계수, 제어봉가, 과도의 전개, 계기의 반응 등이 조사․검
토되었다. 첨두 연료봉의 거동을 해석하는 방법과 전산코드 입력도 타당하였다(만일 

검증계산이 수행되었다면 그 결과를 요약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등

에 만족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에 근거해야 한다.

극단적 운전조건에서 해석된 핵연료의 거동(임계열속)을 평가하여 허용기준에 초

과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압력도 허용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해석방법과 입력자료에 적절한 보수성이 있었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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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 제어계통)

7. 전력산업기술기준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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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egulatory Guide 1.53, "Application of the Single-Failure Criterion to Nuclear

Power Plant Protection Systems"

9. Regulatory Guide 1.105, "Instrument Setpoints for Safety-Related System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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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4.6절 우발적 원자로냉각재 붕소희석

검토주관 :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CVCS)이 저붕소 농도(deborated)의 냉각수를 원자로냉각재

계통으로 공급하면, 원자로냉각재의 붕소가 희석되어 노심의 반응도가 증가하므로 정

지여유도 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운전원 실수나 CVCS 오동작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하면 운전원은 정지여유도가 상실되기 전에 비정상적 희석을 종료시켜야 

한다. 이 사건의 전개는 희석시의 발전소 상태에 영향을 받으며, 우발적 희석에 대한 

검토는 출력운전(자동 및 수동 모드), 기동, 고온대기, 고온정지, 저온정지, 핵연료 재장

전 등 발전소의 모든 운전조건을 포함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 부서의 검토자는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반응도 계수와 제어봉가는 안전심사지침 4.3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2. 열적여유도 한계치는 안전심사지침 4.4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3. 붕소 냉각수의 비상주입에 관련된 계통(비상노심냉각계통)은 안전심사지침 6.3절 주

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4. 원자로보호계통, 발전소보호계통, 공학적 안전설비, 연동장치, 그 외 안전성 관련 계

측제어계통이 안전해석에서 가정된 대로 기능하는 지는 안전심사지침 7.2절 내지 

7.7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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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의 기능, 작동특성, 가능한 고장 모드 등은 안전심사지침 

9.3.4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이 절의 검토자는 붕소희석 

사건의 초기원인 및 예상전개 과정을 평가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 예상운전과도에서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에서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대해 과도완화 조치에 필요한 변수 및 기기

의 상태를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 원자로를 안전하

게 운전할 수 없게 될 우려가 발생한 때에 이를 검출하여 반응도 제어계통,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 관련 계통을 자동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또한 우발적인 제

어봉 인출 등과 같이 반응도 제어계통이 오동작된 경우에도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

과되지 않아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 제어계통) : 예상운전과도에

서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도록 반응도 변화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제

어봉 고착과 같은 고장에 대하여 설계여유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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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

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위의 규제요건을 만족시키는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최대압력이 설계 압력의 110% 이내라야 

한다.

나.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적절한 상관식에 근거하여 95/95 핵비등이탈률 제한치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 독립적으로 다른 고장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통 발생빈도 사건이 

더 심각한 사건으로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2. 검토자는 이 사건의 결과가 동일한 발생빈도를 갖는 다른 반응도 증가 사건의 것보

다 덜 심각하거나, 핵연료 및 계통압력에 관한 허용기준이 만족되고 정지여유도가 

상실되기 전에 희석이 종료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과도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운전원 조치가 요구된다면 붕소희석 경보의 발생시점에

서부터 정지여유도의 상실시점까지 최소한 다음과 같이 여유가 있어야 한다.

가. 핵연료 재장전 중 : 30분

나. 저온정지, 고온정지, 고온대기, 기동, 출력운전 중 : 15분

4. 타당한 해석 모델이 사용되어야 한다. 해석 모델이 기승인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 

타당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핵연료 재장전, 저온정지, 고온정지, 고온대기, 기동, 출

력운전 등의 모든 초기 조건에 대하여 적용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변수의 값과 가

정에 적절한 보수성이 있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은 허용될 수 있다.

가. 출력운전 분석에 있어서, 초기 출력준위는 정격 노심 열출력에 2%의 출력 측

정 불확실도를 합한다.

나. 붕소 희석은 가능한 최대의 희석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 감속재온도 계수, 도플러 계수, 축방향 출력분포, 반경방향 출력분포의 조합

이 가장 제한적이 되도록, 노심 연소도와 이에 해당하는 붕소농도가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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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든 핵연료집합체는 노심내에 장전되어 있다.

마. 원자로 냉각재의 체적은 보수적으로 작은 값으로 가정된다.

바. 핵연료 재장전 조건의 해석에서, 모든 제어봉이 노심 밖으로 인출되어 있다

고 가정된다.

사. 출력운전 조건의 해석에서, 운영기술지침서가 허용하는 최소정지여유도(보통 

1%)가 붕소희석 사건의 초기조건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아. 붕소가 희석됨에 따라 증가되는 붕소 반응도의 효과를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높은 반응도 삽입율이 가정된다.

자. 최대 반응도 제어봉이 노심 밖에 고착된 상태에서 최대 시간 지연을 적용하

는 등의 보수적인 원자로 정지 특성이 가정된다.

III. 검토절차

1. 초기사건의 발생과 안정상태에 이르는 진행과정을 검토하여 다음을 확인한다.

가. 계측제어의 기능 수행을 가정한 정도(특히 붕소희석 경보의 작동은 중요한 

검토대상이다)

나. 발전소 및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 수행을 요구하는 정도

다.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계통의 기능 수행에 대한 신뢰성

라. 관련 공학적안전계통의 작동

마. 운전원 조치를 요구하는 정도

바. 제어봉 고착과 같은 고장을 고려한 여유도

2. 핵연료 재장전, 저온정지, 고온정지, 고온대기, 기동 및 출력운전(자동 및 수동 제어 

모드) 등 초기 발전소 상태 중에 발생되는 붕소희석 사건에 대해 해석이 되었는지

를 확인한다. 재장전 조건에 대하여는 원자로용기 뚜껑이 제거되고 냉각재 수위가 

고온관 위치까지 배수된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검토된 각 사건에 대하여는 가능

한 모든 사고원인이 고려되어 있어야 하며, 각 해석에 선정된 원인이 운전원의 사

고조치에 대한 최소 시간에 상응되는 것임을 정당화하여야 한다.

3. 계측제어분야의 검토 지원으로 각 붕소희석사건의 결과를 허용수준으로 제한시키는

데 필요한 보호계통, 공학적안전설비 및 기타 계통의 작동 시점이 검토된다.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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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설정치와 계통 작동 설정치를 예측된 계통변수와 비교한다. 자동 작동, 작동 

지연, 우회 모드, 연동장치, 그리고 운전원의 조치가 개입된다고 안전성분석보고서

에 기술된 경우 수동운전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4. 과도 과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계통이나 기기의 단일능동고장에 대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정도까지 평가한다. 이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5, 6, 7, 8, 9장에 따른다.

특히 붕소희석 사건에 대한 경보가 다중성을 확인한다.

5. 사업자가 노심 성능과 반응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한 수학적 모델이 이전

에 검토․승인된 적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렇지 않다면 제출된 모델에 대한 일반적 

검토를 수행한다.

6. 노심과 계통의 초기상태 그리고 해당 변수 값을 검토한다. 특히 반응도계수와 제어

봉가가 중요하다. 선정된 노심 연소도, 붕소 농도, 제어봉가 등에서 최소의 여유도

가 나타난다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변수들의 변화추이를 다른 발전소에 

대한 해석결과와 비교해 간접적으로 타당성을 확인한다.

7. 가정된 희석유량은 이를 제한하는 기기의 설계를 고려하여 그 보수성을 검토한다.

희석 유량에 대한 가정의 보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량을 제한하는 기기의 특성

을 조사한다. 만약 유량이 충전펌프의 용량에 의하여 제한된다면, 해석에서 가정된 

유량은 모든 충전펌프가 전용량으로 가동될 때의 값을 반영하여야 한다. 만약 모든 

펌프가 전부 가동되지 않거나 밸브에 의하여 유량이 제한된다고 가정하였다면, 이

에 대한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해석에 적용된 연동장치의 타당성도 검토

한다.

8. 해석 결과는 허용기준과 비교․검토된다. 과도에서 중요 변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다른 유사 발전소에 대한 것과 비교하여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한다. 특별히 중

요한 변수들은 노심 반응도, 붕소 농도, 희석 유량, 출력 준위, 노심 압력, 최소 핵

비등이탈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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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기술적 정보가 충분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음처럼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도로 검토와 검증계산(가용한 경우)이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안

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각 사안에 대한 판단과 결론의 근거도 기술한다.

1. 우발적 붕소희석을 유발할 수 있는 운전원의 실수와 계통의 고장이 검토되었다. 운전

원이 고장 조치를 하는데 가장 짧은 시간이 허용되는 고장들을 해석하였으며, 핵연료 

재장전, 저온정지, 고온정지, 고온대기, 기동, 출력운전(자동 및 수동 제어 모드) 등이 

초기 조건으로 검토되었다. 사건의 평가에 기 승인되었고 적절하게 보수적인 수학적 

모델이 적용되었다. 해석결과에 따르면 우발적 붕소희석 발생 후 운전원에게 허용되

는 조치시간은 재장전시에 ____분, 출력중에 ____분(기동 중에 ____분), 고온대기 중

에 ____분, …이 확보된다. 출력중의 경우, 최악의 과도에서 핵비등이탈율은 ____ 이

상,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주증기계통의 압력은 설계 압력의 110% 이내로 유지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0조, 제24조, 제26조 등에 만족

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으므로,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와 주증기계통의 최대

압력이 설계압력의 11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과도과정에서 변수의 변화가 계측기

들의 측정과 표시범위 이내이므로, 관련 규정에 만족된다. 가장 나쁜 조건에 대하여 

과도가 해석되었으며, 해석방법과 입력에 적절한 보수성이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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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제어계통)

5. 전력산업기술기준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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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4.7절 핵연료집합체 오장전

검토주관 :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하나 또는 다수의 핵연료집합체가 설계된 바와 다른 위치에 잘못 장전되어, 정상 출

력운전 중 출력분포가 설계 범위를 초과하여 핵연료가 손상될 우려에 대하여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위치제한) :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

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에서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대해 과도완화 조치에 필요한 변수 및 기기

의 상태를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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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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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위 “1.”에서 언급한 “허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별표에 규정된 값의 10%로 한다.

2. 핵연료 오장전에 대비한 주된 방호수단은 사건의 발생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

는 절차와 설계특성이며, 부가적 방호수단에 오장전을 탐지할 노내 계측계통이 포

함된다. 만일 오장전이 탐지되지 않는 경우,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될 수도 있다.

핵연료 오장전을 찾아내기 위한 계측설비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오장전이 탐지되지 

않아 정상운전 중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된다면, 주민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III. 검토절차

핵연료집합체가 설계된 바와 다른 위치에 잘못 장전되면 정상운전 도중에 출력분

포가 설계 범위를 초과하여 핵연료가 손상될 수 있다. 잘못 장전된 노심의 유형을 충

분히 조사하고, 노내 계측기로 탐지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까지 도출되었음이 입증되어

야 한다. 다수의 핵연료 집합체가 잘못 장전되는 경우도 포함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면 장전의 방향이 잘못되는 경우도 대상이 된다. 가연성 독물질 또는 핵연료

봉이 핵연료집합체에서 탈착될 수 있다면, 이에 관한 오류도 고려되어야 한다.

1. 핵연료집합체 오장전이 여러 경우에 대하여 분석되었으며 최악의 경우가 도출되었는

지를 검토한다. 각 경우에 대해 원자로 출력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2. 핵연료 장전후 정상운전이 개시되기 전에 오장전을 검출하기 위하여 노내 계측기를 

운용토록 정하는 발전소 운전절차서가 적절히 구비되는지를 확인한다. 보통 저출력 

중성자속 분포측정이 수행되는데, 오장전은 이에 의하여 검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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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된 여러 실수가 원자로 계측장치에 미치는 영향이 검토되어야 한다. 오장전이 노내 

계측기로 탐지되지 못하는 경우라면, 오장전된 상태에서 출력운전이 되는 조건에서 핵설

계 변수에 미치는 영향, 출력분포의 변화, 국부출력 밀도의 증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4.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된다면 적합한 방법으로 핵연료 거동이 계산되었는지가 안

전심사지침 4.4절에 따라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소외 방사선영향 평가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기술적 정보가 충분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음처럼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도로 검토가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다. 각 사안에 대한 판단과 결론의 근거도 기술한다.

1. 검토자는 핵연료 오장전에 대한 여러 가능성과 그 결과를 평가했다. 고려된 각 경

우에서 노내 계측기에 의해 오장전이 탐지될 수 있으며, 만일 탐지되지 못하고 핵

연료가 손상되더라도 방사능 누출에 따른 소외피폭선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별표에 정해진 값의 10%를 초

과하지 않음이 사업자의 해석에서 나타났다. 사업자는 핵연료 오장전을 탐지하기 

위하여 매 주기가 시작되기 전에 노내 계측기를 사용한다.

2. 사업자는 핵연료 오장전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오장

전이 감지되지 못한 채 운전됨에 따라 핵연료가 손상되더라도 그 결과가 허용기준

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와 제20

조의 규정이 만족되었다고 판단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위치제한)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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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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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4.8절 제어봉이탈 사고

검토주관 :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제어봉이탈 사고를 검토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미치는 손상 여부를 결정하

고 사고결과로부터 나타나는 핵연료 손상이 냉각수 유동을 방해하는지 여부를 결정한

다. 본 검토에서는 예상 초기조건, 제어봉 배열과 반응도가, 시간에 따른 정지제어봉

가, 여러 반응도계수의 적절성, 계산방법의 적절성, 기타 원자로 첨두 압력이나 핵연료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노심 변수가 검토의 대상이 된다.

제어봉이탈로 야기되는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검토한다. 이 방출은 방사선학적 영향

분석의 선원항으로 사용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 부서의 검토자는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반응도 계수 곡선, 제어봉가 등 노물리 변수는 안전심사지침 4.3절 주관검토부서가  

열수력학적 분석은 안전심사지침 4.4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2. 방사선학적 영향은 본 절의 부록 15.4.8-1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3. 원자로정지 지연시간(감지된 변수가 보호동작을 요하는 수준에 도달한 시점부터 부

반응도 삽입이 개시되는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은 안전심사지침 7.2절과 7.3절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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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가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원자로의 고유보호) : 원자로의 급격

한 반응도 증가는 자연적으로 억제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에서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대해 과도완화 조치에 필요한 변수 및 기기

의 상태를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원자로의 노심등) : 노심과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설계기준사고시 안전정지와 노심냉각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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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

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위의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Regulatory Guide(이하 “RG”) 1.77에 제시된 

입장과 지침을 따른다. 여기에 제어봉이탈 사고의 평가에 적용되는 해석 방법, 가정 

등이 제시되어 있다. 관련된 상세 허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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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응도 폭주에 따른, 반경방향 소결체 평균 엔탈피는 핵연료봉 축방향의 어느 위치

에서도 230 cal/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출력이 폭주하여도, 전력산업기술기준 MN의 C급 운전한계를 초과하는 응력이 원

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가해지지 않아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설계기준사고의 해석에 관하여, 제한구역 경

계와 저인구지역 외측경계(outer boundary)에서 개인에 대한 피폭선량(이하 "소외피폭

선량"이라고 한다)을 제한한다. 핵비등이탈을 겪는 핵연료봉에서 누출된 방사성물질은 

본 절의 부록 15.4.8-1에서 검토되는 소외피폭선량의 평가와 연관된다.

III. 검토절차

안전심사지침 15.0절에 제시된 일반적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1. 반경방향 소결체 평균엔탈피에 대한 검토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영출력, 중간출력, 전출력, 주기초, 주기말을 포함하는 여러 초기조건을 고려하

여 연료 손상에 관한 최악의 조건이 도출되어야 한다. 열평형측정법에 따른 

출력측정 불확실도가 열출력 초기조건에 반영되어야 한다.

나. 위의 초기조건과 운영기술지침서로 제한되는 제어봉 배치로부터 가장 제한적인 이

탈 제어봉가를 도출한다. 제어봉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면 검증 계산을 수행한다.

다. 제한적인 반응도 계수값이 초기조건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반응도 계수 곡선은 

안전심사지침 4.3절에 따라 검토된 곡선과 대조하여 점검된다. 도플러계수와 감

속재온도계수가 가장 중요하다.

라. 원자로정지 변수, 원자로정지 지연시간, 제어봉 낙하속도 곡선, 미분 제어봉가 

등을 포함하여 제어봉 삽입에 관한 가정을 조사한다. 원자로정지 변수와 지연

시간은 안전심사지침 7.2절에 따라 검토되며, 제어봉가는 안전심사지침 4.3절

에서 검토된 것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마. 사업자의 해석 방법을 검토한다. 해석 방법이 기 승인되었다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기본적 사항부터 충분히 검토․확인되어야 한다.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검증계산을 할 수도 있다. 검토 주안점은 해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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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소들이 실제의 3차원 문제를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 가이다. 반응도 

궤환 인자, 지발 중성자 군, 핵연료봉 분포의 2차원적 표현, 냉각재 유량, 원자

로정지 입력자료 등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한다.

2.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최대압력에 대한 검토는 위의 “가” 내지 “마”항에 따른다.

단, 가장 제한적인 압력을 해석한다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3. 소외피폭선량 평가를 위하여, 손상을 입는 핵연료봉의 수를 검토한다.

가. 반응도 폭주 중의 핵비등이탈 조건을 계산할 때 적합한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를 확인한다. 여기에 동일 핵증기공급계통 공급자가 이전에 행한 경우를 참조

할 수도 있다. 만약 기 승인된 방법이 아니라면, 즉 새로운 것이거나 전면적으

로 개정된 모델을 사용하는 최초의 경우라면, 검토자는 상세 검토를 따로 수

행해야 한다.

나. 핵비등이탈을 겪는다고 계산된 핵연료봉의 수가 소외피폭선량 평가에 사용되

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핵비등이탈 계산의 방법과 조건은 안전심사지침 4.4

절에 따라 승인된 것과 일치되어야 한다.

다.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경로는 두 가지인데, 격납건물과 주증기계통의 증기방

출밸브이다. 두 경로를 종합한 누출량과 하나의 경로만 가정한 누출량의 타당

성이 각각 검토되어 제한적인 경우가 확인되어야 한다.

라. 손상된 연료봉의 개수와 방사성물질 누출량은 이 사고의 소외피폭선량을 평가

하는 부록 15.4.8-1의 검토에서 사용된다.

4. 냉각형상 유지, 원자로냉각재계통 최대압력, 핵비등이탈 등의 각 관점별로 제한적 

사고 시나리오는 다를 것이다. 각 경우에서 제한적인 조건이 도출되었는지를 검토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기술적 정보가 충분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음처럼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도로 검토와 검증계산(가용한 경우)이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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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각 사안에 대한 판단과 결론의 근거도 기술한다.

1. 제어봉이탈 사고를 가상한 사고해석에서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손상은 국부적인 

범위 이내로 제한되며, 노심냉각 능력에 심각한 손상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평가되

었다. 이는 RG 1.77에 제시된 해석방법과 판단기준을 따라 확인되었다.

2. 사업자의 사고해석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해석결과에 의하면 핵연료의 최대 엔탈

피가 230 cal/g 미만이므로, UO2 용융물이 냉각재로 분출되어 순간적인 압력파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도중의 최대압력은 통상적인 핵연료봉-

냉각재 열전달 현상에 대하여 계산되었으며, 전력산업기술기준 MN의 C급 운전한

계 미만이라고 나타났다. 해석의 가정, 해석 모델, 초기조건, 변수 값 등에 충분한 

보수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3. 제어봉이탈에 따른 급격한 반응도 증가가 반응도계수의 자연적 작용으로 억제되었

으며, 사고조건에서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대해 과도완화 조치에 필요한 변수 및 

기기의 상태를 계측할 수 있으므로, 노심과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안전정지와 노심

냉각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0

조, 제35조 등이 각각 만족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위치제한)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원자로의 고유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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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원자로의 노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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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Regulatory Guide 1.77, "Assumptions Used for Evaluating a Control Rod Ejection

Accident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1974

7. 전력산업기술기준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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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5.1-15.5.2절 비상노심냉각계통 또는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오작동에 따른 원자로냉각재 재고량의 증가

검토주관 :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예상운전과도(AOO) 중 일부의 사건은 원자로냉각재의 재고량을 우발적으로 증가

시킬 수 있다. 주입된 냉각재의 온도와 붕소농도 그리고 자동제어계통의 반응에 따라 

원자로출력은 증가할 수 있으며 적절한 제어가 없으면 연료봉의 손상이나 원자로냉각

재계통의 과압을 유발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자로출력이 감소하거나 감압상태

가 나타나기도 한다. 원자로는 고수위, 고중성자속, 고압, 저압 또는 안전주입신호에 

의해 자동정지된다.

비상노심냉각계통(ECCS)이 오작동한 경우라면, ECCS 작동신호에 의해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된다. 작동중인 ECCS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신호는 없으며, 비상운전

절차와 부합할 때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가 있다. 이 안전심사지침의 대상이 되는 예상

운전과도는 원자로냉각재의 재고량이 증가되지만 노심의 붕소농도는 변화되지 않는 

경우이다. 노심의 붕소농도가 감소되는 예상운전과도는 안전심사지침 15.4.6절에서 평

가된다.

원자로냉각재의 재고량이 증가되는 예상운전과도는 ECCS가 부주의하게 작동된 경

우 또는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CVCS)이 오작동한 경우이다. 충전펌프가 안전주입펌프

를 겸하는 발전소라면 ECCS의 부주의한 작동에 대한 과도의 평가는 중요하다. 일반적

으로, 충전펌프를 겸하지 않는 고압안전주입펌프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이 정상운전 압력

에 있을 때 냉각재를 주입시키지 못한다.

과도에 대한 안전성검토는 과도의 전개과정, 해석모델, 해석에 사용된 변수값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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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결과 등을 고려한다.

검토자는 원자로보호계통, 공학적안전설비, 특히 운전원 조치가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보호·유지하는데 필수적인지를 점검하는데 검토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해석

모델의 검토에서는 수학적 모델 및 전산코드가 사전에 승인된 것인가를 확인하고 승

인시 부과된 제한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미승인된 

것일 경우 그 해석모델에 대하여 일반적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노심 및 계통

의 초기조건을 포함하여, 미승인 해석모델에 사용된 모든 변수값들의 타당성에 대해서

도 검토하여야 한다.

과도의 결과가 아래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계통변수들의 과도값이 해당 원자로의 유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이 절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사고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15.0절을 참조한다.

2. 안전심사지침 4.2～4.4절 주관검토부서는 발전소 설계 및 특정 운전조건과 부합되

는 노심관련 해석모델에 사용된 변수들의 타당성, 연료봉 피복재 손상의 허용기준,

노물리, 연료봉 설계, 노심 열수력자료에 대해 검토한다.

3. 안전심사지침 7.2～7.5절 주관검토부서는 원자로 및 발전소 보호계통과 안전설비 

계측제어계통이 안전해석에서 가정된 기능을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

석보고서에 기술된 사고전개 과정을 계측제어 관점에서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기술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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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 원자로의 노심·냉

각계통, 제어계통 및 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 원자로냉각재

계통과 그와 관련된 보조계통·제어계통·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동

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여유도를 가져

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 발전소내·외 전력

계통 중 어느 하나의 계통이 상실된 경우에도 이용가능한 나머지 계통은 예상운전

과도로 인하여 연료허용손상한계 및 냉각재 압력경계 설계조건이 초과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용량과 능력을 갖출 것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 제어계통) : 정상운전 및 예

상운전과도에서 예상되는 반응도 변화를 신뢰성 있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연료

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거나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

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에서 안전심사

지침의 허용기준과 다른 부분을 명시해야 하며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

으로서 신청자가 제안하는 허용기준이 규제요건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제시해야 한

다.

1.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압력은 설계값의 110%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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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인된 상관식에 의하여 최소핵비등이탈율이 95%의 확률과 95%의 신뢰도를 가지

고 핵비등이탈율 제한치 이상을 유지함으로써 연료봉 피복재의 건전성이 보장되어

야 한다.

3. 독립적인 다른 고장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상운전과도가 더 심각한 발전

소 상태, 즉 가상사고로 진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해석적 모델에 사용된 변수값은 적절히 보수적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을 때 변수 

값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1. 초기출력 준위는 해석에서 가정한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의 개수에 대응되는 정격

출력에 2%의 출력 측정 불확실도를 더한다. 이보다 작은 초기출력은 타당성이 입

증되어야 적용할 수 있다. 해석에서 가정한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의 개수는 해당 

과도의 결과를 최대화시키는 운전조건에 해당되는 것이라야 한다.

2. 최대 반응도의 제어봉이 노심 외부에서 고착된 상태에서 최대의 지연시간을 가정

하는 등 보수적으로 원자로 자동정지의 특성을 가정한다.

3. 감속재온도계수, 감속재기포계수, 도플러계수, 축방향 출력분포, 반경방향 출력분포

의 조합이 가장 제한적이 되도록 노심 연소도를 선정한다.

III. 검토절차

아래의 내용은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에 적용되며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분석에 적

용되는 계통의 안전변수 및 그 설정치들의 값이 예비적이므로 사후 변경될 수 있으나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값이 적용되어야 하며, 운영기술지침서에 기

술된 안전계통 제한설정치(Limiting Safety System Settings)와 분석에서 적용된 값이 

비교되고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사건의 발생에서부터 안정상태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진행과정을 검토하여 다음 사

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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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운전에서 사용되는 발전소의 계측제어 기기가 과도 중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한

다고 가정한 범위

2. 발전소 및 원자로 보호계통이 작동하도록 요구된 범위

3. 정상운전에서 사용되는 발전소 계통의 과도 중 작동에 대한 가정

4. 공학적안전설비의 작동

5. 운전원 조치를 요구하는 정도(이 사건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운전원이 

수동으로 충전펌프를 정지시켜야 함)

6. 기기의 고장(제어봉 고착 등)에 대비한 적절한 여유도의 고려 여부

신청자는 가장 제한적인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증가 사건에 대한 정량적인 해석결

과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하며, 해석결과는 이 사건이 더 심각한 경우로 

진행되지 않음을 보여야 한다. 검토자는 이 사건의 결과를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제한

하는데 필요한 보호계통, 공학적안전설비, 운전원 조치 등의 개시 시점을 검토하고 계

통변수들의 예상된 거동을 원자로 자동정지 및 계통작동 설정치들과 비교한다. 검토자

는 사건전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안전계통 및 기기들의 단일능동고장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소외전원상실(LOOP)은 단일능동고장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하며 사

고해석은 단일능동고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소외전원상실의 유무를 고려하여 수행되어

야 한다.

노심의 거동과 1·2차계통의 압력거동을 예측하는 해석적 방법을 검토하여 수학적 

모델 및 전산 코드가 이전에 검토․승인된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기존에 승인되

지 않았다면 검토자는 이에 대하여 일반적 평가를 수행한다.

해석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계통변수의 값과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에 대하

여 적절성을 검토한다. 특히 제어봉 제어능, 감속재온도계수, 감속재기포계수, 도플러

계수의 보수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중점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신청자가 사고해석의 

결과에서 최소의 여유도를 야기하는 노심연소도를 선정하였는지 평가한다.

사고해석의 결과를 검토하여 연료봉의 거동과 원자로냉각재 및 주증기계통의 최대

압력이 해당 허용기준에 만족되는지 평가하며, 과도에 대하여 다음 변수들의 거동을 

필요에 따라 검토한다.

1. 원자로 출력

2. 최대 및 평균 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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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심 유량 및 노심내 유량 분포

4. 냉각재 상태(노심 입구 및 평균 온도, 평균 및 최대 열속 채널의 출구온도)

5.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증기관의 압력

6. 최소핵비등이탈률

7. 가압기 및 주증기관 압력방출밸브의 유량

8. 격납건물 압력

9.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격납계통으로의 유량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또한 심사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

한다. 안전심사보고서에는 심사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검토의 주요 내용을 기술한다.

검토자는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증가 사건에 대한 해석결과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 22, 24, 28조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아래의 사항에 비추어 

확인한다.

1. 승인된 해석모델이 과도해석에 사용되었고, 입력변수의 값들이 적절히 보수적이며,

단일능동고장에 대한 Regulatory Guide(이하 "RG") 1.53과 계측기기에 대한 RG

1.105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과도중 연료봉의 건전성 유지에 

관한 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주증기계통의 과도중 최대압력이 설계값의 110%를 초과하지 

않는지의 여부

4. 반응도제어계통의 성능이 적절하여 최대 반응도의 제어봉이 고착된 경우에도 연료

허용손상한계 이내에서 적절한 반응도 제어가 가능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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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립적인 다른 고장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발전소 상태로 진행되

지 않는지의 여부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5. 전력산업기술기준 MN

6. Regulatory Guide 1.53, "Application of the Single-Failure Criterion to Nuclear

Power Plant Pro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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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8. Regulatory Guide 1.105, "Instrument Spans and Setpoints"

9. ANSI N18.2, "Nuclear Safety Criteria for the Design of Stationary Pressurized

Water Reacto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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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6.1절 가압기 압력방출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검토주관 :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가압기 압력방출밸브의 부주의한 개방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우발적인 감압을 초

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전기적 오신호나 운전원의 실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가압기 

압력방출밸브의 부주의한 개방은 원자로냉각재 재고량의 감소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

력의 감소를 초래한다. ANSI B95.1-1972에 정의된 대로 압력방출밸브는 정상조건에 도

달하게 되면 재폐쇄되어 더 이상의 유체방출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장치이다. 원자로냉

각재계통의 압력이 감소하면 양의 감속재밀도 궤환효과에 의해 중성자속이 줄어들게 

된다.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에서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저압력이나 열적여유도 감소에 

의해 원자로 비상정지가 발생한다.

이러한 과도 현상에 대하여 검토자는 사고 전개과정, 해석 모델, 해석모델에 사용

된 변수들의 값, 그리고 예측된 과도현상의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에 기술된 사고전개과정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원자로를 보호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

시키기 위한 원자로 보호계통, 공학적 안전설비, 운전원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주

안점을 두고 검토한다. 해석적 방법을 검토하여 수학적 모델 및 전산 코드가 이전에 

검토․승인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해석적 방법의 기 승인이 없었다면 검토자

는 새로운 해석 모델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수행한다. 노심과 계통의 초기조건을 포함

하여 새로운 해석모델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을 검토한다. 과도현상의 예측결과를 검토

하여 허용기준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해석결과를 검토하여 계통 변수들이 신청된 

원자로의 유형에 대해 예상되는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검토연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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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사고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15.0절을 참조한다.

2. 안전심사지침 7.2 ～ 7.5절 검토주관부서는 원자로 및 발전소의 보호계통과 안전제

어 및 계측계통이 안전해석에서 가정된 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된 

사고 전개의 내용 중 계측 및 제어 부분을 검토한다. 자동 작동, 원격감지, 지시,

제어, 보조계통 혹은 공유되는 계통과의 연동, 잠재적인 바이패스 모드 그리고 운

전원의 수동 제어의 가능성에 관해 신청자가 기술한 사고해석과정을 확인한다.

3. 안전심사지침 8장 검토주관부서는 사고완화를 위해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제어계

통 전력원이 신청자가 기술한 바에 따라 가용한지를 확인한다.

4. 사고를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기가 사고 상태 및 사고 후 상태의 환경에서도 

성능이 입증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사고 발생의 결과로서 고장난 기기가 사고 

전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5. 안전심사지침 13.5.2절 검토주관부서는 발전소 운전절차서를 검토하여 가압기 압력

방출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후에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비상정지와 관련된 조치 내

용이 Generic Letter(이하 "GL") 85-12 (웨스팅하우스 형 원전) 및 GL 86-06 (컴버

스쳔 엔지니어링 형 원전)에 기술된 바를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기술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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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칙을 근거로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 원자로냉각재계

통이 예상운전과도상태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에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

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적절한 여유를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 원자로냉각

재계통과 관련된 보조설비들이 예상운전과도상태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에 압력경

계가 손상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여유를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 안전에 중요한 구

조물, 계통 및 기기 등이 예상운전과도상태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에 작동가능하도

록 소내 및 소외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각 전력계통들은 그 중 하나의 기능상실

을 가정한 상태에서도 예상운전과도 시에 연료허용손상한계 및 원자로냉각재압력

경계의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과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 반응도 제어계

통이 예상운전과도상태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에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

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반응도 변화를 적절히 제어 가능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가압기 압력방출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사고에 대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

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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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

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압력은 설계 압력의 110% 이하로 유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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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최소핵비등이탈률이 승인된 상관식에 의하여 95%의 확률과 95%의 신뢰도를 갖고 

규정된 핵비등이탈률 제한치 이상을 유지함으로써 핵연료피복재의 건전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3. 가압기 압력방출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사고는 독립적인 다른 고장이 추가로 발생

되지 않는 한, 보다 심각한 사고로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4. 발전소 계통 중 가장 제한적인 단일 고장이 선정되어야 하며 이는 분석에서 가정

되어야 한다.

사고해석에는 승인된 해석모델이 사용되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해석방법이 사용

된 경우에는 규제기관에 의하여 그 타당성여부가 평가되어야 한다. 해석적 모델에 사

용된 변수값은 적절히 보수적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수 값이 적합하다

고 볼 수 있다.

1. 초기출력 준위는 더 작은 출력 불확실도를 입증할 수 없는 한 해석 시 가정한 원

자로냉각재계통 유로의 수에 대응되는 정격출력에 2%의 출력 측정 불확실도를 더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석 시 가정한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의 수는 해당 사고의 

결과를 최대화시키는 운전조건에 해당되는 유로의 수이어야 한다.

2. 최대 반응도 제어봉의 고착 상태에서 최대 시간 지연을 가정하는 등 보수적인 비

상정지의 특성을 가정한다.

3. 감속재온도 계수, 기포 계수, 도플러 계수, 축방향 출력 분포, 반경방향 출력 분포

의 여러 조합이 가장 제한적이 되도록 노심 연소도를 선정한다.

4. 사고완화 계통은 계기 정밀도의 오차를 고려한 설정치에서 작동한다고 가정한다.

III.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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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에 적용되며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분석에 도

입되는 계통의 안전변수 및 그 설정치들이 예비적인 값이고 변경될 수 있으나 운영허

가 단계에서는 최종 확정된 값이 분석에 사용되어야 하며 제출된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된 안전계통 제한설정치(Limiting Safety System Settings)와 해석에 사용된 값이 

비교되어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사건발생 후 안전상태에 이를 때까지의 사건 

진행과정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 계측제어의 기능 수행을 가정한 정도

2. 발전소 및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 수행을 요구하는 정도

3. 정상 작동중인 발전소계통의 기능 수행에 대한 보장 여부

4. 공학적 안전설비의 동작을 요구하는 정도

5. 운전원 조치를 요구하는 정도

6. 다음의 TMI 후속조치 사항들에 대하여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가. II.K.3.1 : II.K.3.2에서 요구한 대로 수행된 평가 결과가 있거나 혹은 신청자의 

설계에 자동 압력방출밸브 격리계통을 갖추고 있다면, 검토자는 이 사항이 해

석 시에 적절히 고려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II.K.3.5 : 검토자는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에 대한 가정을 검토하여 이 가정들

이 후속조치 II.K.3.5 항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최종 펌프 정지기준의 관점에서 

적절하고 보수적으로 모델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다. II.K.3.25 (10CFR50.34(f)(1)(iii)) 및 II.K.3.40 : 사고의 결과로서, 또는 교류전원 

상실의 결과로서, 격납건물 격리가 발생된다면, 원자로냉각재펌프 기기냉각수가 

상실될 수 있다. 검토자는 원자로냉각재펌프 시설의 건전성이 상실되지 않았는

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신청자의 제출서류를 평가한다. 만일 밀봉의 건전성이 

보장될 수 없다면, 검토자는 이 사고의 평가가 밀봉고장을 정확하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압력방출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사고가 다른 유사한 사고

보다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고 언급되어 있다면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평가 내용 

및 결과가 타당한지를 검토한다. 만일 사고의 정량적인 분석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

시되어 있다면 사고의 결과를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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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적 안전설비 및 기타 계통의 작동 시점을 검토하고 계통변수들의 예상된 거동과 

원자로 비상정지 및 계통작동 설정치들을 비교한다.

검토자는 사고전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안전계통 및 기기들의 단일능동고장에 따

른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원자로냉각재 재고량을 보충하거나 유지시키는 계통에서 

가능성 있는 단일고장을 고려한다.

노심거동을 평가하고 1·2차계통 압력을 예측하는 해석적 방법을 검토하여 수학적 

모델 및 전산 코드가 이전에 검토․승인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해석적 방법

의 기 승인이 없었다면 검토자는 새로운 해석모델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수행한다.

해석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계통변수 및 노심과 계통의 초기조건에 대한 타당

성 여부를 검토한다. 특히 제어봉의 제어능, 반응도에 관한 감속재 온도계수, 기포계

수, 도플러계수의 보수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중점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부터 최소여유도를 갖는 노심연소도가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타당성과 사고해석에 사용된 반응도변수들에 대해 평가한다.

사고해석 결과를 검토하여 핵연료봉 거동과 원자로냉각재 및 주증기계통의 최대압

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하며 다음 변수들의 시간에 따른 거동을 검토한다.

1. 원자로 출력

2. 최대 및 평균 열속

3. 가압기 냉각재 체적

4. 냉각재 상태(노심 입구 및 평균 온도, 평균 및 최대 열속 채널 출구온도)

5.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증기관 압력

6. 최소 핵비등이탈률

7. 가압기 및 주증기관 압력방출밸브 유량

8. 격납건물 압력

9.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격납계통으로의 유량(적용가능한 경우)

가압기 압력방출밸브의 부주의한 개방에 의해 야기된 과도상태 동안 중요한 변수

값들이 예상되는 범위 안에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유사한 발전소에 대

한 예측치와 비교한다.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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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심사의 결

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가압기 압력방출밸브의 부주의한 개방사고에 대한 해석결과가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 22, 24, 28조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아래에 기술

된 내용을 근거로 확인한다.

1.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핵연료봉 손상이 허용기준을 만

족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주증기계통의 사고해석 최대압력이 설계압력의 110%를 초과

하지 않는지의 여부

3. 반응도제어계통의 용량이 충분하여 최대 반응도 제어봉이 고착된 경우에도 연료허

용손상한계 이내에서 적절한 반응도 제어가 가능한지의 여부

4. 사고해석은 승인된 해석모델을 사용하고 입력변수 값들은 충분히 보수적임을 보이

고 있으며 단일능동고장에 대한 Regulatory Guide(이하 "RG") 1.53과 계측기기에 

대한 RG 1.105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5. 독립적인 다른 고장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보다 심각한 사고로 진행되지 

않는지의 여부

6. TMI 후속조치사항의 만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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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6.2절 격납건물 외부로 일차계통 냉각재를 수송하는 

소형배관의 파단에 대한 방사능 영향

검토주관 :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이 절에서는 계측용 배관 및 시료채취관과 같이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연결된 

소형 배관이 격납건물 외부에서 파단되는 사고에 대한 방사능 영향을 평가한다. 검토

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격납건물 내/외부 배관의 격리 성능을 요구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 적용되는 배관계통을 포함하여 고장을 가정한 소형 배관계통을 선

정하고 이들 배관계통에 대한 격리 성능을 확인한다. 다만, 격리특성에 관한 허용

기준이 다른 계측용 배관과 같은 특수한 배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Regulatory Guide(이하 "RG") 1.11에는 계측용 배관의 격납건물 외부에서의 격리

특성 및 기타 요건이 기술되어 있다.

2. 신청자가 제출한 사고전개과정이 가장 심각한 방사능 누출을 고려하였음을 확인한다.

3. 상기 사고에 대한 갑상선 및 전신 피폭선량을 계산하기 위해 신청자가 사용한 모

델과 가정을 검토한다.

4. 사고와 동시에 일어나는 요오드 스파이크의 영향을 포함한 원자로냉각재의 요오드 

방사능과 이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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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요시 격리시간과 격리밸브의 최대 누설률 평가를 포함하여 갑상선 및 전신 피폭

선량에 대하여 독립 계산을 수행한다.

6. 신청자에 의해 계산된 선량을 허용기준에 기술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별표 2항에 의한 선량 기준치와 

비교한다.

검토연계분야

이 절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사고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15.0절을 참조한다.

2. 안전심사지침 6.2.4절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 외부의 계측용 또는 기타 소형배관

의 격리성능을 검토하고 9.4.3절  검토주관부서는 보조건물의 공기정화계통의 기능

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기술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를 근거로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 일차 계통

에 연결된 배관계통의 격리요건에 관련된 기준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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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재를 격납건물 외부로 수송하는 소형 배관의 파단사고에 대한 방사능 영향과 

관련된 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원자로 냉각재를 수송하는 소형 배관의 격납건물 외부에서의 파단사고의 방사능 

영향에 대해 만일 제한구역 및 저인구 지역의 외곽 경계에서 전신 및 갑상선 선량의 

계산치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및 

RG 1.11의 C.1.b의 근거에 명시된 대로 10 CFR 100.11의 선량 기준치의 소량 (small

fraction)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발전소 부지 및 선량 완화를 위한 공학적 안전설비는 

허용가능하다. 10 CFR 100.11의 소량은 이 선량기준치의 10%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전신 및 갑상선 피폭선량에 대해 각각 2.5 rem 과 30 rem이다.

발전소의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일차냉각재계통에서의 요오드 방사능에 대하여 기술

되어 있어야 한다. 운영기술지침서에 근거하여 사고 시에 계산된 피폭선량이 선량 기

준치 이내이면 이 운영기술지침서는 허용될 수 있다.

III. 검토절차

중점 검토분야는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된 자료가 최근에 검토된 다른 

발전소의 자료와 유사한가, 그리고 안전성과 관련하여 특별히 안전에 중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검토는 다음 절차로 수행된다.

1. 신청자가 사고해석에 사용한 가정들의 적합성 및 보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형 

배관파단 사고의 기술 내용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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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연결되어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배관들을 확인한다. 격리설비

들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또는 계

측용 배관에 대하여는 RG 1.11 “Instrument Lines Penetrating Primary

Containment”의 적용 가능성의 관점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3. 검토자는 사고해석 시에 가장 심각한 소외 방사능 영향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소형 배관들을 선택한다. 이러한 선택은 주로 최근에 검토된 발전소에 대해 수행

된 해석에 기초를 두며, 화학 및 체적제어 계통의 유출관과 가장 큰 계측 및 시료

채취관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보수적인 가정들이 사용된다.

가.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유출관과 같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23조를 만족시키는 소형 배관들에 대해서는 두 개의 격납건물 격리밸브 

중 하나의 단일능동기기 고장에 따라 격납건물 외부 격리밸브의 하류측에서 

파단이 발생했다고 가정한다. 격납건물 외부로 누출되는 일차 냉각재의 양은 

이러한 파단을 찾아내고 파단부를 격리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법과 성능 및 시

간 (작동가능한 격리밸브를 폐쇄시키는 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 RG 1.11의 격리 요건을 만족시키는 계측용 배관(즉, 격납건물 외부의 격납건물 

격리밸브)에 대해서는 단일고장(예를 들면, 밸브가 폐쇄되지 않음)과 동시에 밸

브 하류측에서 파단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경우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는 여

타의 격리 혹은 유량축소설비(예를 들면, 관로에 설치되는 오리피스)들이 제공

되지 않는 한, 배관의 파단은 차단될 수 없으며 일차 냉각재 누출은 일차 계통

이 감압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가정한다.

다. 누출되는 일차 냉각재의 양은 정상 원자로 운전조건에 해당하는 원자로 냉각

재 유체의 엔탈피를 갖는 소형배관 파단 위치에서의 임계유량이라고 가정함으

로써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검토자는 최근에 검토된 발전소에 대한 유사한 정

보를 고려하면서 신청자가 제공한 원자로냉각재 누출율을 평가한다. 검토자는 

누출율과 전체 냉각재 누출량을 확인한다.

라. 일차 냉각재내의 초기 핵분열생성물 농도는 핵증기공급계통 공급자의 표준기

술지침서 또는 신청자가 제공한 운영기술지침서에서 허용된 최대 평형 농도 

수치라고 가정한다. 부가적으로 원자로 정지 또는 일차계통의 감압의 결과로서 

요오드 스파이크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이 요오드 스파이크는 핵연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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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분열 생성물질의 평형 방사능 누출율을 500배 증가시켜 모델링한다.

검토자는 배관파열의 결과로서 발생될 수 있는 핵연료 손상의 가능성과 정도

에 관하여 평가한다. 핵연료 손상이 있다면 해석 시에 일차 냉각재 방사능에 

손상된 핵연료로부터 방출된 핵분열 생성물질의 방사능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공기 중에 섞이어,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요오드의 분율은 감압과정 중에 증기

로 순간 기화하는 냉각재의 분율과 같다. 기화 분율(flash fraction)은 냉각재 

누출과정이 등엔탈피 과정이라고 가정함으로써 구해진다.

마. 이중 격납건물계통을 갖는 발전소에 대해서 만일 배관들이 2차 격납건물을 관

통하거나 우회한다면 소형 배관의 파단은 2차 격납건물 외부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만일 배관이 2차 격납건물 내부에서 끝났다면 누출은 2차 격납건물 

내부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2차 격납건물내에서의 가상 소형 배관 파단사

고에 따른 압력과도상태동안의 2차 격납건물의 건전성과 누설 밀봉성을 확인

한다. 혼합 체적은 가정된 파단 위치 및 작동하는 것으로 가정된 2차 격납건물 

환기계통까지의 거리에 따라 구해진다. 2차 격납건물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

는 공기중 방사능 물질은 안전심사지침 15.6.5.1절에 기술된 가정에 따라 평가

한다.

바. 공기 중에 혼합된 방사성 요오드의 제거를 위한 공학적 안전설비 등급의 여과 

계통의 작동 및 효율성은 각 경우마다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모든 가능한 

소형 배관의 파단 위치들이 계통의 환기 영역 내에 존재 하는지를 확인한다.

해석시 신뢰할 수 있는 공기처리계통의 종류에 따라서 지표면 방출 혹은 고공 

방출을 가정한다. 대기확산인자 (χ/Q)는 안전심사지침 2.3.4절에서 검토한다.

4. 검토자는 신청자에 의해 계산된 전신 및 갑상선 피폭선량을 허용 기준과 비교한

다. 만일 계산한 선량이 선량 기준치 내에 들지 않는다면 피폭선량을 허용기준치 

내로 줄이기 위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5. 검토자는 사고전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안전계통 및 기기들의 단일능동고장에 따

른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소외전원상실(LOOP)은 단일능동고장으로 간주하지 않

아야 하며 사고해석은 단일능동고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소외전원상실의 유무를 고

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제15.6.2절     개정 5 - 2014. 12- 6 -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심사

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원자로 냉각재를 격납건물 외부로 수송하는 소형 배관의 파단사고에 대

한 해석결과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

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별표 2항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아래에 기술된 내용을 근거로 확인한다.

1.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와 계측관을 포함한 소형 배관의 분류 

및 확인.

2. 신청자가 제출한 사고전개과정의 방사능 누출 측면에서의 보수성.

3. 사고와 동시에 일어나는 요오드 스파이크의 영향을 포함한 원자로냉각재의 비방사

능과 이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

4. 사고의 분석 및 영향 검토시 소외전원의 상실 및 단일고장의 고려 여부.

5. 요오드 기화분율, 대기확산인자 등 방사선 영향 평가에 사용된 가정의 보수성 및 

소외선량에 관한 허용기준 만족 여부.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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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Regulatory Guide 1.11 "Instrument Lines Penetrating Primary Containment"

4. 10 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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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6.3절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에 의한 방사능 영향

검토주관 :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이 절에서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 시 방사능 영향을 검토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가장 심각한 경우의 방사능 누출이 고려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외전원이 유

효하거나 또는 상실되었을 때, 신청자가 기술하고 있는 사고를 회복하기 위한 발

전소의 절차 및 사고전개에 대한 검토

2. 가상 사고에 대한 갑상선 및 전신 피폭선량계산 시 신청자에 의해 사용된 모델 및 

가정의 검토

3. 가능한 경우 검토자에 의한 갑상선 및 전신 피폭선량의 독립적 계산

4. 허용기준에 기술된 적절한 선량 기준치와 검토자 및 신청자에 의해 계산된 선량의 

비교

5. 일차 및 이차 냉각재의 요오드 방사능 농도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의 검토

6. 소외전원상실 및 가장 제한적인 단일고장을 수반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의 

방사능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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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에는 (1) 사고 전 요오드 스파이크와 (2) 사고와 동시에 일어나는 요오드 스파이

크에 해당하는 두 경우의 원자로냉각재 요오드 농도가 포함된다. 가상사고로 부터 초

래되는 잠재적 핵연료 손상을 평가하며 방사능 영향 평가에 고려되는 원자로냉각재 

내의 요오드 방사능의 부가적인 선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검토연계분야

이 절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사고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15.0절을 참조한다.

2. 안전심사지침 2.3.4절 주관검토부서는  방사능 영향 분석에 사용된 대기확산인자를 

검토한다.

3.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 전개는 일차 및 이차측으로의 누설이 종료되는 시간

의 관점에서, 안전심사지침 6.2.1, 6.2.1.1, 6.2.1.3, 6.2.4절 주관검토부서는   검토의 

일부로서 증기발생기 범람(overfill)의 잠재성 및 가장 제한적인 단일고장을 평가한

다.

4.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전개에 대한 비상운전절차서는 안전심사지침 13.5.2.1

절 주관검토부서가 평가한다. 이 정보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의 방사능 영향평

가를 위한 입력자료로서 제공된다.

5. 안전심사지침 19장 주관검토부서는  증기발생기 전열관파단 사고가 발전소 위해도

에 대한 기여도를 검토한다. 이 검토는 격납건물 우회누설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설계개선의 신청자 평가 및 잠재적인 설계 취약성을 확인하기 위해 증기발생기 전

열관 파단사고로 인한 발전소 반응의 최적평가가 포함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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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를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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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경계 및 저인구지대 외곽경계에서의 선량계산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허용기준은 사고시에 방사능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

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와 10 CFR 100의 관련 요건에 근

거를 두고 있다. 제한구역과 저인구지역에서 계산된 전신선량 및 갑상선 선량이 다음

의 선량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의 방사능 영향에 

대하여 발전소 부지와 선량감소를 위한 공학적 안전설비는 만족된다.

1. 사고전 요오드 스파이크를 가정하는 경우와 최고 제어능을 가진 제어봉이 노심밖

에 고착된 경우의 사고에 대하여 계산된 선량이 10 CFR 100. 11의 제한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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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와 동시에 일어나는 요오드 스파이크와 연속적인 전출력 운전시의 평형 냉각

재 요오드농도 유지상태에서의 사고에 대하여, 계산된 선량이 제한치의 적은 분량,

즉, 상기 지침값의 10% 또는 전신선량으로는 25mSv(2.5rem) 갑상선 선량으로는 

300mSv(30 re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방사선 영향 계산에 사용된 방법론과 가정은 안전심사지침 2.3.4절에 의해 검토되

는 대기확산인자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4의 규제입

장을 반영한다.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는 일차와 이차 냉각재계통에서의 요오드 방사

능에 관해 기술하여야 한다. 이 운영기술지침서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에서 계

산된 잠재적 방사능 영향이 상기 두 경우에 대하여 선량 기준치 내에 있다면 허용된

다.

III. 검토절차

중점 검토분야는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된 자료가 최근에 검토된 다른 

발전소의 자료와 유사한가, 그리고 안전성과 관련하여 특별히 안전에 중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검토는 다음 절차로 수행된다.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냉각재 방사능 농도를 적절히 제한하여 방사능 영향을 허용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저해할 기타 특징이 없다는 것을 판정하기 위한 발전소 설계의 

해당 부분에 대한 간단한 조사와 신청자의 사고평가에 국한한다.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의 방사능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계통 변수 및 사고해석이 완전히 완

료된 운영허가 시에 수행한다.

핵증기공급계통 공급자의 기술지침서에는 일차 및 이차 냉각재 방사능에 대한 제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신청자가 이 표준제한사항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신청자의 

발전소가 표준 냉각재 방사능과 누설 한계에 의해 전열관 파열사고가 전반적으로 평

가되어진 표준 NSSS/BOP 발전소에 해당되는 것이며 검토 대상의 부지에 대한  대기

확산인자(χ/Q 값)가 표준 발전소 전열관 파단사고의 검토에 쓰인 제한적인 χ/Q 값을 

초과하지 않으면 검토자는 이 사고로 인해 소외에 미칠 방사능 선량을 재평가할 필요

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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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허가 단계에서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에 대한 검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소외 전력이 유효한 경우와 아닌 경우의 전열관 파단사고에 대한 신청자의 기술내

용. 여기에서는 사건의 진행과정, 그 발생 근거, 적절한 수준의 보수성이 검토된다.

2. 사고발생과 복구기간 동안의 계통 상태를 운전원에게 지시하는 가용한 신호들.

시간에 따른 자동운전과 운전원에 의한 수동 운전이 검토된다.검토자는 운전절차

서분야 담당부서와 함께 핵분열생성물 방출 및 계산된 선량에 대하여 가장 제한적

인 단일 고장이 고려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원 조치를 포함한 신청자의 사

고 개요에 대한 허용성을 검토한다. 이 부분의 검토는 증기발생기 범람 예방과 관

련한 운전원 조치와 관련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발전소 고유의 사고후 열수력학적 특성 및 방사능 영향. 검토자는 사고후 열수력

학적 거동을 결정하고 그것을 신청자가 제시한 것과 비교해 본다. 이러한 비교의 

목적은 신청자가 계산한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는데 있는 것이며, 계산을 정확히 

맞추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4. 검토자의 독립적인 선량 계산시 대기확산인자(χ/Q 값)는 안전심사지침 2.3.4절에 

의해 결정된다.

5. 초기 일차 및 이차계통 냉각재 방사능 농도 결정. 검토자는 운영기술지침서에 허

용된 일차 및 이차 냉각재 방사능 농도를 사고전의 평형 방사능상태로 가정한다.

6. 요오드 스파이크 영향 결정. 선량계산에 대해 다음 두 가지 경우의 요오드 스파이

크가 분석된다.

가. 원자로의 과도상태가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 전에 발생하여 일차 냉각재의 

요오드 농도를 기술지침서에서 허용된 최대값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정한다

(PIS, Preaccident Iodine Spike). 이 경우의 일차 냉각재 요오드 농도는 NSSS 공

급자의 표준기술지침서나 신청자가 제시한 발전소 고유의 운영기술지침서로 부터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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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고에 의한 원자로정지나 일차계통의 감압은 일차 계통에서 요오드 스파이크

를 일으킬 수 있다(CIS, Concurrent Iodine Spike 또는 GIS, Generated Iodine

Spike). 증가하는 일차 냉각재의 요오드 농도는 핵연료봉에서 일차 냉각재로의 

요오드 방출률(Becquerels/time 또는 Curie/time)이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된 

평형값에서의 요오드 농도와 상응하는 방출률 보다 335∼500배 큰 값까지 증

가한다고 가정하는 요오드 스파이크 모델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7. 핵연료 손상의 영향 평가.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의 결과로서 핵연료 손상이 

발생하고 원자로냉각재로 핵분열생성물이 방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의 방사능

을 대기로 방출한다. 반응도 값이 가장 큰 제어봉이 완전히 인출 고착된 것으로 가

정한 상태에서 노심 열적여유도 및 핵연료 손상량에 대해 검토한다. 만약 이 사고

가 핵연료 손상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고와 동시에 일어나는 요오드 스파이

크가 아닌, 사고에 의한 냉각재내 요오드 방사능 농도를 가지고 선량 계산을 수행

한다.

8. 손상되지 않은 증기 발생기의 일차계통에서 이차계통으로의 누설 결정. 손상되지 않

은 증기발생기에도 정상운전 시 일차 계통에서 이차계통으로의 누설은 표준기술지침

서 또는 발전소 고유 운영기술지침서에서 허용된 최대 비율로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9. 파단된 전열관를 통한 냉각재 유량 결정. 파단된 전열관의 양단을 통한 누설률은 

적합한 유량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적절하다면 임계유량을 사용할 수 있다.

10. 가장 제한적인 단일고장 결정. 다음과 같은 가정과 함께 발생하는 증기발생기 전

열관 파단사고를 평가한다.

가. 소외전원상실을 수반하지 않은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

나. 소외전원상실을 수반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

다. 소외전원상실 및 가장 제한적인 단일고장을 수반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

11. 대기로의 요오드 수송량 결정.

사용될 요오드 수송 모형이 NUREG-0409에 설명되어 있다. 일차 냉각재에서 이차 

계통으로 빠져나가는 요오드의 분율(fraction)은 기화(flashing)와 분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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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ization) 때문에 곧바로 공기로 실려나간다고 가정된다. 증기 발생기 수위 아

래인 방출지점에 대하여 증기상에 부유되어 있는 분무화된 일차 냉각재 물방울 

내에 있는 요오드와 증기상에 포함되어 있는 요오드의 세정(scrubbing)에 대해 고

려 할 수도 있다. 곧 바로 공기 중으로 나가지 않을 것으로 가정되는 일차 냉각재 

내의 요오드 분율은 이차계통수 내로 들어가게 되며 증기화율과 요오드 제염계수

에 의해 결정되는 비율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다고 가정된다. 신청자가 합당한 

다른 값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증기발생기의 물과 증기상 사이의 요오드 제염계

수값은 보수적으로 100으로 가정한다.

12. 제한구역과 저인구 지역의 선량 계산. 검토자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에 의

한 선량을 6번 항목에 기술된 두 가지 요오드 스파이크에 대해 필요시 독립적인 

계산을 수행한다. 호흡률 3.47 x 10E-4 ㎥/sec이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 후 처음 

8시간 동안의 갑상선 선량을 계산하는데 이용되며 선량환산인자는 RG 1.4의 값을 

사용한다.

13. 선량계산 결과 검토. 신청자와 검토자에 의해 계산된 전신선량과 갑상선 선량이 

허용기준과 비교되어야 한다. 검토자에 의해 계산된 선량이 선량기준치 내에 들지 

않을 경우 피폭선량을 허용기준 값 이내로 줄이기 위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심사

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에 대한 해석결과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별표 2항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아

래에 기술된 내용을 근거로 확인한다.

1.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는 다음 사항을 가정하여 평가되었다.

가. 소외전원상실을 수반하지 않은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

나. 소외전원상실을 수반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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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외전원상실 및 가장 제한적인 단일고장을 수반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

2. 제어봉의 제어능력이 유지되고 노심냉각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핵연료봉의 손상

이 제한되고 있다.

3. 발전소 부지에 대한 제한구역경계 및 저인구지역 외부 경계에서, 선량 완화를 위

한 공학적 안전설비의 운전과 연계하여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의 계산된 방

사선 영향이 다음을 만족한다.

가. 반응도 값이 가장 큰 제어봉이 완전히 인출 고착된 상태에서 사고전 요오드 

스파이크와 함께 발생한다고 가정된 사고에 대해 피폭선량이 10 CFR 100.11의 

기준 내에 있음.

나. 평형 방사능 농도 상태에서 사고와 동시에 일어나는 요오드 스파이크가 발생

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상기 지침의 10% 이내임.

4.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는 일차 및 이차 냉각재계통의 요오드 농도와 증기발생기 

내의 일차에서 이차측으로의 누설에 관해 기술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계산한 

방사능 영향이 상기 두 경우에 대하여 선량 기준치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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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6.5절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내에서의 가상된 배관파단의 

스펙트럼으로부터 정해지는 냉각재상실사고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냉각재상실사고는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내의 배관 파단으로 원자로냉각재가 정상 

원자로냉각재보충계통의 용량을 초과하여 상실되는 가상사고이다. 배관의 파단은 다양

한 위치에서 발생되며, 파단의 크기는 최대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내에서 가장 큰 배

관의 양단파단에 상당하는 배관파단 스펙트럼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원자로냉각재가 상

실되면 냉각재가 보충되지 않는 한,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이 제거되지 않는다. 원자로

냉각재 기화로 인해 축적된 붕산을 제어하지 않으면 붕소석출한계(precipitation limits)

에 도달하여 노심내 냉각재 유로를 차단함으로써 노심의 열제거를 저해할 수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에서는, 냉각재상실사고시 원자로 압

력용기를 재충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

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및 안전심사지침 6.3절에서 포괄적으로 요구

하는 내용을 만족하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상노심냉각

계통 성능평가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배관 및 지지구조물의 설계, 증기발생기의 설계,

격납건물 설계 그리고 펌프 과속방지장치의 필요성 여부에 영향을 준다.

신청자가 제출한 가상 냉각재상실사고의 스펙트럼 분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

침 6.3절에 기술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검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검토주관부서

는 전체 파단 스펙트럼(파단부의 크기 및 위치)이 제시되어 있는지,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파단부의 위치, 파단부의 크기 및 초기 조건 등이 냉각재상실사

고의 전개를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방식으로 적절히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비상노심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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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통 부품의 가능한 고장 모드에 대해 타당하게 해석되었으며, 이 고장 모드가 비상

노심냉각계통 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제시되어 있는 지를 평가한다. 파단부 각각의 

크기와 위치에 대하여, 검토주관부서는 가정된 초기 노심 및 원자로냉각재계통 조건,

비상전력공급 전후의 시간지연을 포함한 가상된 사고전개, 출력, 압력, 유량 및 온도의 

과도상태의 계산, 원자로 보호계통 및 비상노심냉각계통의 기능 및 운전상의 특성이 

사고전개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사고의 전개를 완화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운전원의 

조치 등을 검토한다.

대형 및 소형 파단 냉각재상실사고시 최고 PCT, 최대 국부 피복재 산화도, 최대 수

소 생성량(최대 노심전반 산화도 결과로 표현)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분석을 통해 

가장 제한적인 파단을 확인한다. 소형 파단 스펙트럼에 대한 제한적인 조건들을 찾기 

위하여 충분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소형파단에 대한 분석에서, 파단부 직경이 1,

2, 3 인치와 같이 정수 파단면적은 최고 PCT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조밀하

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제한적인 파단을 결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분석으로서 충분하지 

않다. 또한, 2상의 냉각재가 핵연료의 유효길이 상부까지 충수되어 피복재 온도가 포

화온도 정도로 감소할 때까지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분석에서는  주입 배관하나가 

상실된 상태에서 건전 루프로는 저하된 성능의 비상노심냉각 주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 고려해야 한다. 냉각수 배출이 안되는 흡입배관의 파단이 가장 제한적인 PCT 및 

노심의 2상 냉각재 수위저하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토출배관의 

측면파단과 상부파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

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의 제한치를 만족하기 위해 운전원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노심을 성공적으로 냉각하기 위한 기기 및 운전원의 조치 시간을 확인하

여야 한다.

운전원 조치로 인해 붕소석출이 적절하게 제어되고 방지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냉각재상실사고 후 장기냉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붕소석출 시점을 확인하

기 위해 대형 및 소형 파단 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대형파단

의 경우, 허용가능한 분석방법론을 이용하여 동시주입에 대한 시점을 확인하여야 한

다. 소형 파단 스펙트럼의 경우에도, 장기냉각 중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높은 압력으로 

인해 동시주입을 통한 노심의 붕소세척(flushing)이 불가능할 때 붕소석출을 제어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분석시 모든 기기 및 운

전원 조치시간을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노심의 단기거동 및 장기냉각성능과 관련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을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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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사용되는 계산체제를 평가모델이라고 부른다. 이 평가모델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전산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수학적 모델, 가정 및 상관식, 프로그램의 입/

출력 정보를 선정하고 다루는 과정,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해석부분에 대한  자세

한 기술, 변수들의 수치, 기타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신청자가 사용하는 평가모델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에 제시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허용기준을 만족해

야 한다. 구조물의 거동을 살펴보기 위해 냉각재상실사고의 취출영역(blowdown) 계산

을 수정할 때는 (예를 들면, 노심 지지구조물 설계, 제어봉 안내 구조물 설계, 증기발

생기 설계, 원자로냉각재계통 배관 및 지지구조물 설계), 신청자는 수정으로 초래되는 

모든 차이점들을 규명하고 기술해야 한다. 검토주관부서는 해석기술, 전산 프로그램,

입력변수들의 수치, 파단부의 크기, 유형 및 위치 그리고 모든 여타 적절한 정보들을 

포함하는 이들 수정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타부서에 이들의 허용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다. 검토주관부서는 필요하면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의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심사지침 6.3절에 기술된 사항들과 결부시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고장 모드 

해석을 검토하여, 비상노심냉각계통 기기의 가능한 손상 모드가 규명되었고, 고장 

모드가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타당하게 수행되었

음을 확인한다.

2. 냉각재상실사고의 취출, 재충수, 재관수 영역에서 신청자가 사용한 해석기술과 전

산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3. 출력과도 계산(감속재 온도, 기포 및 핵연료 온도에 의한 반응도 궤환효과, 붕괴

열 등을 포함), 핵연료 피복재 온도, 피복재 파손 및 변형을 계산하는데 신청자가 

사용한 해석기술과 전산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4. 신청자의 결론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출, 재충수, 재관수 그리고 피복

재 온도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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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형파단 냉각재상실사고의 경우, 원자로냉각재펌프 루프씰을 통해 노심으로 비

붕산수가 주입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비붕산수 주입에 따른 반응도 과도사고로 

인한 노심 손상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6. 신청자가 사용한, 또는 독립적인 검증계산에서 검토자가 사용한 노물리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7. 대형 및 소형 파단 냉각재상실사고의 장기냉각해석 결과를 검토하고, 대형 냉각

재상실사고의 붕소석출 시점(동시주입으로 전환하는 운전원의 조치시점) 확인시 

허용가능한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장기냉각을 위한 동시주입이 불가능한 모든 소

형파단 냉각재상실사고시 붕소석출 제어를 위한 적절한 절차를 개발하였음을 확

인하기 위하여 검토를 수행한다.

또한 검토주관부서는 핵분열생성물질의 누출과 방사선학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

행한다. 이 작업은 안전심사지침 제15.6.5.1절에 기술되어 있으며 그 결과는 안전성평

가보고서 작성에 포함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냉각재상실사고와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

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 조정한다.

1. 과도 및 사고 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15.0절에 제시되어 있

다.

2. 안전심사지침 4.2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핵연료 손상모드 및 피복관파열 상관식

을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

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안전심사지침 6.2.1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는 냉각재상실사고 스펙트럼에 대한 격

납건물의 성능평가를 수행한다. 격납건물 거동해석에 사용된 가정들이 냉각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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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고 해석 수행시 보수적인 방법으로 선택되었음을 확인하며, 재관수 단계에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해석을 위해 신청자가 수행한 또는 독립적인 검증을 위

해 검토자가 수행한 격납건물 압력계산 결과를 검토한다.

4. 안전심사지침 7.2절과 7.3절의 검토주관부서인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자동기

동, 원격 감지 및 지시, 원격 제어 그리고 연동의 관점에서 원자로 보호계통과 관

련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제어 및 계측부분을 검토하며, 원자로 보호계통 및 비

상노심냉각계통의 계측제어가 신청자가 수행한 안전해석의 사고전개에 기술된 대

로 작동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또한 검토주관부서의 요청에 의해, 비상노심냉각계

통의 고장 모드 분석을 검토하여, 비상노심냉각계통 계측제어설비의 모든 가능한 

고장 모드와 이 고장 모드가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타

당한가를 확인한다.

5. 안전심사지침 8.3.1절과 8.3.2절의 검토주관부서인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비상 

소내전원 성능(functional capabilities)을 검토하며, 검토주관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사고를 완화시키기 위해 제어계통 작동에 필요한 전력원이 신청자의 사고해석에

서 고려한 내용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또한 검토주관부서의 요청에 의해, 비

상노심냉각계통의 고장 모드 분석을 검토하여, 비상노심냉각계통 설비의 모든 가

능한 고장 모드와 이 고장 모드가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 타당한가를 확인한다.

6. 안전심사지침 9장과 10장의 검토주관부서인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보조계통

(즉 보조급수, 용수계통, 기기냉각수계통, 최종열제거원, 응축수저장시설 등)을 검

토하여, 이러한 계통이 냉각재상실사고 시 비상노심냉각계통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9.2.2절

의 검토의 일부로,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부의 건전성을 검토한다.

7. 안전심사지침 3.6.2절과 3.9.2～3.9.5절의 검토주관부서인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감압 및 지진의 복합하중이 노심지지 구조물과 제어봉 안내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하며, 냉각재상실사고 후 노심이 냉각 가능한 기하학적 형상을 유지하고 

제어봉삽입을 고려하는 냉각재상실사고시 제어봉이 삽입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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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허용기준의 만족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심의 변형된 핵연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그 지지물의 설계에 허용기준이 설정

되어 냉각재상실사고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와 공학적 안전설비의 파손을 방지

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8. 안전심사지침 13.5.2절의 검토주관부서인 운전절차서분야 담당부서는 발전소 운전

절차를 평가한다. 발전소 운전절차에 소형냉각재상실사고시 원자로냉각재펌프를 

정지시키는 운전원 조치가, 발전소 고유의 안전해석에 기초하여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이 사고의 허용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및 제30조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및 원

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비상노심냉각장치), 원자력안전위

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 이들 

요건은 어떠한 냉각재상실사고시에도 핵연료 및 피복재 손상방지 등 관련 허용기

준을 만족하도록 안전유지에 필요한 노심 열제거 능력을 갖춘 비상노심냉각계통

을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단일전력․단일고장 가정하에서도 적절한 노심냉

각을 위해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다중성․누설탐지․격리 및 격납기능 등을 요구한다.

신청자에 의해서 수행된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평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

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는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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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 배관파단의 전 스펙트럼에 대해, 그

리고 소형냉각재상실사고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운전에 대한 요건을 고려해서,

평가결과는 다음에 주어진 비상노심냉각계통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을 만족해

야 한다.

가. 계산된 핵연료 피복재의 최고온도는 1,204℃(2,200℉)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 계산된 피복재의 최대 산화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산화되기 전의 전체 피복재 

두께의 17%를 초과하지 않는다.

다. 피복재와 물 또는 증기와의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소의 총량의 계산치

는 핵연료를 둘러싸고 있는 원통형 피복재의 모든 금속이 반응한다고 가정할 

때 생성되는 가상적인 수소생성량의 1%를 초과하지 않는다.

라. 계산된 노심형상의 변화는 노심이 냉각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마. 계산상으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초기 작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도 노

심 온도는 허용될 정도로 충분히 낮은 온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붕괴열은 노

심내에 잔존하는 장수명 방사성물질의 냉각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동안 제거

되어야 한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 이 요

건은 사고로 인한  방사선학적 영향을 완화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심각한 냉각

재상실사고의 방사학적 영향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규정된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 이 요건은 정

상․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에서 변수 및 계통들을 감시할 수 있는 계측설비와 

변수 및 계통들을 설정된 운전범위 내에서 유지시킬 수 있는 제어설비를 요구한

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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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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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위에서 규정된 규제요건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TMI 후속조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평가시 허용 가능한 모델은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의 보수

적 평가방법 또는 최적 평가방법에 대한 규제지침(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

침 7.1.1 또는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7.1.2)에 제시되어 있다.

2. TMI 후속조치의 II.E.2.3, II.K.3.5, II.K.3.25, II.K.3.30, II.K.3.31의 요건들을 만족하

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다음에 기술된 절차는 건설허가, 운영허가의 검토에 사용된다. 건설허가의 검토단

계의 해석에 사용된 계통변수 설정치는 예비적인 성격의 값으로 변경될 수 있다. 운영

허가 검토단계에서는 해석에 최종 수치가 사용되어야 하며, 검토자는 이 값들을 제시

된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된 안전계통 제한설정치와 비교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해석에 대한 검토에 있어,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바에 따라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의 보수적 또는 최적 평가방법에 대한 규제지침(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7.1.1 또는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7.1.2)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는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 신청자는 이런 내

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평가모델을 적절히 인용해야 한다. 만일 새로운 모델

을 사용하여 해석이 수행된 경우, 이 새로운 모델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가 필요

하다. 평가모델은 대형 및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후 장기냉각평가 뿐만 아니라 사

고 후 단기 거동과도 관련이 있다. 장기냉각 평가에는 대형 및 소형냉각재상실사

고에 대한 붕소석출 및 방지대책을 적절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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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장모드 분석이 타당하게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가장 심각한 단일능동고장이 

선정되어야 한다. 고장모드 분석은 안전심사지침 6.3절에서 부분적으로 검토된다.

만일 이전에 제출된 설계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원자로냉각재계통, 노심 및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변경사항들에 대해 가장 심각한 단일고장의 관점에서 검토하

여야 한다.

3. 다양한 파단 위치와 파단부 크기에 대한 광범위한 스펙트럼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만일 평가의 일부분이 이전에 승인된 내용들을 인용하여 수행되었다면, 설

비들(비상노심냉각계통, 원자로냉각재계통, 원자로 노심 등)간의 설계차이를 검토

하여야 한다. 만일 설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신청자는 중요한 변수들에 대

한 민감도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민감도 분석이 안전성분석보고서

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검토자는 이 사항들을 요구한다.

4. 계산에 사용된 변수들과 가정들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며 보수적으로 결정되어

야 한다.

가. 초기 출력준위는 출력 측정 불확실도에 대한 별도의 정당성이 없는 한, 초기

에 가정된 운전중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로 수에 대응하는 인가된 노심열출

력에 2%의 출력 측정 불확실도가 추가된 값을 사용한다. 사건초기에 운전중

인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로 수는 사고의 결과를 가장 악화시키는 운전조건

에 해당되는 유로 수이어야 한다.

나. 사용된 최대 선형열생성율은 제시된 인가노심열출력의 102%와 첨두계수 또

는 최대 선형열생성율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의 제한치에 근거한 값이어야 

한다.

다. 안전심사지침 4.3절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능한 모든 축방향 출력분포가 해

석에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가모델은 파단부 크기의 함수로써 가장 

열악한 출력분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평가모델이 축방향 출력분포를 고

려하지 않았거나, 또는 주어진 상황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감도 분석

을 요구한다.

라. 신청자는 초기 저장에너지를 보수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4.4

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용된 수치들은 신청자의 정상상태 온도, 검토자가 

수행한 유사 계산, 혹은 이전의 신청자가 유사한 발전소에 대해 수행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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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마. 제어봉 삽입을 신뢰하기 위해 취해진 내용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해석이 제시

되어야 한다.

바. 신청자는 해석에서 소형냉각재상실사고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정지 요건 등

을 포함하여,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운전을 보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 붕소석출에 대한 해석시 비상노심냉각수가 노심으로 주입됨에 따라 시간의 

함수로서 계산된 적절한 혼합체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혼합체적의 크기는 기

포를 포함하고 있는 강수관 및 내부 압력용기 영역 사이의 수력학적 수두의 

균형과 외부 유로의 저항에 의해 제어되기 때문에 해석모델에는 이와 같은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석출한계에 대해서도 평가모델에서 충분한 근거를 

보여야 한다. 고농도의 붕산탱크 및/또는 붕산수원 등이 설계되어 있다면 이 

계통은 배관파단 시점에 운전 중인 것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아.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평가시 격납건물 압력은 보수적으로 최소 압력을 고려

한다.

자. 비상노심냉각계통에서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로의 수원 전환 후 보수적인 재

순환유량이 발생하도록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로 이동한 이물질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차. 비상노심냉각수 수원이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로 전환시 흡입수두(NPSH)가  

적절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격납건물 해석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원자로 보호계통의 작동, 안전주입 작동과 주입은 안전성분석보고서(운영허가 검

토)에 기술된 설정치 및 관련 불확실도와, 지연시간들과 일치해야 한다. 비상노심

냉각계통의 유량들은 안전심사지침 6.3절에 제시된 비상노심냉각계통 펌프들의 

수두-유량 특성곡선에 근거하여 신청자의 자료와 해석에 사용된 전형적인 안전주

입탱크 출구유량 곡선을 검토하여야 한다.

원자로 압력용기에 비상노심냉각수를 제공하는 데 능동계통보다 피동계통을 사

용하는 신규 원자로설계의 경우에는, 피동 비상노심냉각유량이 안전주입계통 성

능해석의 유량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력손실시험 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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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자의 계산결과는 전형적인 발전소에 대한 검토자의 계산 결과 및 이전의 신

청자가 유사한 발전소에 대해 수행한 계산결과와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다음의 

변수들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 중점 검토분야를 선정하여 세부 검토

를 수행한다. 여러 가지 파단에 대한 출력과도현상; 계통의 여러 위치에서의 압력

과도현상; 파단면 근처, 노심내, 강수관내에서의 유량과도현상; 노심입구, 노심출

구 및 노심내에서의 원자로냉각재의 온도 및 건도; 피복재온도 과도현상(노심 평

균, 고온 핵연료다발, 고온 핀); 취출, 재충수 및 재관수 동안의 열전달 계수; 배관 

및 원자로압력용기 벽면으로부터의 열유속 과도현상; 일차측-이차측간의 열전달;

피복재 파열시간(만약 상당히 높은 최대 피복재 온도가 발생하는 비슷한 시기에 

천공(perforation)이 발생할 경우, 계산에는 수정된 가정이 사용되어야 한다.); 파

단부 크기의 함수로 표시된 최대 피복재온도 (만일 최대 수치가 발견되었는지가 

불확실하다면 부가적인 계산들을 요구한다.); 계산된 강수관 유량 및 전형적인 발

전소에 대한 검토자의 계산치와 각각 비교된 비상노심냉각수 우회 종료의 예측시

간; 펌프 속도의 과도현상; 격납건물 압력의 과도현상; 수송 분율(carryover

fraction)(계산 입력자료가 아닌 경우)

붕산농도는 가장 제한적인 대형 및 소형 파단에 대한 시간의 함수로서 표현되어

야 한다. 노심 붕소세척을 위한 동시주입이 불가능한 소형파단의 경우, 붕산농도

가 붕소석출 제한치에 도달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른 절차들을 준수하여

야 한다.

신규 원전의 비상노심냉각계통 및 원자로냉각재계통은 노심노출(core uncovery)

이 방지되도록 설계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예측된 노심수위(level of core

coverage)에 모순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자는 신청자의 해석결과를 검토

자의 독립적인 해석결과와 비교할 수 있다.

7. 계산된 최고 피복재온도, 최대 국부산화 두께, 그리고 노심 평균 지르코늄-물 반

응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에 주어진 비상노심냉각계통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붕산농도

가 붕소석출 제한치에 도달하지 않도록 제어되는지 확인하고, 비상운전절차서에 

기술된 모든 기기의 작동시간 및 운전원 조치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8. 신청자는 대형 및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해석을 발전소가 장기냉각 상태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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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고 경위를 고려하여, 붕괴열의 제거가 확실히 확립되는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가정된 냉각수원, 주입배관의 다중성, 밸브의 정렬상태, 붕소농도

의 제어 그리고 요구되는 모든 운전원의 조치 등을 검토한다.

9. TMI 후속조치 항목 II.K.3.5 “냉각재상실사고 중 원자로냉각재펌프 자동정지”에서

는 모든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후 원자로냉각재펌프를 자동으로 정지시킬 것을 요

구하고 있다.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안전한 기동을 위하여 비상운전절차서에 명시

된 지침에 따라 펌프를 기동하여야 한다. 이 조치는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후반의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 저하 및 펌프 손상을 방지한다.

소형파단 냉각재상실사고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기동 조건에 관련된 다음 내용

들이 비상운전절차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단상 자연순환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나. 만약 단상 자연순환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2상 자연순환의 적절성을 확인

한다.

다.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재기동이 필요하고, 요구되는지를 결정한다.

라. 모든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재기동 조건이 만족되는지 확인한다.

10. 다음 TMI 후속조치 항목들을 검토하여 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가. II.E.2.3 항목의 검토에 있어 검토자는 신청자에 의해 수행된 불확실성 분석이 

II.E.2.3 항목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하여, 소형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한 모델링 

가정과 현상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

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과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의 보수적 또는 최적 평

가방법에 대한 규제지침(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7.1.1 또는 경수로

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7.1.2)에 따라 적절하게 고려되었음을 확인하여 비

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이 허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나. II.K.3.5 항목의 검토에 있어 검토자는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정지에 관한 가정

들을 평가하여 TMI 후속조치 항목 II.K.3.5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최종 펌프 

정지 기준의 관점에서 이 가정들이 적절하고 보수적으로 고려되었음을 확인

한다.

다. 만일, 냉각재상실사고의 결과로서, 혹은 교류전원 상실의 결과로서, 격납건물 

격리가 발생될 경우,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기기냉각수가 상실될 수 있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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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II.K.3.25 항목의 검토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부의 건전성이 상실되

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평가한다. 만일 밀봉부의 

건전성이 보장됨을 확인할 수 없다면, 검토자는 이 사고에 대한 평가가 밀봉

부의 파열(seal failure)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라. II.K.3.30 및 II.K.3.31 항목의 검토에서 검토자는 신청자에 의해 수행된 소형 

냉각재상실사고 모델의 입증자료를 평가하고, 특정 발전소 해석에 요구되는 

수정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11. 냉각재상실사고 전 기간 중 노심노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경수로의 경우, 국부 dryout 조건에 의해 상당히 많은 수의 핵연료봉이 손상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검토를 수행한다. 이는 감압이 발생한 후 주어진 압력에서 

제한적인 핵연료봉의 열속이 임계열속(CHF)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함으

로써 확인될 수 있다. 만일 핵연료봉의 열속이 임계열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냉

각재상실사고 기간 중 냉각재로 채워진 노심에서 핵연료연소(burn-out)에 의한 손

상 핵연료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핵연료 손상 및 환경으

로의 방사능 누출 가능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

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이와 같은 분석결

과가 기술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검토자는 이를 요구한다.

검토자의 요구에 대해, 지원부서는 I절에 언급된 검토분야에 대한 입력자료를 제공

한다. 검토자는 검토절차를 종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입력자료를 얻고 이를 사용한다.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의 핵분열생성물질의 누출과 방사학적 영향은 안전심사지

침 15.6.5.1절의 검토주관부서에 의해 수행된다.

표준설계인가에 대한 검토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요건 및 제한사항을 

포함하여 계통설계가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자는 상기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가능한 경우)이 이루어졌는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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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후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각각의 결론에 대한 근거도 함께 기

술한다.

검토자는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내 가상배관파단의 스펙트럼으로부터 야기되는 냉

각재상실사고 해석결과가 허용가능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

조 및 제30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

능에 관한 기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

기준”의 요건들을 만족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 사항에 기초한다. 신청

자는 고려된 모든 계측설비가 사용가능하고, 정상․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에서 이 

계측설비가 감시 중인 변수의 값에서 보호계통이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함을 입증함

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를 만족한다. 신청자는 원자력안

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에 따라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해석에서는 파단크기와 위치에 대한 일

련의 스펙트럼을 고려하였으며,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의 보수적 또는 최적 평가방법

에 대한 규제지침(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7.1.1 또는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7.1.2)을 만족하는 평가모델을 사용하였다. 해석의 결과는 비상노심냉각계통

이 다음의 기준을 만족함을 보여준다.

1. 계산된 핵연료 피복재의 최고온도는 1,204oC(2,200oF)를 초과하지 않는다.

2. 계산된 피복재의 최대 산화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산화되기 전의 전체 피복재 두

께의 17%를 초과하지 않는다.

3. 피복재와 물 또는 증기와의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소의 총량의 계산치는 핵

연료를 둘러싸고 있는 원통형 피복재의 모든 금속이 반응한다고 가정할 때 생성

되는 가상적인 수소생성량의 1 %를 초과하지 않는다.

4. 계산된 노심형상의 변화는 노심이 냉각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이다.

5. 계산상으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초기 작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도 노심 

온도는 허용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낮은 온도로 유지되며, 노심내에 잔존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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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방사성물질의 냉각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동안 붕괴열은 제거된다.

6. 신청자는 TMI 후속조치에 대한 요건을 만족시켰다.

7. 파단부 크기 및 위치에 관계없이, 냉각재상실사고 후 장기냉각기간 중 붕소 석출

이 방지된다.

방사학적 영향은 부지 승인 관점에서 평가된 냉각재상실사고의 가상 스펙트럼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요건

을 만족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의해서 핵분열생성물질의 방출이 배제되지

만, 본 해석에서는 이들의 상당 부분이 노심으로부터 방출된다고 가정하였다.

검토자는 가상 냉각재상실사고시 분석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과, 그러한 사고

에 대해 보수적으로 계산된 방사학적 영향이 규제요건과 적용 규제지침, 규제기준을 

만족하며, 따라서 비상노심냉각계통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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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6.5.1절 격납건물 누설분을 포함한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은 가상의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로 인한 선량계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와 전체 냉각재상실사고 선량 중에서 격납건물 누설에 의한 선량에 대한 구체적인 검

토방법 및 절차를 기술한다.

검토주관부서는 다음 내용을 검토한다.

1. 안전심사지침 2.3.4절의 검토주관부서인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로부터 부지특성에 

관한 자료를 입수한다.

2. 격납건물로부터 대기로의 모든 가상 유출경로에 대한 선량 계산치는 모두 합하

고, 이 계산치를, 제한구역 경계 및 저인구지대 외곽경계의 적합성과 사고시 선량

완화를 위한 공학적 안전설비의 적절함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선량 기준치와 비

교한다.

3. 냉각재상실사고로 인한 총 방사선학적 영향에 기여하는 사고후 격납건물 누설로 

인한 방사선학적 영향을 계산하는 신청자의 방법 및 결과를 검토하며, 선량계산

을 위한 가정 및 입력변수 관점에서 격납건물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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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자는 사고 시 격납계통의 모델링을 포함하여, 동 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에 

대해 독자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분석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나타난 적

절한 자료에 근거하고, 선량 저감을 위한 공학적 안전설비에 대한 담당 검토자의 

평가, 예를 들면 안전심사지침 6.5.2절에서 평가되는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유효성 

등을 고려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냉각재상실사고로 인한 방사선학적 영향과 관련한 다음

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격납계통 기능설계는 안전심사지침 6.2.6, 6.2.3, 6.2.4절의 주관부서에서 검토한다.

2. 안전심사지침 6.2.6, 6.2.3 및 6.2.4절의 검토주관부서는, 1차 격납건물 누설율, 2차 

격납건물 우회 누설율 및 격납건물 방출/배기 계통 방출율(냉각재상실사고 후 동 

계통이 닫히는 동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검토에 필요한 허용기준 및 그 적

용방법은 각각의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되어 있다.

3. 안전심사지침 2.1.2절과 2.1.3절의 검토주관부서는 제한구역과 저인구지역의 경계

거리를 검토한다.

4. 안전심사지침 6.5.2, 6.5.4 및 6.5.5절의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계통 살수에 의한 핵분

열생성물의 제거를 검토하며, 제염계수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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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검토의 허용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89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5조, 제6조, 제10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

한 기술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9) “원자로시설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의 규제요건에 근거한다. 총 선량계산과 격납건물 누설분에 대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한구역경계 및 저인구지대 외곽경계까지의 거리는 가상 냉각재상실사고로 인

한 방사선학적 영향의 계산치 총량(즉, 갑상선 및 전신 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

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명시된 적절한 선량 

기준치 내에 있으면 허용된다. 동 계산치 총량은 격납건물로부터 대기로의 모든 

유출 경로별 선량의 합이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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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위에서 규정된 규제요건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냉각재상실사고 후 누설에 의한 전신 및 갑상선 선량의 기여치를 계산하기 위한 

모델 및 그 계산은, 대기확산인자(χ/Q 값)를 제외하고는, RG 1.195에 명시된 보수적인 

설계 기준 가정들을 반영하고 있다면 허용된다. 적절한 χ/Q 값들은 안전심사지침 

2.3.4절의 검토자가 제공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특정 발전소에 적절하도록 본 안전심사지침의 특정한 부분을 선택하고 

해당부분에 주안점을 둔다. 중점 검토분야는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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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최근에 검토된 다른 발전소의 자료와 유사한가, 그리고 안전성과 관련하여 특별

히 안전에 중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고려해 결정된다.

아래의 검토 단계 중 1단계부터 8단계까지는 격납건물 누출분에 대해, 그리고 9단

계는 총 방사선학적 영향에 대해 각각 적용된다.

1. 노심의 설계(또는 출력증강) 출력준위는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얻어진

다. 노심은 최대 평형 핵분열생성물 재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히 긴 기간

(약 3년)에 걸쳐 이 출력 준위에서 운전된 것으로 가정한다. 냉각재상실사고시 핵

분열 생성물중 평형 옥소의 25% 와 100%의 불활성 기체가 사고 후 매우 빠른 

시간 내에(순간적으로) 격납건물로부터 유출된다고 가정한다. 이 옥소는 옥소 원

소 91%, 유기 옥소 4% 및 입자 옥소 5%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2.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6.2.1 및 6.2.3절에 기술된 자료들에 의거, 어떠한 종

류의 격납계통이 사용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냉각재상실사고로 인한 선량계산을 

위해 1차 격납건물 누설율은 안전성분석보고서 6.2.6절의 검토주관부서로부터 얻

는다. 만일 해당 검토주관부서의 검토결과 동 누설율이 수정되면 해당 검토주관

부서는 이 수정사항을 본 절의 검토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차 격납건물 

누설율이 사고 24시간 후에 초기 누설율의 약 반 정도에서 일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 제15장에 기술된 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한 가정을 조사한

다. 격납건물 종합누설율시험의 신뢰도로 인해, 0.1%/일 보다 작은 격납건물 누

설율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용된 누설율은 기술지침서의 값과 일치해야 한다.

3. 이중 격납계통인 경우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6.2.3 및 6.5.3절에 의거하여, 동 계

통이 분리된 1, 2차 격납건물인지, 적절히 분리되었는지, 그리고 2차 격납건물의 

부압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지의 요구사항 등이 만족되는지를 검토한다. 재순환

에 의해 희석이 되는 2차 격납건물의 경우, 이중 격납계통에 대한 상기 요구 사

항을 만족함과 더불어 2차 격납건물내에서 적절한 혼합이 이뤄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중 격납계통의 경우 우회 누설율을 평가한다. 이 누설은 보통 1차 격납건

물 누출율의 몇 분의 일 또는 백분율 등으로 표현되고, 2차 격납건물을 우회하여 

1차 격납건물로부터 직접 환경으로 유출된다고 가정한다. 2차 격납건물 우회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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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및 2차 격납건물 내의 정압력 특성은 안전성분석보고서 6.2.3절의 검토주관부

서로부터 얻어진다. 우회 누설율이나 2차 격납건물 정압력 특성이 해당 검토주관

부서의 검토결과 수정된다면 해당 검토주관부서는 수정사항을 본 절의 검토주관

부서에 통보할 것이다.

4. 안전심사지침 6.2.4절의 검토주관부서는 통상적인 격납건물 방출/배기계통의 운전

을 검토한다. 만약 제안된 계통 운전이 해당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요건을 만족하

지 못하면, 냉각재상실사고로 인한 선량평가시 추가 기여분으로서 이 유출 경로

의 방사선학적 영향을 본 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분석하도록 요구한다.

5. 공기정화계통, 살수계통과 같은 공학적 안전설비는 안전성분석보고서 6.5절 검토 

시 고려된다. 이러한 공학적 안전설비는 냉각재상실사고동안 환경으로 유출되는 

옥소 생성물의 양을 줄여 사고의 영향을 완화시킨다. 불활성 기체의 환경 유출은 

필터나 살수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형적인 단일 격납건물은 격납건물 

내 대기로부터 옥소를 치환 제거하기 위해 살수계통에 화학 첨가제(수산화나트륨,

붕산화 나트륨, 인산삼나트륨 등)를 사용한다. 화학 첨가제 살수계통의 옥소 제거

율을 결정한다. 안전심사지침 6.5.1절의 검토주관부서는, 공기정화계통에 대해 설

계 및 효율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이중 격납계통인 경우, 본 절의 검토주관부서는 

적합한 신뢰성이 주어질 수 있도록 사고전개순서와 관련하여 공학적안전설비의 

운전모드를 결정해야 한다.

6. 제한구역 경계 및 저인구지대 외곽경계까지의 거리는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 

2.1.2 및 2.1.3절로부터 결정되고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2.1.2의 검토주관부서와 

함께 이 거리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7. 냉각재상실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을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χ/Q 값은 안전심사

지침 2.3.4절의 검토자가 제공한다.

8. 격납계통 및 공학적 안전설비에 대한 적절한 선량계산 모델이 선택되는데, 이 모

델은 격납건물로부터 환경으로의 방사능 유출을 보수적으로 나타낸다. 검토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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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능이 위치한 구역을 나타내는 즉,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방사능이 전달되

는 경로를 화살표로 표시한 계통도를 스케치하는 것이 편리하다. 누설율, 살수 제

거율, 공기정화계통 효율 및 유동율 등이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방사능이 

이동하는 율을 표시하는데 쓰인다. 실제 선량계산을 수행하는 데는 전산코드가 

사용된다. 검토자는 상기 계통 모델에 가장 잘 맞는 코드를 선택한다. 동 전산코

드들은 핵분열생성물의 생성율, 반감기, 에너지 및 선량 환산인자 등 선량 계산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라이브러리로 포함하고 있다.

9. 격납건물 누설로 인한 선량은 그 밖의 (냉각재상실사고후) 유출 경로로부터의 선량

계산치와 합해지고, 냉각재상실사고로 인한 갑상선 및 전신 총 선량은 본 안전심사

지침 II절의 세부기준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

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선량 기준치와 비교한다. 선량의 총 계산치

가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이 선량을 허용 준위로 낮추기 위한 대체 방법을 신청자에

게 요구할 수 있다. 대체 방법으로는 다른 종류의 격납건물을 사용하거나, 보다 더 

효율적인 공기정화 또는 살수계통을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15.6.5.1절과 15.6.5.2절에 의거하여 검토자가 계산한 핵분열 

생성물이 대기로 유출되는 다양한 경로로부터 2시간 및 30일간의 갑상선 및 전신선량

을 기재한 표를 작성한다. 이 표에는 검토자가 계산한 선량의 총량도 기재된다. 전체 

선량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론이 안전성평가보고서의 “냉각재상실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 절에 포함될 것이다.

신청자는 가상의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를 선정하여 분석했으며 동 사고로 인한 

총 방사선학적 영향 분석 결과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명시된 선량 기준치(제한구역 경계 및 저인구지대 외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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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까지 거리의 적절성과 관련하여)를 만족하였다. 이 분석에는 아래와 같은 선원 

및 격납건물로부터 대기로의 방사능 유출 경로가 포함되어 있다.

1. 격납건물 누설분

2. 격납건물 방출/배기 밸브가 닫히는 동안 이를 통한 기여분

3. 냉각재상실사고후 격납건물 외부의 공학적 안전설비로부터 누설분

4. 주증기관 차단밸브의 누설분

검토자는 신청자의 분석결과를 검토하였으며 필요 시 각 유출경로별 방사선학적 영

향에 대한 독자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검토자의 자세한 분석 내용은 본 보고서 15.x

절부터 15.x 절까지에 나타나 있고 그 결과는 표 15.x 에 기재되어 있다. 가상 냉

각재상실사고로 인한 갑상선 및 전신선량의 계산치 총량 또한 상기 표에 기재되어 

있다.

운영허가 신청에 대한 안전성평가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단락이 추가된다.

검토자는 (발전소 이름) 발전소의 공학적 안전설비와 관련하여 (이름) 부지의 제한

구역 및 저인구지대 외곽경계까지의 거리에서 사고후 총 방사선학적 영향이 원자

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명시된 선량 

기준치 내에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신청자의 분석결과에 대한 검토자의 

검토 및 계산된 선량이 기준치 이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자의 독립적인 

분석에 근거를 둔다(필요 시).

총 방사선학적 영향에 대해 결론을 내린 다음에 안전심사지침 15.6.5.1절과 15.6.5.2

절에 따라 격납건물로부터 대기로 유출되는 해당 발전소의 핵분열 생성물 유출 경로 

및 각 경로별 선량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는 별도의 절에 포함되며, 각 절은 

경로별 선량 기여분에 대한 검토자의 독자적인 분석결과(필요 시) 및 냉각재상실사고

로 인한 총 선량(검토자가 계산한)이 수록된 표에 대한 참고사항을 포함하게 된다.

첫번째 절에는 안전심사지침 15.6.5.1절에 따라 격납건물 누설로 인한 선량 기여분

을 기술하며, 동 절에는 아래의 평가결과를 기술한다.

가상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 후 격납건물 누설로 인한 방사선학적 영향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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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검토자는 신청자의 분석결과를 검토하였으며, 또한 독자적인 계산도 수행

하였다(필요 시). 검토자의 계산은 RG 1.195에 있는 규제측면의 적당한 보수적인 

가정들을 사용하였다. 안전심사지침 2.3절에 언급된 대기확산인자(χ/Q 값들)를 동 

계산에 사용하였다. 검토자의 계산결과는 표 15.x 에 수록되어 있으며, 총 방사선학

적 영향에 대한 기여분은 15.x 절에 평가되어 있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치제한)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기상조건)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다수기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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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9) “원자로시설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

준”

6. Regulatory Guide 1.195, "Methods and Assumptions for Evaluating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Design Basis Accidents at Light-Water Nuclear Power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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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6.5.2절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 - 격납건

물 외부 공학적 안전설비 부품으로부터의 누설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냉각재상실사고 후 핵분열생성물 누설의 잠재적 원인은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공학적 안전설비에서의 누설이다. 이러한 누설은 노심 장기냉각 및 격납건물 살수를 

위한 재순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누설된 물에 포함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

이 격납건물 외부의 대기로 유출되어 가상 냉각재상실사고로 인한 총 선량에 기여하

여 소외 방사선학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상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 후 재순환 유

로로부터의 최대누설을 계산하기 위해 격납건물 살수계통, 저압 안전주입계통 및 고압 

안전주입계통이 누설원으로 고려된다.

검토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공학적 안전설비 부품에서 가정된 누설형태는 특히, 공학적 안전설비 중 재순환

계통의 운전 중에 예상될 수 있는 밸브 스템과 펌프 밀봉으로부터의 누설과 펌프 

밀봉의 고장과 같이 공학적 안전설비 중 수동 기기의 전반적인 가상 고장으로부

터의 누설을 포함한다.

2. 누설 수집계통, 공기정화계통 등 동 공학적 안전설비 부품의 유출 경로에 대한 

방사선학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설계 및 운전 특성과 공학적 안전설비 부품 누

설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 등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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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기 유출경로에 대해 신청자가 수행한 선량 계산의 가정, 모델 및 결과를 검토

한다.

4. 상기 유출경로가 가상 냉각재상실사고로 인한 총 방사선학적 영향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안전심사지침 15.6.5.1에 따른 총 방사선학적 영향 평가와 함께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6.5.1절의 검토협조부서는 검토를 지원하고, 검토주관부서는 냉각재 

상실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시 그 결과를 이용한다. 안전심사

지침 6.5.1절의 검토협조부서는 요오드제거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공학적 안전설비인 

공기정화계통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검토주관부서가 독자적인 평가 시 사용할 수 있

도록 제공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본 검토의 허용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89조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제10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그리고 10 CFR 100.11의 규제요건에 근거한다. 총 선량계산과 격납건

물 누설분에 대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검토자가 계산한, 공학적 안전설비 부품의 누설로 인한 방사선학적 영향은 안전심

사지침 15.6.5.1절에서 그 밖의 핵분열생성물 누설 경로로부터의 방사선학적 영향

에 합해져야 하고, 이는 가상 냉각재상실사고시 총 방사선학적 영향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총 방사선학적 영향과 관련, 부지의 적합성은 선량 완화를 위한 공학적 

안전 설비의 가동하에 제한구역 및 저인구지대 외곽경계 거리가 적당한 지의 여

부로 결정한다. 운영허가 신청시, 총 선량은 10 CFR 100.11 절의 선량 기준치 내

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적합성 여부는 안전심사지침 15.6.5.1절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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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의 규제요건에 대한 기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0 CFR 100.11의 요건은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의 경계에서 선량계산을 수행할 것

을 요구한다. 이러한 계산에서는 노심으로부터의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격납건물로부

터 예상되는 누설, 그리고 부지에서 고려되는 부지조건 등이 고려된다.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밀집 중심까지의 거리를 설정하는 것은 신규 원자력 발

전소의 부지기준의 총체적인 작업이다. 전신선량에 대한 0.25 Sv(25rem), 갑상선량에 

대한 3 Sv(300rem)의 선량기준은 제한구역에서 2시간 동안의 피폭, 저인구지대에서의 

30일 동안의 피폭에 기초한다. 냉각재 상실사고 발생 직전의 원자로의 방사선원항, 격

납계통의 누설율, 그리고 부지 고유의 대기확산인자를 사용하여, 예상되는 소외 방사

선 피폭이 이 기준치 이하임을 입증하기 위해 선량계산을 수행한다.

10 CFR 100.11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가상사고 후 소외 방사능 선량이 공공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제공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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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위에서 규정된 규제요건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격납건물 외부에서 물을 재순환시키는 공학적 안전설비는 가동중의 누설 (즉, 밸

브스템 누설) 및 수동기기의 고장에 의해 누설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두 종류의 누설이 본 검토에 포함된다. 공학적 공기 정화계통은 핵분열 생성물 

유출로 인한 방사선학적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상기 누설이 발생할 것으로 가

정되는 모든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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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누설로 인한 방사선학적 영향이 계산되어야 한다. 최

대 원자로 출력시 노심 요오드의 50%가 격납건물 외부 배관 계통을 순환하는 배

수조 물 속에 섞인다고 가정되어야 하며, 이 값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7에 수록된 값들과 일치한다. 안전심사지침 2.3.4절에서 결정된 대기확산인자(χ
/Q 값들)가 동 분석에 사용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특정 발전소에 적절하도록 본 안전심사지침의 특정한 부분을 선택하고 

해당부분에 주안점을 둔다. 중점 검토분야는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된 자

료가 최근에 검토된 다른 발전소의 자료와 유사한가, 그리고 안전성과 관련하여 특별

히 안전에 중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고려해 결정된다.

신청자의 재순환 누설에 대한 가정 및 계산은 이전에 인가된 발전소와 비교하여 

그 정확성 및 완전성을 검토한다. 최대 원자로 출력시 노심 요오드의 50%가 외부 배

관 계통을 순환하는 배수조 물 속에 섞인다고 가정한다. 배수조 물이 격납건물 외부에

서 순환시, 냉각재 상실사고 순간부터 재순환이 일어날 동안 요오드의 방사능 붕괴가 

고려될 수 있다.

방사선학적 영향 평가 시 누설량은 운전중 누설의 최대치로 가정되어야 하는 바,

재순환 계통내 모든 부품으로부터 동시에 누설이 일어난다고 가정할 때의 누설량 합

계의 두배로 가정된다. 이때 동시 누설량은 재순환 계통이 고장나는 양을 초과하는 것

을 말한다. 재순환 모드가 작동되는 최초의 시간부터 사고 내내 누설이 일어난다고 가

정한다.

  공학적 공기 정화계통이 설치되지 않은 발전소에 있어서의 선량평가는 수동기기의 

전반적인 고장으로 인한 누설도 포함해야 한다. 동 누설량은 사고 후 초당 3.2 리터로

(분 당 50 갤론으로)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사고 24시간 후에 시작하여 30분 동안 지속

된다고 가정한다. 수동기기의 전반적인 고장으로 인한 누출발생이 예견되는 곳에 공학

적 공기 정화계통이 설치되어 있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상기 선량평가는 수행될 필요

가 없다.

신청자가 제시한, 냉각재상실사고 후 격납건물 외부에서 순환하는 배수조 물의 시

간에 따른 온도를 평가한다. 수온이 100℃(212℉)를 초과하면 등 엔탈피 공정을 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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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증기로 되는 누설량의 백분율이 결정되는데, 만일 이 누설량이 전체의 10%를 초과

하면 이를 대기로 유출되는 요오드의 백분율로 잡는다. 증기분 계산치가 10% 보다 작

거나 수온이 100℃(212℉) 보다 낮으면, 실제 배수조 pH 기록 및 통풍률에 의거, 더 

작은 양이 유출된다는 근거를 보이지 않는 한, 10%의 요오드가 대기로 유출된다고 가

정한다.

공기 중에 포함된 요오드는 즉시 환경으로 유출된다고 가정한다. 이때 대기확산인

자는 안전심사지침 2.3.4절에 의해 결정되는 지상 χ/Q 값들에 근거한다. 핵분열생성물 

제거를 검토하는 검토주관부서는 RG 1.52의 기준에 의거, 필터에 의한 요오드제거를 

적절히 고려하기 위해 공기 정화계통 필터를 평가한다. 제한구역 및 저인구지대 외곽

필터계에서의 선량은 안전심사지침 15.6.5.1절에 기술된 적절한 가정 및 방법들을 사용

하여 계산된다.

검토자는 가상 냉각재상실사고 후 모든 방사능 누출 경로의 방사선학적 영향을 평

가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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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격납건물 외부의 공학적 안전설비 부품의 누설로 인한 갑상선 및 전신 

선량 계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들을 신청자가 제공했는지를 

확인한다(필요시). 안전심사보고서에는 모든 유출경로로부터의 총 선량 계산치 및 동 

계산치에 의거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의 거리가 10 CFR 100의 기준 값에 적합한지 여

부에 대한 검토자의 평가 사항을 포함하게 된다.

총 방사선학적 영향에 대한 요약 절 다음에는 별도의 안전심사보고서 절에서 각각

의 특정 핵분열생성물 유출경로에 대한 검토자의 평가결과들을 제시한다. 본 안전심사

지침 15.6.5.2절에서 검토된 공학적 안전설비 부품의 누설경로에 대하여 검토자의 독자

적인 검토 및 계산은 아래와 같은 종류의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다.

가상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 후,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공학적 안전설비 부품

으로부터의 누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사선학적 영향이 평가되었다. 검토자는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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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을 검토하였고 독자적인 계산도 수행하였다(필요시). 이 계산은 보수적인 가정

에 근거한다. 동 누설시 핵분열생성물의 선원은 RG 1.7의 기준을 만족한다. 동 계산에 

사용된 대기확산인자 (χ/Q 값들)는 안전심사지침 2.3.4절에 언급된 값이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치제한)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기상조건)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다수기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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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0 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6. Regulatory Guide 1.195, "Methods and Assumptions for Evaluating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Design Basis Accidents at Light-Water Nuclear

Power Reactors.“

7. Regulatory Guide 1.7, “Control of Combustible Gas Concentrations in

Containment Following a Loss-of-Coolant Accident.”

8. Regulatory Guide 1.52,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Atmosphere Cleanup System Air Filtration and Adsorption Units of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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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7.3절 액체탱크 손상에 따른 방사성물질 누출

검토주관 :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

검토협조 : 구조부지 및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격납건물 이외의 장소에 위치하면서 액상의 방사성물질을 담고 있는 탱크 또는 기

기(이하, ‘탱크’라는 용어는 기기를 포함한다) 등에서 파단, 균열, 고장이 발생하면, 방

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누출될 수 있다. 누출된 액상의 방사성물질은 지표수 또는 지하

수 흐름을 타고 이동하여 음용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안전성이 적절

히 확보되는지를 평가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는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최근접 음용수원, 수계의 접근성, 방사성물질의 이동경로,

액상 방사성 물질의 이동특성, 이동에 따른 방사성 붕괴 및 희석의 정도, 지표수와 

지하수에 대한 수문학적 자료 등이 타당한 지를 검토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2.4.12절에 제시된 수문학적 변수를 사용하여 음용수원에 대한 잠재적 방사성 농도

를 확인한다.

2.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는 손상된다고 가정한 탱크의 방사성물질 총량을 도출하

* 음용수원: 우물 또는 취수원과 같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식수원 그리고 가축 음용수․
농업용수․식음료 가공용수 등 간접적으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수원을 모두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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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적용된 가정과 계산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기술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수중 및 공기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

는 배출관리 기준의 제한값 이하가 되도록 원자로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을 처리할 수 있고, 방사성물질이 시설 밖으로 누설되거나 누설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둑을 설치할 것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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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한다. 만일,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과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 안이 타당한 내용으로 규제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최근접 음용수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

준“의 별표 3의 8란에 제시된 방사성 농도의 제한치가 초과되지 않거나, 탱크 손상의 

결과를 완화시키는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설비에는,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도 누

출된 액상의 방사능이 환경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철제 라이너를 포함하

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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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1. 방사성 물질을 담고 있는 탱크가 손상되면,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지표수 또는 지

하수의 흐름을 타고 이동하여 음용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 격납건물 내부에 위

치하는 것은 제외하고, 방사성 액체를 담을 수 있는 탱크를 파악한다. 이들에서 누

출이 발생하였을 때, 각 탱크의 핵종별 방사능 재고량을 고려하여 음용수원에서 나

타날 방사성 농도를 평가한다.

가. 손상된 탱크의 핵종별 총 방사능은 해당 용량의 80%라고 가정하며, 정상운전 

중의 핵연료 결함률은 NUREG-0017에 따라 0.12%라고 가정한다. 기기의 총 

방사능은 NUREG-0133의 4장, Appendix A, Appendix B에 제시된 기법에 따

라 계산한다.

나. 사고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설비, 예를 들면, 철제 라이너, 벽, 둑과 같은 

범람방지설비를 고려한다. 방사능 재고량으로 인해, 전형적으로 폐기물 수용탱

크 또는 증발기 농축 탱크가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발전소 설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수계의 접근성, 다양한 경로에 대한 방사성 붕괴 및 희석

의 정도를 고려해서 대상기기를 선정해야 한다. 내진설계가 되었더라도 바닥

체 또는 벽체를 구성하는 콘크리트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라이너가 

설치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범주와 관계없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

액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되는 코팅 또는 내진건물의 기초를 벗어난 

지점에 시공되는 누설방벽도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

2. 구조부지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2.4.12절로써 확인한 수문학적 변수 값을 적용하

여 음용수원의 방사능 농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검토주관부서에게 전달한다. 검

토주관부서는 음용수원의 방사능 농도가 허용기준에 만족되는지를 확인한다.

3. 안전성평가에서 적용된 값이 액체 탱크의 방사능 농도를 제한하는 운영기술지침서

와 일관되는 지를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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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기술적 정보가 충분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음처럼 결론을 내

리기에 충분한 정도로 검토가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각 사안에 대한 판단과 결론의 근거도 기술한다.

정상운전 범위 안에서 예상되는 핵연료 손상률에 기초하여 핵종별 방사능 농도

와 총량이 각 탱크와 기기별로 평가되었다. 최근접 음용수원과 부지의 수문학적 

효과가 고려되어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탱크(또는 기기)가 안전성 평가의 대

상으로 적절하게 선정되었다.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계산된 음용수원의 방사능 

농도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별표 3

의 8란에 정해진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탱크 또는 기기의 손상으로 인한 방사능 영향을 완화시키려고 특별한 설비가 설치되

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내용을 작성한다.

탱크 주위에 철제 라이너, 벽, 둑과 같은 범람방지 설비가 설치되어, 방사성 물질

을 담은 탱크(또는 기기)의 손상에 따른 방사능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 설

비들은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음용수원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차단하여 음용수원

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철제 라이너는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균열되지 않

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위의 각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언급할 수 있다.

환경으로 누출되는 방사성 물질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요구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만족되며, 음용수의 방사능 농도는 원자력안전위원

회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별표 3의 8란에 제시된 제한

치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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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7.4절 핵연료취급사고

검토주관 :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

검토협조 : 방사선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핵연료취급사고로 인한 방사능 영향을 검토한다. 검토의 목적은 핵연료취급 과정에

서 발생된다고 가상한 사고의 방사능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설비 및 발전

소 절차서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핵연료집합체 한 개와 취급기기의 낙하 또는 

무거운 물체가 사용후 핵연료집합체로 떨어지는 낙하사고 등이 포함된다. 사고는 격납

건물, 핵연료 이송수로, 핵연료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다. 검토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방사능 영향을 계산할 때 사용된 발전소 변수들의 선택과 선량계산 모델의 선택

2. 핵연료취급사고에 대한, 선량저감용 공학적안전설비로서 격납건물 배기계통/사용후

연료 저장지역 배기계통의 기능

3. 핵연료취급 운전중 배기나 방출이 허용되는 발전소의 경우, 격납건물 방출/배기 배관

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계통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는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5.1절에 따라 계통의 효율성 및 허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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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검토, 확인하고 사고의 방사능 결말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된 공학적안전설비 

대기정화계통을 검토한다.

2.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방사능 영향평가에 사용된 공학적안전설비의 여과 효율을 

검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9.4.2절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계통의 설계 및 운전을 검토한다.

4.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9.1.4 및 9.1.5절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저장

조 및 원자로용기 상부에서 이루어지는 핵연료의 이동 또는 무거운 물체(사용후 핵

연료집합체와 핵연료 취급기기의 하중을 합한 것보다 무거운 물체)의 이동을 검토

한다.

5.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핵연료취급사고에서 손상된다고 가정된 핵연료봉의 개수

를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위치제한) :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방사선방호설비) : 오염된 공기를 환

기하고 공기중 방사성물질을 제한하기 위하여 적절한 여과능력을 지닌 환기설비를 

갖출 것



제15.7.4절     개정 4 - 2014. 12- 3 -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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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

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위 “1.”에서 언급한 “허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별표에 규정된 값의 25%라고 정한다. 이는 갑상선에 대하여 

750 mSv (75 rem), 전신에 대하여 60 mSv (6 rem)이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이 안전심사지침의 특정한 부분을 선택해 주안점을 둘 수 있다. 중점 검

토대상은 사업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된 자료가 최근에 검토된 다른 발전소의 

것과 유사한가, 안전성과 관련하여 특별히 안전에 중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 등

에 따라 결정된다.

1. 핵분열생성물 누출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요오드 제염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들과 해당 값의 도출이 검토된다. 최대 연료봉 가압, 최대 출력을 발생시킨 핵연료

집합체의 최대 선출력 밀도, 동 집합체의 최대 중심선 온도 및 평균 연소도, 그리고 

파손된 연료봉의 끝과 수면 사이의 최소수심 등이 포함된다.

2. 핵연료 갭 방사능이나 첨두 집합체 출력에 대해 사업자가 제시한 값이 Regulatory

Guide(이하 “RG") 1.25의 값보다 작으면 이 값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 밖의 인자

에 대하여 RG 1.25의 값보다 덜 보수적인 값이 사용된 경우, 타당성을 검토한다.

핵연료취급사고의 방사능 영향에 중요한 3가지 변수들 즉, 출력준위, 원자로 정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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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취급이 가능한 최초의 시간, 핵연료취급 사고시 파손을 가정한 연료봉의 수 

등은 RG 1.25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업자가 다르게 제시하지 않으면 연료취급시 

까지의 최단시간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의 값들이 원자로 정지후 연료 취급 운전이 

가능한 최초의 시간을 결정하는 데 쓰인다. 사업자는 파손된다고 가정한 핵연료봉

의 개수에 대한 보수적인 분석을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해야 한다.

3. 핵연료 건물의 핵연료취급 사고: 핵연료취급사고의 방사능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

여 공학적안전설비 대기정화계통이 핵연료 저장시설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동 대기정화계통의 적합성 및 효율은 

안전심사지침 6.5.1절에 따라 검토된다. 특히 사고로 인한 어떠한 방사능 방출도 충

분한 시간 내에 감지되어 공학적안전설비 필터를 통하여 이송되고 배출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기계통의 운전 모드와 방사선 감시기의 위치 및 반응 시간에 

관해서 검토해야 한다.

4. 격납건물의 핵연료취급사고: 동 사고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계통을 검토한다. 핵연료

취급은 격납건물이 격리된 경우에만 수행된다고 사업자가 제시한다면 동 사고로 인

한 방사능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 만일 격납건물이 공학적 안전설비 여과계통

을 통하여 환경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핵연료취급운전이 이루어진다면 방사능영향을 

평가해야 하며 동 여과계통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격납건물이 핵연료취급운전

중 격납건물 방출/배기계통을 통하여 열려 있다면, 검토자는 즉각적인 방사선 감시 

및 격납건물 자동 격리능력이 주어져 있는지, 그리고 선량 결과치가 허용기준 내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핵연료 이동중에 격납건물이 열려있는 발전소의 경우, 격

납건물의 방사능 누출을 탐지하기 위한 방사선 계측기의 종류, 위치, 다중성 등에 

대한 검토와 방사능 탐지 후 격납건물 자동격리가 이루어지는지가 확인되어야 한

다. 격납건물을 격리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 시간에 시료채취 

시간, 계측기 반응시간, 격납건물 방출 격리밸브 작동 및 폐쇄 시간 등이 포함된다.

방출 격리밸브가 완전히 닫혀 있을 때에만 격납건물이 격리된 것으로 고려한다. 재

장전 수조(Refueling cavity) 또는 이송 수로의 사고 지점부터 배기계통을 거쳐 격

납건물의 첫번째 방출격리 밸브까지 방사능 유출의 이동시간에 대한 사업자의 분석

이 검토되어야 한다. 누출 기체가 격리밸브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격납건

물의 격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교된다. 전자가 후자보다 길면 환경으로 방사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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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되지 않는다. 전자가 후자보다 짧고 혼합 또는 희석이 없다면 검토자는 방사능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모든 방사능 누출이 격납건물에서 빠져나간다고 가정해야 한

다. 격납건물내 자연 및 인공적인 대류에 의한 희석 및 혼합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격납건물내 혼합 및 희석이 입증되면 격납건물 격리 전에 발생하는 혼합 및 희석의 

정도만큼 방사능 영향은 감소할 것이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기술적 정보가 충분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음처럼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도로 검토가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다. 각 사안에 대한 판단과 결론의 근거도 기술한다.

사업자가 격납건물 또는 핵연료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핵연료취급사고의 방

사능 영향을 감소시킬 설비를 적절하게 설치함을 확인하였다. 동 설비가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을 만족시킨다고 판단된다. 또한 

제한구역의 경계선과 저인구지대의 외측경계선의 피폭선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다.

사업자가 사고해석에 적용한 초기조건, 방사선원, 방사선 모니터 감지소요 시간,

격리밸브의 작동 소요시간, 여과기 효율, 제염계수, 가정 등은 RG 1.25와 부합된

다. 또한 대기확산인자, 선량환산 계수 등도 타당하게 적용되었으므로 방사능영

향도 적절하게 평가되었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위치제한)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방사선방호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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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egulatory Guide 1.25, "Assumptions Used for Evaluating the Potential Radi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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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quences of a Fuel Handling Accident in the Fuel Handling and Storage

Facility for Boiling and Pressurized Water Reactors"

5. Evaluation of Fission Product Release and Transport for a Fuel Handling Accident

by G. Burley, Radiological Safety Branch, Division of Reactor Licensing, revised

October 5, 1971.

6. Industrial Ventilation/A Manual of Recommended Practice -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7. Long Island Lighting Co., et al., Docket No. STN 50-516/517, Further additional

supplemental testimony on contention I.D.2 (Spent Fuel Handling Accident) by

Walter L. Brook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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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7.5절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낙하사고

검토주관 :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

검토협조 : 방사선 및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사용후핵연료가 장전된 수송용기가 낙하한 사고를 가정하여, 사용후핵연료에서 핵

분열생성물이 누출됨에 따른 방사능 영향을 검토한다.

1. 수송용기가 충격완충기(충격흡수체)를 부착한 채 취급되는 경우에 국한해, 구조물과 

설비의 치수 상 수송용기의 낙하거리가 9 m 이하이거나 낙하거리가 9 m 이하가 되도

록 인양높이를 제한하는 기기를 설치한다면, 수송용기가 낙하한 사고에 대하여 소외

선량을 평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폐기물.02) “방사성

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운반사고조건에 대한 입증시험의 내

용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이 입증시험에서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는 충

격완충기를 부착한 채 낙하된다.

2. 안전성분석보고서와 운영기술지침서가 검토되며, 관련 발전소 변수들이 선량계산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평가된다. 선량 계산 모델은 보수적인 방사능 이

동 메커니즘 및 핵연료로부터 환경으로의 누출률, 적절한 호흡률, 선량환산인자, 그

리고 선량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χ/Q 값은 기상 

데이터로부터 선정된다.

3. 선량 계산치는 제한구역 경계까지 또는 저인구지대 외측경계까지의 각 거리가 적합

한 지의 여부와 선량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학적 안전설비의 적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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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 허용선량 기준치와 비교된다.

4. 핵연료건물의 방사능이 비상배기계통을 통해 배기될 수 있다면, 이 계통의 운전이 

사고전개 과정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5. 어떤 물체가 핵연료집합체 위에서 추락하여 연료봉을 파손시킴에 따라 핵분열생성

물이 누출되는 사건에 대하여 방사능 영향을 평가한 안전심사지침 15.7.4절(핵연료

취급사고)을 참고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는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수송용기 낙하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영향평가를 위해 사용되

는 공학적 안전설비 비상배기계통의 필터 효율을 검토한다.

2.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9.1.4절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취급계통을 검

토한다.

3.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다음을 검토한다.

가. 수송용기의 낙하높이와 수송용기 취급 관련 통제/절차

나. 핵연료건물과 격납건물에서 수송용기 또는 중량물이 사용후핵연료 위로 낙하

할 가능성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위치제한) :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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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방사선방호설비) : 오염된 공기를 환

기하고 공기중 방사성물질을 제한하기 위하여 적절한 여과능력을 지닌 환기설비를 

갖출 것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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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

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발전소 부지 및 공학적 안전설비는 수송용기 낙하사고의 방사능 영향과 관련하여 

제한구역 경계와 저인구지대 외측경계에서 전신 및 갑상선 피폭선량이 원자력안전

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으로 정한 기준치의 

25%, 즉 갑상선에 대하여 750 mSv (75 rem), 전신에 대하여 60 mSv (6 rem) 이하여야 

한다.

2. 전신 및 갑상선 피폭선량 계산모델에 적절하고 보수적인 가정들을 반영하고 있다면 

이 선량모델은 허용된다. 대기확산인자 χ/Q 값들은 안전심사지침 2.3.4절에 따라 

타당성이 결정된다.

3. 공학적 안전설비 비상배기계통은 발생 가능한 방사능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핵연

료 취급건물에 설치되어야 한다.

4. 수송용기가 충격완충기(충격흡수체)를 부착한 채 취급되고, 구조물과 설비의 치수 상 

수송용기의 낙하거리가 9 m 이하이거나 낙하거리가 9 m 이하가 되도록 인양높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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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기기를 설치한다면, 낙하에 따른 소외선량을 평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이 안전심사지침의 특정한 부분을 선택해 주안점을 둘 수 있다. 중점 검

토대상은 사업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된 자료가 최근에 검토된 다른 발전소의 

것과 유사한가, 안전성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등에 따라 결정된다.

검토의 첫 단계로,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수송용기 낙하사고의 방

사능 영향을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방사능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면,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핵연료 갭 방사능은 핵연료취급사고의 경우와 유사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다만 더 

긴 방사성붕괴 시간(핵연료가 노심에서 방출된 이후 수송용기에 적재할 수 있을 때

까지 요구되는 시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사고에 관련되는 핵연료집합체의 개

수는 예측되는 수송용기의 최대용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핵연료취급시설이 닫혀있고 부압이 유지되며 공학적 안전설비 활성탄필터가 가용할 

때 수송용기 낙하 사고가 발생한다면, 요오드 여과기능을 고려할 수 있다. 방사선분

야 담당부서는 필터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확인한다. 핵연료건물의 방사능이 비상배

기계통을 통해 배기될 수 있다면, 비상배기계통의 운전모드가 사고전개 과정과 부

합하는지를 검토한다.

3. 낙하 후, 건물의 누설밀봉(leak tightness)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가 확인한다(예를 들면, 운영기술지침서에서 핵연료 취급 중 각 출입문을 닫

도록 정하고 있는지, 배기계통을 가동시켜 건물의 부압을 유지시키는지, 수송용기의 

낙하로 인해 건물의 누설밀봉이 손상될 수 있는지 등). 누설밀봉이 유지되지 못한다

면, 여과되지 않은 방사능 누출을 가정한다.

4. 격납건물을 격리하지 않은 채 격납건물에서 수송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수송용기

가 낙하될 수 있다고 구조부지 분야 담당부서가 판단한다면, 모든 파손된 핵연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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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 방사선량이 평가된다.

5. 제한구역 경계 및 저인구지대 외측경계에 대한 χ/Q 값들은 방사선평가분야 담당부

서가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사업자가 충분한 분석자료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분석의 내용이 안전심사

보고서에 기술될 다음의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사업자가 핵연료건물에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낙하사고의 방사능 영향을 감소시

킬 설비를 적절히 설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만족된다고 판단한다.

1. 수송용기 취급과 관련된 통제/절차가 적절하여 낙하사고시 건물의 부압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소외선량 평가가 공학적 안전설비의 작동/성능과 

Regulatory Guide 1.195의 내용을 타당하게 반영하였으며, 제한구역 경계선과 저

인구지대 외측경계선에서 계산된 소외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서 정한 선량제한치의 25%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2. (또는) 수송용기가 충격완충기(충격흡수체)를 부착한 채 취급되며, 구조물과 설비의 

치수 상 수송용기의 낙하거리가 9 m 이하이므로(또는, 낙하거리가 9 m 이하가 되도

록 인양높이를 제한하는 기기를 설치하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폐기물.02)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운반사고조건에 대한 입증

시험의 내용과 부합한다. 따라서, 수송용기 낙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 입증시험

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낙하에 따른 소외선량을 평가하지 않아도 소외영향

이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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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logical Consequences of Design Basis Accidents at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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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8절 원자로정지불능 예상과도

검토주관 :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정지불능 예상과도(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이하 ‘ATWS'라고 

한다)는 예상운전과도로 인해 원자로정지 신호가 발생하였지만 정지제어봉이 일절 삽

입되지 않는 사고이다. 어떤 예상운전과도가 발생하였을 때, 이와 동시에 또한 독립적

으로 원자로보호계통에서 다중고장 또는 공통원인고장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그 확률

은 매우 낮다. 과도상태 동안 원자로가 정지되지 않으면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경계가 

허용치 이상으로 올라가고 핵연료가 손상될 수 있다. 원자로정지불능과 동시에 발생될 

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전형적인 예상운전과도는 급수상실, 부하상실, 터빈

정지, 우발적 제어군 인출, 교류전력 상실, 복수기 진공상실 등이 있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는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냉각유로 형상의 유지에 대한 기준은 안전심사지침 4.2절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2. 반응도계수와 같은 노물리 변수의 적절성은 안전심사지침 4.3절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3. ATWS 대처설비의 설계가 적절하고 작동을 신뢰할 수 있는지는 안전심사지침 7.1

절, 7.2절, 7.8절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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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 원자로냉각

재압력경계는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생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

계·제작·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 격납건물 및 

관련계통은 설계에 고려되는 모든 사고조건에 대하여 격납건물 외부로의 방사성물

질 누출이 최소화되도록 누설밀봉 방호벽기능을 갖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기준

사고로 인한 압력 및 온도조건하에서 여유도를 가지고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설계누설률이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다양성 보호계통) : ATWS 상황이 

발생하면, 원자로 정지신호, 보조급수 작동신호, 터빈 정지신호를 발생시키는 다양

성 보호계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계통은 감지기 출력부터 최종 구동기까지 

원자로정지계통과 별도로 구성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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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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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의 다음 내용을 적용한다.

가. 피복재 온도가 1204℃(22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피복재의 최대 산화도는 산화 전 피복재 두께의 17%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수소 발생량은 핵연료를 둘러싸고 있는 금속재의 모든 금속이 반응한 경우 발

생될 양의 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ATWS 대처설비가 발전소 상태를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

어야 한다.

3. 원자로압력경계의 최대압력은 전력산업기술기준 MN의 C급 운전한계(3200 psig)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격납건물의 압력과 온도가 설계 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III. 검토절차

1. ATWS가 발생했을때, 보조급수를 작동시키고 터빈을 정지시킬 설비가 적절하게 설

치되는지를 안전심사지침 7.8절 담당부서로부터 확인받는다.

2. CE(Combustion Engineering)형 원전의 경우, ATWS 상황이 발생할 때, 원자로 정

지신호, 보조급수 작동신호, 터빈 정지신호를 발생시키는 다양성보호계통이 적절하

게 설치되는지를 안전심사지침 7.8절 담당부서로부터 확인받는다.

3. ATWS 대처설비가 적절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냉각유로의 형상, 격납건물 건

전성이 유지되는지 또한 소외 피폭선량이 허용될 만한 수준인지를 해석한다.

가. 과거의 안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해석방법이 이미 승인된 것인지를 확인한

다. 또한 기 승인된 방법에 부과된 제한사항을 확인한다. 만일 기 승인된 것이 

아니라면 기술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나. 감속재온도계수 값과 핵연료온도계수 값이 안전심사지침 4.3절에 따라 확인된 

것과 일관되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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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측제어계통의 작동설정치, 오차 허용범위, 작동지연 시간, 계기의 범위 등이 

타당하게 해석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라. 운영기술지침서에서, 어떤 계통 또는 기기가 가용치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면, 해석에 반영되어야 한다. 압력방출밸브가 하나의 사례이다.

마. 연료봉의 손상이 예측된다면 소외 피폭선량을 평가한다. 허용기준은 가상사고

의 것에 준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기술적 정보가 충분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음처럼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도로 검토와 검증계산(가용한 경우)이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안

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각 사안에 대한 판단과 결론의 근거도 기술한다.

1. 사업자는 ATWS 대처설비를 설치한다. 이 설비는 원자로정지계통과 독립적이며 다

양성을 가지고 있다.

2. 사업자는 ATWS의 여러 경우 중 제한적인 경우에 대하여 사고를 해석하였다. 해석

의 방법, 전산코드, 기기의 배열(configuration), 변수 값의 불확실도 반영 등이 적절

하였으며, 해석의 결과는 허용기준에 만족되었다. 따라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3조, 제27조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

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에 만족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다양성 보호계통)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

5. 전력산업기술기준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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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15.1.5-1 격납건물 외부 증기관 파단사고의 방사선량 평가 

검토주관 :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안전심사지침 15.1.5절은 격납건물 내․외부 증기관 파단 사고해석시 원자로 및 계

통의 거동, 핵연료 손상 가능성, 노심 열여유도 등의 검토에 관한 내용이다. 본 절에서

는 격납건물 외부 증기관 파단사고시 소외 방사선량 평가를 검토하기 위한 지침을 제

시한다.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물질의 가장 심각한 방출을 규명하기 위해 소외전원이 가용한 경우와 가

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사고진행 추이의 검토

2. 가상사고시 갑상선 및 전신피폭 선량계산에 사용된 신청자의 모델이나 가정의 검토

3. 증기관 파단사고시 갑상선 및 전신피폭 선량계산에 대한 검토자의 독립적 계산

4. 신청자와 검토자에 의한 선량계산을 II절에 기술된 선량 기준치와 비교 검토

5. 일차냉각재 및 이차냉각재의 옥소 방사능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의 평가

6. 사고 이전에 옥소 스파이크가 발생했을 경우와 사고와 동시에 옥소 스파이크가 

발생했을 경우의 원자로냉각재 옥소 농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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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증기관 파단사고로 인한 핵연료손상 가능성은 안전심사지침 15.1.5절에서 평가되며,

그 결과는 방사능영향 평가를 위해 원자로냉각재내 옥소농도의 추가적인 선원으로서 

제공되어 진다.

운영기술지침서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되며, 검토

에 필요한 허용기준과 적용 방법은 해당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가상사고의 방사능 영향에 관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5조, 제42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

기준”, 그리고 미국 10 CFR 100 의 적절한 요건을 따라야 한다.

만약 제한구역 경계 및 저인구지대 외측경계에서 계산된 갑상선 및 전신 선량이 다음

의 선량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발전소 부지와 선량 완화를 위한 공학적 안전설

비는 격납건물 외부에서의 주증기관 파단사고에 의한 방사학적 영향에 대해서 허용된

다.

1. 사고전 옥소스파이크를 가정하는 경우와 최고 제어능을 가진 제어봉이 노심밖에 

고착된 경우의 사고에 대하여 계산된 선량이 10 CFR 100.11 절의 허용치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10 CFR 100의 수용은 각 사고에 대한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그리고 인구밀집지역이 결정되도록 요구한다. 또한 10 CFR 100의 선량제한치는 

사고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을 근거로 부지를 결정하는데 기준으로 제공된다.

2. 평형 냉각재 옥소 농도상태에서 전출력 운전 중 사고와 동시에 옥소 스파이크가 발

생한다고 가정한 증기관 파단사고시 계산된 선량은 10 CFR 100.11에 제시된 전신 

및 갑상선 선량 제한치의 10% 즉, 각각 2.5rem (25mSv), 30rem (300mSv)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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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영향을 계산하는데 사용된 방법론과 가정은 안전심사지침 2.3.4절에서 검토

된 대기확산인자를 제외하고는 Regulatory Guide 1.4(이하 “RG")의 규제입장을 반영하

여야 한다. 만일 신청자가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방사능 영향평가에 Regulatory Guide

(이하 “RG”) 1.195를 적용 신청하였다면 RG 1.195의 Appendix F를 포함한 규제입장

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용된 방사선원과 갭 방출 분율, 옥소의 화학적 형태 그리고 핵

분열생성물의 방출을 계산하는 방법은 승인된 방사선원에 근거하여야 한다.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는 일차 및 이차측 냉각재계통 내의 옥소 농도와 증기발생기

의 일차측에서 이차측 냉각재계통으로의 누설율에 대해서 기술한다. 만약 증기관 파단

사고시 계산된 방사능 영향이 상기 두 경우의 선량기준치 범위내에 있다면 이 운영기

술지침서는 허용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없 음.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대상 발전소의 특성에 따라 본 절의 해당 검토사항을 선택하고 적용한다.

특히 최근에 검토된 적이 있는 다른 발전소의 검토결과와 검토 중점사항을 참고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주요 검토분야가 선정된다.

일반적으로 건설허가시 주증기관 파단사고에 대한 방사능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운영기술지침서 제한치 및 방사능 영향 

제한치를 위배할 만한 비정상적인 설계사항이 있는지 간단하게 검토한다. 증기관 파단사

고시 방사능 영향에 대한 상세 검토는 계통 변수들이 결정되는 운영허가시 수행된다.

핵증기공급계통(NSSS) 공급자의 표준기술지침서에는 일차측과 이차측 냉각재의 방

사능 농도 및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의 누설율에 대한 제한치가 기술되어 있다. 만약 

심사 대상 발전소의 고유한 운영기술지침서가 없다면, 검토자의 독립적인 선량계산에

서는 제작자의 표준기술지침서나 참조 발전소의 운영기술지침서의 제한치가 사용된다.

만일 인허가 신청 발전소가 주증기관 파단사고 해석시 표준 냉각재 방사능 농도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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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율 제한치를 가정하여 평가된 표준형 발전소의 하나이고, 신청자가 이 표준 제한치

를 사용하겠다고 제안하고, 대기확산인자 (χ/Q)가 표준 발전소의 주증기관 파단사고 

해석시 사용된 대기확산인자 제한치보다 더 작다면, 검토자는 증기관 파단사고 해석시 

소외선량을 재평가할 필요가 없다.

운영허가에 대한 검토시 증기관 파단사고에 대한 검토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소외전원이 가용한 경우와 소외전원이 가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증기관 파단사고 검토

시간에 따른 사건전개 과정에 대한 검토도 포함한다.

2. 운전원 조치를 포함한 사고 기술 내용 검토

가장 심각한 방사능물질 누출 및 계산 선량이 규명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전

개를 검토한다.

3. 일차측과 이차측 냉각재 평형 방사능농도의 결정

검토자는 운영기술지침서에 제시된 일차측 및 이차측 냉각재 방사능 농도를 사고

전 평형상태의 농도라고 가정한다.

4. 옥소 스파이크 효과의 결정 

선량 계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의 옥소 스파이크를 고려한다.

가. 사고 이전 옥소 스파이크 경우 

원자로 과도상태는 가상된 증기관 파단사고 전에 일어나며, 이때 일차 냉각재 

옥소 농도는 운영기술지침서에 의해 허용된 최대치를 갖는다. 이와 같은 사고 

이전의 옥소 스파이크 경우, 일차냉각재 옥소 농도는 발전소 고유 운영기술지

침서로부터 얻어진다.

나. 사고 동시 옥소 스파이크 경우

증기관 파단사고에 따른 원자로 정지 혹은 일차계통 감압은 일차계통에 옥소 

스파이크를 일으킨다. 이 경우 일차 냉각재 옥소 농도 증가량은 핵연료봉으로

부터 일차측 냉각재로의 옥소 누설률이 발전소 고유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된 

평형 옥소 농도에 해당하는 누설률보다 500배 크게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옥

소 스파이크 모델을 사용하여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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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연료 손상에 의한 영향 평가 

증기관 파단사고로 핵연료 손상이 일어나 핵분열생성물이 원자로냉각재에 방출되

면 이것은 대기로 방출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사능이다. 안전심사지침 15.1.5절의 

검토주관부서는 최고 반응도를 갖는 한 개의 제어봉이 완전 인출상태로 고착된 

것으로 가정하여 노심 열여유도 및 손상된 핵연료의 양에 대한 증기관 파단사고

의 영향을 검토한다. 만약 증기관 파단사고가 핵연료 손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

되면, 선량은 사고와 동시에 발생하는 옥소 스파이크를 고려하지 않고 핵연료 손

상시 계산된 냉각재 내의 옥소 방사능농도를 사용하여 계산된다.

6.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의 누설 결정 

정상운전시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의 누설이 증기발생기에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누설률은 운영기술지침서에 허용된 최대값이어야 한다. 이 값은 운영기술지침서

에서 보통 1 gpm이지만 제어봉 이탈 사고시의 방사능 영향 때문에 이보다 적게 

가정할 수도 있다. 누설은 계산된 선량이 최대화되도록 증기관 파단쪽의 증기발

생기 그리고 건전한 증기발생기로 나누어 누설되도록 한다.

7. 대기로 방출된 옥소의 결정 

증기발생기가 고갈되어 있는 동안에는 일차측 냉각재 누설에 의해 이차측으로 전

달되는 모든 옥소는 대기로 방출된다고 가정한다. 증기발생기 세관이 물에 완전

히 잠겨져 있는 동안에는 방출 옥소량은 일차측 냉각재 누설량의 증발분(flash

fraction)과 같다. 이차측 냉각재에서 제거되는 옥소량에 대해서는 NUREG-0409

에 제시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이차측 냉각재계통으로 전달되는 옥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정도는 증기생성률과 옥소 분할계수(iodine partition coefficient)

의 함수로 결정된다. 증기발생기내 물과 증기 사이의 옥소 분할계수는 만약 신청

자가 사용한 값이 정당하다는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보수적으로 100으

로 가정할 수 있다.

8. 대기확산인자(χ/Q 값)의 결정 

적절한 χ/Q값은 안전심사지침 2.3.4절의 검토자에 의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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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한구역 경계 및 저인구지대 외측경계에서의 선량 계산 

검토자는 필요시 상기 항목 4에서의 두 옥소 농도 가정을 사용하여 독립적인 선량 

계산을 수행한다. 호흡율과 선량환산인자는 RG 1.4의 값을 사용한다.

10. 선량 계산의 검토 

검토자와 신청자에 의하여 계산된 전신 및 갑상선 피폭선량을 상기 II절에 기술

된 허용기준과 비교평가한다. 만약 평가된 선량이 선량기준치를 초과하면, 발전

소 고유의 운영기술지침서에서 다음의 기준치를 감소시킨다.

- 일차측 혹은 이차측 평형 옥소 농도, 최대 일차 냉각재 옥소 방사능 (사고 이전 

스파이크), 혹은 일차측에서 이차측 계통으로의 누설률.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필요시 독립적인 검증계산 수행)가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피폭선량을 완화시키는 공학적안전설비의 작동을 고려한 상태에서 발전소 부지의 

제한구역 경계까지 또는 저인구지대 외측경계까지의 각 거리는 격납건물 외부에서 발

생한 증기관 파단사고에 대해 방사능 영향 평가결과가 아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

을 정도로 충분하다.

1. 사고전 옥소 스파이크를 가정한 증기관 파단사고나 노심에서 최고 반응도를 갖

는 한 개의 제어봉이 고착 인출된 경우의 증기관 파단사고시 10 CFR 100.11에 

근거한 선량 기준치 이내

2. 사고와 동시에 일어나는 옥소 스파이크와 평형 옥소 농도를 가정한 증기관 파단

사고시 상기 선량기준치의 10% 이내 값, 계산결과는 표 _______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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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의 결론은 (1) 신청자의 방사능 영향 분석 검토, (2) 대기확산인자를 포함하

여 보수적으로 가정된 검토자의 독립적 선량 계산, 그리고 (3) 운영기술지침서상의 일

차측 및 이차측 냉각재계통에서의 옥소 농도, 증기발생기에서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

의 누설률에 기초를 두고 있다. 검토자는 계산된 선량이 상기 선량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발전소 고유의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한다.

건설허가시, 다음 내용을 안전심사보고서에 포함한다.

유사하게 설계된 발전소에 대한 증기관 및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고의 평가 경험에 

근거하여 이 사고의 결과는 일차측과 이차측 냉각재 방사능농도 및 일차측에서 이차

측으로의 모든 누설량을 제한함으로써 잠재적인 소외선량이 작도록 조절될 수 있다고 

결론내린다. 운영허가 단계에서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에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적절

한 제한치를 포함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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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15.4.8-1 제어봉이탈 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평가

검토주관 :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제어봉이탈 사고가 발생하여 핵연료봉이 파손되고 핵분열생성물이 환경으로 누출

될 때, 제한구역 경계와 저인구지역 외측경계(outer boundary)에서 나타나는 전신 및 

갑상선의 방사선 피폭량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 부서의 검토자는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이 사고의 노물리 및 열수력적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15.4.8절에 따라 검토된다. 이 

검토의 결과로서 핵비등이탈을 겪는 핵연료봉의 수와 핵연료용융 온도에 도달되는 

핵연료봉의 수가 확인된다.

2. 대기확산특성(χ/Q)은 안전심사지침 2.3.4절에 따라 검토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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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위치제한) :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

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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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

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규제요건에서 언급한 허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별표에서 정한 값의 25%라고 정한다. 이는 갑상선에 대해

서 75 rem, 전신에 대해서 6 rem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다.

2. 피폭선량 계산에 Regulatory Guide(이하 “RG") 1.77 부록 B의 가정이 반영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안전성분석보고서 또는 제출 자료를 다른 발전소의 검토에 사용된 것과 비교하여 

유사성을 확인하거나 안전성에 관련된 현안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주의 또는 강조되어

야 할 분야를 선정한다.

1. 제어봉이탈 사고의 기술적 내용을 검토하여 핵분열 생성물 누출의 관점에서 최악의 

경우가 해석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핵비등이탈에 도달한 핵연료봉의 개수와 소결체 용융 온도에 도달한 핵연료 봉의 

개수를 확인한다. 다량의 핵분열 생성물 누출이 가정되는 핵연료 용융의 기준에 용

융 개시온도가 적용된다. 소결체 평균엔탈피는 노심 파손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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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손상 또는 용융에 따라 1차 냉각재로 누출되는 핵분열 생성물은 1차 냉각재와 

순간적으로 균일하게 혼합된다고 가정한다.

3. 핵분열 생성물의 환경누출 경로는 두 개가 독립적으로 고려된다. 첫째는 1차 계통

에서 격납건물로 누출된 후 환경으로 누출되는 경로이고, 둘째는 증기발생기에서 2

차측으로 누출된 후 주증기계통을 거쳐 환경으로 누출되는 경로이다. 격납건물을 

통한 누출에 대해서, 용융개시 온도에 도달한 핵연료에 포함된 불활성 기체의 100%

와 요오드의 25%가 격납건물로 누출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증기발생기를 통한 누

출에 대해서, 용융개시 온도에 도달한 핵연료에 포함된 불활성 기체의 100%와 옥소

의 50%가 1차 냉각수로 누출된다고 가정된다.

4. 운영기술지침서에 명시된 증기발생기 전열관 누설제한치가 증기발생기를 경유한 핵

분열 생성물의 누출량 계산에 적용되어야 한다.

5. 안전심사지침 2.3.4절에 따라 타당성이 확인된 것과 동일한 값의 대기확산인자(χ/Q)

가 적용되는지를 검토한다.

6. 가상 사고의 실제 선량은 격납건물 또는 2차 계통을 통한 독립적 누출에 대하여 계

산된 각 선량의 합일 것이나, 두 개의 선량이 각각 제시되어야 한다. 만일 한 누출

경로에 대한 선량이 허용기준에 근접한다면, 두 가지 경로로 누출되는 여러 경우 

중에 대표적인 경우에 대한 선량평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만일 2차 계통을 통한 누

출에 따른 선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한다면, 증기발생기 전열관 누설률에 대한 운영

기술지침서의 제한치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격납건물 누출에 따

른 선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한다면 격납건물 살수작동 압력설정치를 낮추어 살수에 

의한 핵분열생성물 제거에 신뢰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기술적 정보가 충분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음처럼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도로 검토와 검증계산(가용한 경우)이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안

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각 사안에 대한 판단과 결론의 근거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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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봉이탈 사고를 가상한 사고해석에서, 핵연료가 손상되더라도 방사능 누출에 

따른 소외피폭선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

한 기술기준)의 별표에 정해진 값의 25%를 초과하지 않음이 사업자의 해석에서 

나타났다. 이 해석은 RG 1.77에 제시된 계산 모델과 가정을 적용하였으며, 계산

입력값에 보수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

기준)에 만족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위치제한)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3. Regulatory Guide 1.77, "Assumptions Used for Evaluating a Control Rod Ejection

Accident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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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6.0절 기술지침서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 제10조(건설허가)에 의하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7조(건설

허가의 신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3항 16호에 따라 기

술지침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제20조(운영허가) 2항

에서 운영허가 신청시 별도 서류로서 운영기술지침서 제출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

행령 제41조(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는 운영기술

지침서와 관련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등) 2항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03) ”운영

기술지침서 작성에 관한 기준“에는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규정

되어 있다. 기술지침서에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시설의 운전,

원자력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 그리고 원자력시설의 운영관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포

함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03)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

준“은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요건을 기술하고 있다.

신청자가 건설허가 신청단계에서 운영기술지침서를 제출하면, 검토자는 신청된 기

술지침서 항목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검토를 수행한다.

건설허가 단계에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발전소설계는 예비적인 성격이

거나, 건설허가 발급 이후 사업자의 하드웨어 선정 및 구매에 따라 자세한 수치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시된 수치, 그림, 그리고 기타 자료들이 발전소 운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하지 않다. 따라서 검토는 해당 값들이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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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예상 운전능력과 적절히 일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핵연료장전 이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단계에서 발전소 고유 운영기술지침서

에 괄호 처리되어 미확정된 수치들은 최종 운전 정보로 교체되어야 하며,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 운영허가 신청서류의 일부로 제출된 운영기술지침서는 예비안

전성분석보고서에서 확인된 기술지침서의 최종 개정본이며 최종 설계내용과 시험결과 

그리고 예상운전방법이 반영된다.

표준운영기술지침서는 최신본으로 유지되고 주기적으로 개정되어 다음 사항을 반

영한다.

1. 발전소 분류 등급의 변화 또는 핵증기공급계통이나 2차측 계통의 설비 개조

2. 개정된 규제요건

3. 제안된 기술지침서 변경사항의 검토과정을 통해 습득된 경험

4. 운전 중인 발전소의 사건 평가를 통해 취득된 운전경험과 운전 분석자료, 안전심

사 및 검사를 통해 축적된 정보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기술지침서와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각 분야의 담당부서는 신청자에 의해 제시된 발전소 고유특성, 방법론 및 수치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2. 심사총괄관련 담당부서에서는 기술지침서 검토 활동을 종합하고, 각 분야 심사 과

정에서 결함이 확인되어 시정된 기술지침서 사항에 대해서 각 분야 담당부서에 이

를 확인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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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지원부서는 수행한 평가결과를 본 안전심사지침 Ⅳ항에 따라 작성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운영기술지침서의 각 절별 담당 부서는 아래 표와 같다.

기술지침서 절 담당 부서

제1편 원자로시설의 운전 총괄부

1.0 사용 및 적용 전부서

2.0 안전제한치 안전해석평가 담당 부서

3.0 운전제한조건, 점검요구사항 적용 전부서

3.1 반응도제어계통 안전해석평가 담당 부서

3.2 출력분포제한 안전해석평가 담당 부서

3.3 계측설비 계측전기평가 담당 부서

3.4 원자로냉각재계통
계통평가, 안전해석평가, 기계재료평가, 방

사성폐기물평가 담당 부서

3.5 비상노심냉각계통 안전해석평가 담당 부서

3.6 원자로건물계통 리스크평가, 구조부지평가 담당 부서

3.7 발전소계통
계통평가, 안전해석평가, 기계재료평가, 방

사성폐기물평가 담당 부서

3.8 전력 계통 계측전기평가, 기계재료평가 담당 부서

3.9 연료재장전 운전
안전해석평가, 계통평가, 리스크평가 담당 

부서

4.0 설계 특성 안전해석평가, 구조부지평가 담당 부서

제2편 원자로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관리

1.0 방사선방호 방사선안전평가 담당 부서

2.0 방사성물질 등의 관리
방사선안전 평가, 방사성폐기물평가 담당 

부서

3.0 원자로시설로부터의 환경보존 방사능분석 담당 부서

제3편 원자로시설의 운영관리

1.0 조직 및 기능 품질평가 담당 부서

2.0 원자로시설의 순시점검 품질평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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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03)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

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운전제한조건의 설정·조정 등)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03)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고시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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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제안된 기술지침서는 표준운영기술지침서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지침과 일치

하고 적절히 발전소 고유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관련 법규를 만족하는 것으

로 허용가능하다.

3.0 비상시 운전원 조치사항 운영안전분석 담당 부서

4.0 계획서 및 지침서

계통평가, 리스크평가, 안전해석평가, 기계

재료평가, 방사선안전평가, 방사성폐기물

평가 담당 부서

5.0 보고요건
운영안전분석, 방사능분석, 안전해석평가,

계측전기평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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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허가 단계에서 신청자는 예비안전성분석 결과, 발전소 고유 기술지침서에 기

술되어야 하는 변수, 조건 또는 기타 사항을 확인하고 정당화하여야 한다. 최종설

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주어져야 한다.

건설허가단계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항목을 충분히 이른 시기에 확인하여 

최종 기술지침서를 뒷받침하기 위한 심각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운영허가단계에서 제안되는 운영기술지침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안전제한치(Safety Limits)

안전제한치는 통제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의 누출방지를 위한 물리적 방벽의 건

전성 유지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보호조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 변

수에 대해 적용된다.

나. 안전계통 제한설정치(Limiting Safety System Settings)

안전계통 제한설정치는 중요한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보호장치의 변수에 

사용된다.

다. 운전제한조건(Limiting Conditions for Operation)

운전제한조건은 시설의 안전운전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능 및 성능 수준이다.

운전제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원자로를 정지시키거나 상기 조

건이 만족될 때까지 운영기술지침서에 허용되어 있는 시정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운영기술지침서 운전제한조건은 다음 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설정되어야 한다.

1) 기준 1 : 주제어실에서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현저한 성능저하를 감시 및 지

시하기 위해 설치된 계기

2) 기준 2 : 핵분열생성물 방벽의 결함이나 건전성 위협을 가정하는 설계기준사고 

또는 과도상태 해석의 초기조건에 해당되는 공정변수․설비 및 운전제한사항

3) 기준 3 : 핵분열생성물 방벽의 결함이나 건전성 위협을 가정하는 설계기준사고 

또는 과도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능을 수행하거나 작동하면서 주성공경로

(primary success path)의 일부에 해당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

4) 기준 4 : 운전경험 또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결과, 공공의 건강과 안전성확보

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

라. 점검요구사항(Surveillanc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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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구사항은 적절한 수준의 품질이 유지되는 가를 보증하기 위해 계통 및 

기기의 시험, 교정 또는 검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마. 설계특성(Design Features)

건설재료나 기하학적인 배치의 경우와 같이 변경 또는 개조되는 경우에 안전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만 상기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측면을 규정한다.

바. 원자로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관리

방사선 방호, 방사성물질 등의 관리, 원자로시설로부터의 환경보전에 관계된 

사항들을 규정한다.

사. 원자로시설의 운영관리

조직 및 기능, 원자로시설의 순시점검, 비상시 운전원 조치사항, 계획서 및 지

침서, 보고사항에 관계된 사항들을 규정한다.

상기 가. 안전제한치(Safety Limits), 나. 안전계통 제한설정치(Limiting Safety System

Settings), 다. 운전제한조건(Limiting Condition for Operation)의 각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기술배경(Bases)을 포함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요건을 만족함으로써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분석과 평가결과로

부터 도출된 시설의 설계와 운전에 관계되는 필수 안전관련 항목과 현안사항이 확인

될 것이라고 보증할 수 있다. 이러한 필수 안전관련 항목과 현안사항에 관계되는 정보

는 준수 및 집행이 되어야 하는 운영허가사항에 포함된다.

III. 검토절차

1. 기술지침서가 적용성, 작성양식 및 기술내용의 측면에서 표준운영기술지침서와 동

등한 수준으로 작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항목별로 검토를 수행한다. 기술

지침서의 차이점과 그에 대한 근거는 발전소 고유설계와 기타 적절한 고려사항을 

기초로 허용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검토된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단계에서는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된 각 수치, 그림, 도

표 및 기타 자료들이 표준운영기술지침서에 명시된 것과 같이 완료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각 지침에 기술되어 있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해당분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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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치되고 있는지 검토된다.

검토자는 검토수행 시 제시된 발전소 고유 수치에 대한 타당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술부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검토가 완료되면 검토

주관부서에서는 검토의견을 교정용 검토보고서로 발간한다. 각 기술검토부서는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지침서의 타당성을 확인하며 문제점 발생시 보완토록 요구한다.

2. 검토자는 검토수행 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가.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할 때, 기술적 또는 행정적인 이유로 인한 표준운영기술

지침서와의 차이점이 논리적이고, 완전하고, 명확하게 기술되었음을 입증한다.

운영기술지침서에서의 용어 선택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운영기

술지침서의 운전제한조건, 적용, 조치사항, 점검요구사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된 형식 및 사용 규정에 부합하고 

이전 용어와 동등함을 보증할 수 있도록 용어 선택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기술적으로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특정주제기술보고서에 의해 차이점이 

참조되었다면 사용된 조건들이 적합한지 증명해야 한다.

나. 운영기술지침서 기술배경서는 운영허가 신청 시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러

나 기술배경서는 안전제한치, 운전제한조건의 목적, 조치사항 및 점검요구사항

에 관한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제한조건에 따라 작성된 계통 

또는 변수의 기술배경을 기술하는 것은 중요하다. 표준운영기술지침서의 기술

배경서와 차이가 없더라도 운영기술지침서의 검토는 발전소 고유의 운영기술

지침서 기술배경서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발전소 고유 사건해석 및 계통 

기술과 부합한지 입증해야 한다. 운영기술지침서 기술배경서는 각 운영기술지

침서 요건에 대한 근거를 기술해야 한다.

다. 운영허가 신청 또는 발전소 고유 운영기술지침서 개정 시 제안된 운영기술지

침서를 검토하는데는 운영기술지침서의 사용 및 적용, 형식, 논리연결자, 제한

시간, 점검주기,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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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

를 작성한다.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

기술지침서와 관련되는 신청자 제출서류를 검토하였다. 관련 법규에 따라 신청자는 

예비안전성분석과 평가결과에 의해 최종설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으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설의 기술지침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된 변수, 조

건 그리고 기타 사항의 선정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다.

검토자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제16장에 기술한 기술지침서 내용 등 설계변경의 필

요성을 배제하기 위해 건설허가 단계에서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을 검토하였다.

제안된 기술지침서 사항은 유사설계 발전소의 표준기술지침서와 비슷하며, 검토단계에

서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근거에서 관련 법령요건

이 만족되고 있으며, 제안된 기술지침서 사항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을 짓는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

검토자는 제안된 운영기술지침서가 관련 법령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이

러한 결론은 기술지침서가 발전소의 고유한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적절히 개정한 공급

자별 표준운영기술지침서에 나타난 규제지침과 일치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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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건설허가의 신청)

6.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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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운전제한조건의 설정·조정 등)

8.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03),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고시”

9. 10 CFR 50, 50.36, “Technical Specifications.”

10. NUREG-1431, “Standard Technical Specifications, Westinghouse Plants.”

11. NUREG-1432, “Standard Technical Specifications, Combustion Engineering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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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6.0절 기술지침서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 제10조 “건설허가”에 의하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7조 ”

건설허가의 신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3항 16호에 

따라 기술지침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운영

허가“ 2항에서 운영허가 신청시 별도 서류로서 운영기술지침서 제출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1조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는 

운영기술지침서와 관련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가 규정되어 있

다.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운영기술지침서 등의 기재사항“ 1항에는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기술지침서에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보

호하기 위해 원자력시설의 운전, 원자력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 그리고 원자력시설의 

운영관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운영기술지침서 관련 기술기준으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 ”운영기술지침서의 준수 등“에는 운전

제한조건의 점검·감시, 불시정지 후 검사 및 안전 조치, 운영기술지침서의 지속적인 검

토 및 개정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01호(원자

로.03)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은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요건을 

기술하고 있다.

신청자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제16장, 기술지침서를 제출하면, 검토자는 신청된 

기술지침서 항목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검토를 수행한다.

건설허가 단계에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발전소설계는 예비적인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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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건설허가 발급 이후 사업자의 하드웨어 선정 및 구매에 따라 자세한 수치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시된 수치, 그림, 그리고 기타 자료들이 발전소 운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하지 않다. 따라서 검토는 해당 값들이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발

전소 예상 운전능력과 적절히 일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핵연료장전 이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단계에서 발전소 고유 운영기술지침서

에 괄호 처리되어 미확정된 수치들은 최종 운전 정보로 교체되어야 하며,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 운영허가 신청서류의 일부로 제출된 운영기술지침서는 예비안

전성분석보고서에서 확인된 기술지침서의 최종 개정본이며 최종 설계내용과 시험결과 

그리고 예상운전방법이 반영된다.

표준운영기술지침서는 최신본으로 유지되고 주기적으로 개정되어 다음 사항을 반

영한다.

1. 발전소 분류등급의 변화 또는 핵증기공급계통이나 2차측 계통의 설비 개조

2. 개정된 규제요건

3. 제안된 기술지침서 변경사항의 검토과정을 통해 습득된 경험

4. 운전중인 발전소의 사건 평가를 통해 취득된 운전경험과 운전 분석자료, 안전심사 

및 검사를 통해 축적된 정보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기술지침서와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각 분야의 담당부서는 신청자에 의해 제시된 발전소 고유특성, 방법론 및 수치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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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총괄관련 담당부서에서는 기술지침서 검토 활동을 종합하고, 인․허가 과정에

서 결함이 확인된 기술지침서 사항에 대해서 각 분야 담당부서에 자문한다.

3. 검토지원부서는 수행한 평가결과를 본 안전심사지침 Ⅳ항에 따라 작성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운영기술지침서의 각 절별 담당 부서는 아래 표와 같다.

기술지침서 절 담당 부서

제1편 원자로시설의 운전 총괄부

1.0 사용 및 적용 전부서

2.0 안전제한치 안전해석평가 담당 부서

3.0 운전제한조건, 점검요구사항 적용 전부서

3.1 반응도제어계통 안전해석평가 담당 부서

3.2 출력분포제한 안전해석평가 담당 부서

3.3 계측설비 계측전기평가 담당 부서

3.4 원자로냉각재계통
계통평가, 안전해석평가, 기계재료평가, 방

사성폐기물평가 담당 부서

3.5 비상노심냉각계통 안전해석평가 담당 부서

3.6 원자로건물계통 리스크평가, 구조부지평가 담당 부서

3.7 발전소계통
계통평가, 안전해석평가, 기계재료평가, 방

사성폐기물평가 담당 부서

3.8 전력 계통 계측전기평가, 기계재료평가 담당 부서

3.9 연료재장전 운전
안전해석평가, 계통평가, 리스크평가 담당 

부서

4.0 설계 특성 안전해석평가, 구조부지평가 담당 부서

제2편 원자로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관리

1.0 방사선방호 방사선안전평가 담당 부서

2.0 방사성물질 등의 관리
방사선안전 평가, 방사성폐기물평가 담당 

부서

3.0 원자로시설로부터의 환경보존 방사능분석 담당 부서

제3편 원자로시설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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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01호(원자로.03)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 “운영기술지침서의 준수 등”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01호(원자로.03)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고시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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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제안된 기술지침서는 표준운영기술지침서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지침과 일치

1.0 조직 및 기능 품질평가 담당 부서

2.0 원자로시설의 순시점검 품질평가 담당 부서

3.0 비상시 운전원 조치사항 운영안전분석 담당 부서

4.0 계획서 및 지침서

계통평가, 리스크평가, 안전해석평가, 기계

재료평가, 방사선안전평가, 방사성폐기물

평가 담당 부서

5.0 보고요건
운영안전분석, 방사능분석, 안전해석평가,

계측전기평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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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적절히 발전소 고유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관련 법규를 만족하는 것으

로 허용가능하다.

2. 건설허가 단계에서 신청자는 예비안전성분석 결과, 발전소 고유 기술지침서에 기

술되어야 하는 변수, 조건 또는 기타 사항을 확인하고 정당화하여야 한다. 최종설

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주어져야 한다.

건설허가단계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항목을 충분히 이른 시기에 확인하여 

최종 기술지침서를 뒷받침하기 위한 심각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운영허가단계에서 제안되는 운영기술지침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안전제한치(Safety Limits)

안전제한치는 통제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의 누출방지를 위한 물리적 방벽의 건

전성 유지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보호조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 변

수에 대해 적용된다.

나. 안전계통 제한설정치(Limiting Safety System Settings)

안전계통 제한설정치는 중요한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보호장치의 변수에 

사용된다.

다. 운전제한조건(Limiting Conditions for Operation)

운전제한조건은 시설의 안전운전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능 및 성능 수준이다.

운전제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원자로를 정지시키거나 상기 조

건이 만족될 때까지 운영기술지침서에 허용되어 있는 시정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운영기술지침서 운전제한조건은 다음 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설정되어야 한다.

1) 기준 1 : 주제어실에서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현저한 성능저하를 감시 및 지

시하기 위해 설치된 계기

2) 기준 2 : 핵분열생성물 방벽의 결함이나 건전성 위협을 가정하는 설계기준사고 

또는 과도상태 해석의 초기조건에 해당되는 공정변수․설비 및 운전제한사항

3) 기준 3 : 핵분열생성물 방벽의 결함이나 건전성 위협을 가정하는 설계기준사고 

또는 과도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능을 수행하거나 작동하면서 주성공경로

(primary success path)의 일부에 해당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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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준 4 : 운전경험 또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결과, 공공의 건강과 안전성확보

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

라. 점검요구사항(Surveillance Requirements)

점검요구사항은 적절한 수준의 품질이 유지되는 가를 보증하기 위해 계통 및 

기기의 시험, 교정 또는 검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마. 설계특성(Design Features)

건설재료나 기하학적인 배치의 경우와 같이 변경 또는 개조되는 경우에 안전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만 상기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측면을 규정한다.

바. 원자로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관리

방사선 방호, 방사성물질 등의 관리, 원자로시설로부터의 환경보전에 관계된 

사항들을 규정한다.

사. 원자로시설의 운영관리

조직 및 기능, 원자로시설의 순시점검, 비상시 운전원 조치사항, 계획서 및 지

침서, 보고사항에 관계된 사항들을 규정한다.

관계 법령요건을 만족함으로써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분석과 평가결과로

부터 도출된 시설의 설계와 운전에 관계되는 필수 안전관련 항목과 현안사항이 확인

될 것이라고 보증할 수 있다. 이러한 필수 안전관련 항목과 현안사항에 관계되는 정보

는 준수 및 집행이 되어야 하는 운영허가사항에 포함된다.

III. 검토절차

1. 기술지침서가 적용성, 작성양식 및 기술내용의 측면에서 표준운영기술지침서와 동

등한 수준으로 작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항목별로 검토를 수행한다. 기술

지침서의 차이점과 그에 대한 근거는 발전소 고유설계와 기타 적절한 고려사항을 

기초로 허용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검토된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단계에서는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된 각 수치, 그림, 도

표 및 기타 자료들이 표준운영기술지침서에 명시된 것과 같이 완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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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들은 각 지침에 기술되어 있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해당분야의 내용

과 일치되고 있는지 검토된다.

검토자는 검토수행 시 제시된 발전소 고유 수치에 대한 타당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술부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검토가 완료되면 검토

주관부서에서는 검토의견을 교정용 검토보고서로 발간한다. 각 기술검토부서는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지침서의 타당성을 확인하며 문제점 발생시 보완토록 요구한다.

2. 검토자는 검토수행 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가.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할 때, 기술적 또는 행정적인 이유로 인한 표준운영기술

지침서와의 차이점이 논리적이고, 완전하고, 명확하게 기술되었음을 입증한다.

운영기술지침서에서의 용어 선택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운영기

술지침서의 운전제한조건, 적용, 조치사항, 점검요구사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된 형식 및 사용 규정에 부합하고 

이전 용어와 동등함을 보증할 수 있도록 용어 선택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기술적으로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특정주제기술보고서에 의해 차이점이 

참조되었다면 사용된 조건들이 적합한지 증명해야 한다.

나. 운영기술지침서 기술배경서는 운영허가 신청 시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러

나 기술배경서는 안전 제한치, 운전제한조건의 목적, 조치사항 및 점검요구사

항에 관한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제한조건에 따라 작성된 계

통 또는 변수의 기술배경을 기술하는 것은 중요하다. 표준운영기술지침서의 기

술배경서와 차이가 없더라도 운영기술지침서의 검토는 발전소 고유의 운영기

술지침서 기술배경서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발전소 고유 사건해석 및 계

통 기술과 부합한지 입증해야 한다. 운영기술지침서 기술배경서는 각 운영기술

지침서 요건에 대한 근거를 기술해야 한다.

다. 운영허가 신청 또는 발전소 고유 운영기술지침서 개정시 제안된 운영기술지침

서를 검토하는데는 운영기술지침서의 사용 및 적용, 형식, 논리연결자, 제한시

간, 점검주기,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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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

를 작성한다.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

기술지침서와 관련되는 신청자 제출서류를 검토하였다. 관련 법규에 따라 신청자는 

예비안전성분석과 평가결과에 의해 최종설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으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설의 기술지침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된 변수, 조

건 그리고 기타 사항의 선정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다.

검토자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제16장에 기술한 기술지침서 내용 등 설계변경의 필

요성을 배제하기 위해 건설허가 단계에서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을 검토하였다.

제안된 기술지침서 사항은 유사설계 발전소의 표준기술지침서와 비슷하며, 검토단계에

서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근거에서 관련 법령요건

이 만족되고 있으며, 제안된 기술지침서 사항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을 짓는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

검토자는 제안된 운영기술지침서가 관련 법령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이

러한 결론은 기술지침서가 발전소의 고유한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적절히 개정한 공급

자별 표준운영기술지침서에 나타난 규제지침과 일치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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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7.1절 설계 및 건설단계 품질보증

검토주관 :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 (이하 

‘신청자’라고 함)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건설허가

신청서 붙임문서로 제출하는 설계‧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예비안전성분석보고

서의 품질보증에 관한 기술내용’(이하 ‘신청자의 품질보증계획’이라 함)을 검토 및 평

가한다.

본 절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

영에 관한 품질보증”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

요건에 관한 기준 제3조(세부요건) 제1호에서 발전용원자로의 건설에 적용하도록 고시

한 KEPIC/QAP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을 근간으로 작성된 신청자의 품질보증계획을 

검토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신청자가 건설허가 신청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품질보증 특정기술주제보

고서를 참조문서로 인용하면 참조된 품질보증계획은 신청 당시 유효한 심사지침서 및 

규제지침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재검토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품질보증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표준설계를 참조하는 

경우, 이 절에서 안전에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 신규 지침의 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한, 신청자는 신규 규제지침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문서적합성 검토

문서적합성 검토기간에 KINS는 신청자의 설계 및 구매업무와 관련된 품질보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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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기술내용에 대한 사실상 검토를 수행한다. 이 검토 및 관련 검사는 적절한 품질보

증계획이 수립되어 이행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건설허가신청서 접수 후 즉시 

수행되며, 이때는 조직, 품질보증계획, 설계관리, 구매문서관리 및 감사 분야를 중점적

으로 검토한다.

문서적합성 검토 후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는 신청자와 주계약자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적용할 품질보증계획을 검토한다. 품질보증 대상 업무에

는 부지 시험 및 평가 (굴착된 지표면의 평가로부터 부지특성 결정 및 시험에 이르기

까지), 설계, 구매, 제작, 건설, 취급, 출하, 보관, 청정, 조립, 설치, 검사 및 시험이 포

함된다.

검토자는 신청자의 품질보증계획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의 제68조 내지 제85조에 명시된 18개 기준 (이하 ‘품질보증기준’이라 한다)을 “어떠한 

방법으로”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준별 주요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가. 신청자 및 주계약자 (종합설계자, 핵증기공급계통공급자, 건설시공사 및 해

당시, 건설관리자)의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조직에 대해, 조직 간

의 상호관계, 책임과 권한의 범위에 대한 기술내용 및 조직도

나. 품질보증 기능을 수행하는 요원의 권한과 조직도에서의 위치, 사업수행 조

직으로부터의 독립성의 정도

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절한 이행을 보증하는 조직의 명시

2. 품질보증계획

가. 품질보증계획의 적용범위

나. 품질보증계획의 정의의 적절성을 보증하는 규정

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절한 이행을 보증하는 규정

라. 각 요원의 자격인정의 적합성을 보증하는 규정

3. 설계관리

가. 설계활동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의 범위

나. 설계담당 부서(또는 계약자)의 조직구조(계약구조)‧업무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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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계업무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정

라. 설계공유영역(Design Interface)에 대한 규정

마. 설계문서의 기술적인 타당성을 입증 또는 점검하는 규정

바. 설계변경사항을 관리하는 규정

4. 구매문서관리

가. 구매문서에 해당 규제요건‧기술요건 및 품질보증계획 요건이 포함되어 있

거나 참조됨을 보증하는 규정

나. 구매문서의 검토 및 승인 규정

5.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

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문서화된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으로 규정되

고 이에 따라 수행됨을 보증하는 규정

나.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에 정성적 또는 정량적인 판정기준을 포함시키는 규정

6. 문서관리

가. 문서(변경사항 포함)의 적합성이 검토되고,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해 발행

이 승인되며, 해당 업무가 수행되는 현장에 배포되고 사용됨을 보증하는 

규정

나. 폐기되었거나 교체된 문서가 부주의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정

7. 구매 품목 및 용역의 관리

가. 구매 자재‧부품 및 기기(이하 ‘품목’이라 함) 및 용역의 공급자 평가 및 선정

나. 구매 품목 및 용역의 품질 적합성 평가 규정

다. 품목이 건설현장에 설치 또는 사용되기 전에 구매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하는 문서가 현장에 확보됨을 보증하는 규정

8. 품목의 식별 및 관리

가. 품목의 식별 및 관리 규정

나.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는 품목이 사용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규정

9. 특수 작업의 관리

가. 용접‧열처리‧비파괴시험 및 화학세정과 같은 특수 작업의 적합성을 보증하

는 규정

나. 특수 작업이 자격이 인정된 요원에 의하여, 승인된 절차서 및 장비를 사용

하여 수행됨을 보증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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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검사

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과 업무에 대한 검사규정

나. 검사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그룹의 책임사항과 자격인정

다. 검사절차서에 명시하여야 할 선행조건 및 검사결과를 문서화하고 평가하는 

규정

라. 검사요원의 자격인정 프로그램

11. 시험관리

가.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만족스럽게 가동될 것임을 보증하기 위한 시험에 

관한 규정

나. 시험절차서에 명시하여야 할 선행조건 및 시험결과를 문서화하고 평가하기 

위한 규정

다. 시험요원의 자격인정 프로그램

12. 측정 및 시험 장비의 관리

공구‧계기‧계측기 등의 측정 및 시험 장비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해

진 주기에 따라 적절히 식별‧관리‧교정 및 조정됨을 보증하는 규정

13. 취급‧저장 및 운송

온도나 습도 등의 환경조건에 의한 손상‧망실 또는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품목이 작업 및 검사지시서에 따라 취급‧저장‧출하‧세정 및 보존되도록 관리하

는 규정

14. 검사‧시험 및 운전 상태

품목이 검사‧시험 전에 부주의하게 사용되거나, 품목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목에 검사‧시험 및 운전 상태를 표시하는 규정

15. 부적합 품목의 관리

부적합한 자재‧부품 또는 기기의 사용이나 처리를 관리하는 규정

16. 시정조치

품목의 품질을 저해하는 상태가 즉시 식별되어 시정되고, 동일 또는 유사한 품

질저해 상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짐을 보증하는 규정

17. 품질보증기록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증빙기록을 식별‧보관‧검색 및 보존하기 위한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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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감사

가. 품질보증계획의 모든 내용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보증계획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사를 수행하는 규정

나. 감사수행, 감사결과 문서화 및 검토, 감사결과를 검토‧평가하는 경영층 지

정 등에 대한 책임사항과 절차

검토연계분야

1. 이 심사지침의 심사업무분장에 따라, 각 분야 검토주관 부서는 ‘품질보증계획 적

용대상이 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목록’(이하 ‘QA목록’이라 함)을 검토하여,

QA목록에 품목을 추가하거나 QA목록을 확정한다.

2. 기계재료분야 및 계통성능분야 검토주관부서는 나사체결이음부의 완전성을 보증

하는 방안의 적합성에 대한 세부검토를 수행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1.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2항에는 신청자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건설허가 첨부문서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원자력안전법 제5조 제3항 제17호에는 신청자의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칙, 동 조, 제4항에는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서에 ‘1. 품질보증체제의 조직’, ‘2. 품

질보증계획’, ‘3. 설계관리’ 등 18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
작‧설치‧시험‧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제1항에는, 원자력안전법 제11조

제4호(법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

4호(원자력법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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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을 위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68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동 기술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요건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

정되어 있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

준” 제3조에는 발전용원자로 건설 단계에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68조 내지 제85조에 대한 세부요건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9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로 적용을 고시한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의 원자력품질보증기준(QAP)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

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청자 및 주계약자 (NSSS 공급자, 종합설계사(A/E: architect/engineer), 건설시공사 

등)는 품질보증기준에 의거하여 설계 및 건설단계에 적용할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신청자의 품질보증계획은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로, 계약자의 품질보증계획은 동 규정에 의한 예비안전

성분석보고서 제17장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수립되어야 하며, 내용은 품

질보증기준의 준수방법을 기술하는 형식이어야 한다. 허용기준은 신청자가 관계법

규나 규제지침을 준수한다는 약속사항을 포함하며, 이러한 약속에 의하여 관계법규

나 규제지침의 내용이 품질보증계획의 기술내용 및 요건에 포함된다. 허용기준의 

면제나 대안은 신청자가 적절한 타당성을 제시하고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가 이를 

검토하여 법적요건을 만족한다고 판단하면 적용 가능하다. 신청자의 품질보증계획 

기술내용이 품질보증기준의 요건을 만족하거나 제공된 대안이나 면제사항이 적절하

다고 판정되었을 때, 해당 품질보증계획은 법적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검토 시에는 요건준수에 대한 약속사항과 그 약속사항의 이행방안이 객관적이며 검

사가 가능한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규명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품질보증기준의 각 분야별로 아래에 열거된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이 충족되었

을 때, 해당기준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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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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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

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를 평가해야 한다.

1. 조직 (17.1.1)

1.가.1 신청자가 총괄 품질보증계획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를 이행한다.

1.가.2 신청자가 품질보증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다른 업

체에 위임한 사항이 명시되고 위임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1.가.3 신청자 품질보증계획의 대부분이 위임되는 경우,

(1) 총괄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이행되는지가 기술되어 있

다. 경영자의 감독 범위가 서술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러한 기능을 수

행하는 요원의 지위, 자격 및 수효를 정하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2) 신청자는 위임받은 업체의 업무수행 내용을 평가한다(빈도 및 방법이 

기술된다 - 연 1회 또는 개별요소에 대한 다른 평가가 별도로 수행 될 

경우에는 보다 긴 주기도 허용가능하다)

(3) 해당업무가 수행되기 전에, 위임된 업무의 품질보증 책임을 맡는 신청

자조직 내부의 자격인정 된 개인 또는 조직이 지정되어 있다.

1.가.4 품질보증계획의 이행체계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청자와 주계약자 간에 품질보

증 업무에 대한 명확한 관리방안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1.가.5 조직도에는 품질보증계획에 입각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현장" 및 "외

부" 단위조직 (설계, 엔지니어링, 구매, 제작, 건설, 검사, 시험, 계장, 핵공학 

등)이 들어있고 책임계통이 분명하며, 검사요원을 포함한 품질보증조직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기술되어 있다.

1.가.6 신청자(및 주계약자)의 조직도에 표시된 단위조직별 품질보증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1.나.1 신청자(및 주계약자)의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유

하는 경영자의 직위(일반적으로 이 직위는 품질보증부서장임)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직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수행에 직접적인 책임을 갖는 조직(엔지니

어링, 구매, 건설, 운전 등)의 최상위직과 동등하거나 보다 높은 직위이

며 비용과 공정으로 부터 충분히 독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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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고위 경영층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체계가 확보되어 있다.

(3) 품질보증계획서의 승인책임을 진다.

(4) 품질보증 관련사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과 무관한 다른 임

무나 책임을 맡지 않는다.

1.나.2 정해진 요건 만족여부 확인(설계는 제외, 참조: 3.마.2)은 확인대상 업무수행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품질보증 조직 내의 개인이나 그룹에 의해 수행되거나,

품질보증개념과 관행에 대한 교육을 받아 자격인정 되고 확인대상 업무를 수

행할 책임이 있는 조직과는 독립적인 개인이나 그룹에 의해 수행된다.

1.나.3 품질보증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그룹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능

력이 보증될 수 있도록 경영층과 직접 접촉할 수 있다.

(1) 품질관련 문제점의 식별

(2) 지정된 경로를 통하여 해결책 제시‧건의 또는 제공

(3) 해결책의 이행 확인

위와 같은 권한을 갖는 요원과 그룹이 명시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

법이 기술되어 있다.

1.나.4 (1) 품질보증요원은 비용과 공정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으로부터 충분히 독

립된 자로서, 부적합한 작업을 중지시키고, 부적합 품목의 공정진행,

납품 또는 설치를 통제하는 문서로 기술된 책임을 보유한다.

(2) 작업 중지 권한을 갖는 조직도 상의 직위가 지정되어 있다.

1.나.5 품질보증 요원과 다른 부서 (엔지니어링, 구매, 제작 등) 요원과의 견해차이

로부터 발생되는 논쟁의 해결을 위한 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1.나.6 지정된 품질보증 책임자가 안전에 중요한 발전소 일일업무에 참여한다. (즉,

품질보증조직이 일일 발전소 작업 일정 및 현황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

여 발전소 전체의 일일 작업현황을 파악하고, 절차 및 검사관리, 합격기준,

품질보증요원 배치 및 필요한 자격인정 등 품질보증의 활동범위가 적절함을 

보증한다)

1.다.1 품질보증계획의 이행과 관련된 방침(품질방침)이 문서화되어 있고, 품질방침

을 필수요건으로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품질방침은 사장 또는 부사장

에 의해 수립된다.

1.다.2 직위에 대한 기술내용(‘1.나.1’ 참조)에는 총괄 품질보증계획의 정의‧감독 및 

효율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 자가 그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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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충분한 권한을 보유함을 보증한다. 이 직위는 비용 및 공정으로부터 

충분히 독립되어 있다. 이 직위자의 자격요건이 직무 기술내용에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는 아래의 전제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1) 부서장 직위 근무를 통한 관리경험

(2) 품질보증 법령‧방침‧관행 및 표준에 대한 지식

(3) 품질보증 실무경험 또는 원자로 설계‧건설‧운영 또는 이와 유사한 고급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품질보증과 관련된 실무경험

품질보증부서장의 자격요건은 최소한 ANSI/ANS-3.1-1993, "Selection and

Training of Nuclear Power Plant Personnel"의  4.4.5항의 기술내용과 동등

하다.

1.다.3 건설현장 품질보증계획을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을 가진 건설현장 관리자가  

적절한 조직도상의 직위로 명시되고 총괄 품질보증계획의 적절한 관리를 수

행할 수 있는 적절한 조직의 직위‧책임 및 권한을 보유한다. 이 직위 보직자

는 현장에서 품질보증계획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전념

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임무 이외의 다른 임무는 맡지 않는다.

2. 품질보증계획 (17.1.2)

2.가.1 품질보증계획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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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영향

을 주는 업무에는 품질보증계획을 적용한다는 약속. 품질보증계획을 적

용하는 구조물‧계통‧기기 및 관련 소모품이 안전성분석보고서 3.2.2절의 

품질보증목록(QA List)에 기술되어 있다. 품질보증목록에, 원자력안전

위원회고시(원자로.09)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비안전등급 시설 중 

내진범주 II 구조물 및 기기의 구조적 건전성 유지와 관련된 행거 또는 

지지물과, 동력 변환 및 전력생산설비 중 발전정지 유발기기 및 비상

운전 절차와 관련되는 주요 설비가 포함되어 있다 (안전에 중요한 전

기기기는 10 CFR 50.49, 안전에 중요한 사고감시설비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97 참조).

(2) 가동전시험계획 수행에 품질보증계획을 적용한다는 약속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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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계획의 적용방법

(3)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관리 및 사용에 품질보증계획을 적용한다는 약

속과 이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의 적용방법

(4) 안전성분석보고서의 9.5.1절의 화재방호계통을 품질보증계획 적용대상

으로 명시하거나 화재방호에 대한 별도의 품질보증 관리내용을 명시

(5) 특수한 장비‧환경조건‧기량 또는 공정을 충분히 제공한다는 약속

(6) 비안전등급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하여는 이 절

의 검토기준 18개 분야에 대한 기술내용이 모두 포함된 경우 II의 6에 

명시된 세부내용(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의 원자력품질보증기준(QAP)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 중 일부는 면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

는 그 기술내용이 안전등급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상응하게 품질보증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RG

1.155 참조).

(7)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의 품질보증을 RG 1.143, Regulatory Position

C.6에 따라 관리한다는 약속

(8)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의 품질보증을 RG 1.97 (Table 1, 5. 품질보증)에 

따라 관리한다는 약속

(9) ATWS 설비의 품질보증을 Generic Letter(이하 “GL") 85-06 (참고자료 

37)에 제시된 지침에 따라 관리한다는 약속

2.가.2 회사의 통합 품질보증 방침에 대한 요약이 기술되어 있다.

2.나.1 (1) 품질보증계획을 이행하는데 요구되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절차가 품질

보증계획의 기술내용 및 회사방침과 부합하고, 적절히 문서화되어 관

리되며, 책임 경영자(통상 사장 또는 부사장)가 서명한 방침성명서 또

는 이와 동등한 문서를 통하여 필수요건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이 수립

되어 있다.

(2) 품질보증부서는 이러한 품질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문서화한다.

(3) 방침성명서의 관리 책임을 보유하는 조직도상의 그룹이나 요원이 명시

되어야 한다.

(4) 품질에 영향을 주는 주계약자의 절차규정은 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작업이 착수되기 전에 신청자에게 제출되어 검토되고, 문서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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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2 기 승인된 품질보증계획서 중 품질보증 조직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규정과 기 승인된 품질보증

계획서의 품질보증 조직 이외의 사항은 변경 후 20일 이내에, 안전성분석보

고서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 후 6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

회에 신고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나.3 신청자가 Subsection VI에 나열된 규제지침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

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원

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

준”을 준수한다는 약속. KEPIC/MN(1, 2, 3 등급)또는 ASME Code Section

III(Class 1, 2, and 3)가 적용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기

술기준의 품질보증요건을 적용한다.

대안이나 예외 사항은 명확히 구분되고 타당성에 관한 자료가 신청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일 또는 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이행

된 업무에 적용된 품질보증계획이 언급되어야 한다.

비록 RG 1.26과 1.29에 대한 심사책임은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및 구조부

지분야 담당부서에 분장되어 있으나(안전심사지침 3.2.1절 및 3.2.2절), 이들 

지침에 기술된 각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이 적절한지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절의 검토에서 위 지침들을 허용기준으로 사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의 품질보증계획 정의 단계에 상세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적용될 품질

보증 관리방안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데 품질보증조직과 해당 기술담당조직

이 참여한다. 이 작업에는 특정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이들이 안전

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에 따라 원자로규칙 품질보증기준에 규정된 설

계, 구매, 문서관리, 검사, 시험, 특수공정, 기록, 감사 등의 품질보증 활동을 

차등화 하는 것이 포함된다.

2.나.4 Ⅴ항(Subsection Ⅵ)에 수록된 RG 목록, General Design Criterion(이하 

“GDC") 1, 10 CFR Part 50, §§ 50.55a, 50.55(f) 및 품질보증기준의 각 요건

을 반영한 기존 또는 추후 작성할 품질보증절차서가 명시되어 있다.

2.나.5 제출된 품질보증계획서에 원자로규칙의 규제조항과 Ⅴ항(Subsection Ⅵ)에 

수록된 RG가 어떤 방법으로 적절히 이행될지를 강조하여 그 내용이 기술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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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1 품질보증조직의 상위 또는 외부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품질보증계획의 범위,

현황, 적절성 및 품질보증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이 방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 보고서, 회의 또는 감사를 통하여 품질보증계획 현황을 자주 파악한다.

(2) 사전에 문서로 연간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며, 시정조치사항을 도

출하여 추적한다.

2.다.2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품질보증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착수된 설계, 구매, 부지

조사 등의 품질관련 업무가 이 절 및 품질보증기준에 준한 품질보증계획에 

의해 관리된다. 업무 착수 전에 품질보증계획 해당 분야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인된 절차서와 충분한 수효의 훈련된 직원이 확보되었다.

2.다.3 설계 및 건설이 종료되어가고 가동전시험과 발전소 이관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주계약자가 신청자에게 책임사항과 품질관련 업무의 관리방안을 이

전하는 방법이 개략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2.라 교육훈련 및 자격인정 프로그램이 아래와 같이 수립되어 있다.

(1)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가진 직원을 대상으로 품질

보증계획서, 절차서 및 지시서의 목적, 범위 및 이행방법을 교육시킨다.

(2)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확인하는 요원을 대상으로 확인대상 업

무의 원리, 기법 및 요건을 교육시키고 자격을 부여한다.

(3) 정규 훈련 및 자격인정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에는 목적, 프로그램 내

용, 참석자 및 참석일자가 문서화된다.

(4)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수행 요원과 작업 확인요원에 대해서는 숙

련시험을 시행하고, 이들이 적절히 교육되고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결

정하기 위한 합격기준이 개발된다.

(5) 자격인증서에는 (i)자격을 인정받은 요원이 수행하는 기능과 (ii)기능별 

자격인정 합격기준이 명확히 기록된다.

(6)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과 이를 확인하는 요원의 

실력은 관리자 또는 훈련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 재훈련‧재시험 및 

인증갱신을 통하여 유지된다.

(7) 상기 프로그램에 규정된 내용이 RG 1.58을 충족한다.

3. 설계관리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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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 적용 규제요건과 설계근거를 설계‧구매 및 절차 문서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

을 포함한 설계문서의 작성 및 검토와 관련된 설계 업무가 설계관리 프로그

램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동 범위에 노물리‧내진‧응력‧열수력‧방사능‧안전

성분석보고서(SAR) 사고분석 등의 현장설계 엔지니어링, 관련 전산프로그

램, 재료 적합성, 가동중 시험‧정비‧보수를 위한 접근성, 품질표준이 포함되

어 있다.

3.나. 계통설명서, 설계 자료 및 기준, 설계도면, 설계해석, 전산 프로그램, 시방서,

절차서 등의 설계 문서를 작성‧검토‧승인‧검증하기 위한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3.다.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인된 설

계문서(전산코드와 같은 설계방법을 포함한다)의 오류나 미비점이 문서화되

며, 모든 오류와 미비점이 시정됨을 보증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진다.

3.다.2 규정된 품질표준과의 불일치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관리함을 보증하는 절차

가 수립되어 있다.

3.라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공간적으로, 기능적으로, 그리고 공정 및 환경에 부

합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설계 공유영역을 포함한 문서를 검토‧승인‧발행‧배
포 및 개정하는데 필요한 내‧외부 조직 간의 설계공유영역 관리방안과 절차

서 및 참여 설계조직 간의 의사소통 체계와 기술규정 이행체계가 확립되어 

기술되어 있다.

3.마.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치수정확성 및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요구하

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3.마.2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절차서에 따라 작성‧검토 및 승인되고, 검사 및 시험요

건‧합격기준‧검사 및 시험결과의 문서화범위 등과 같은 필수적인 품질보증

요건을 포함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품질보증조직에 의

해 검토되어야 함을 명시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3.마.3 설계확인의 방법(설계검토‧대체계산 또는 시험)을 결정하기 위한 지침이나 

기준이 수립되어 있다.

3.마.4 아래 사항을 보증하는 설계확인 업무에 관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1) 확인자는 자격이 인정되고 설계를 직접 책임지지 않는다. 즉 확인자는 

설계수행자나 그의 직상위자(감독자)가 아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

에서는 감독자가 설계확인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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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독자만이 기술적으로 자격이 인정되었고,

(나) 사전에 각 설계확인 마다 그 필요성이 문서화되어 차 상위관리자

에 의해 승인되며,

(다) 감독자를 확인자로 활용하는 빈도와 효율성에 대한 품질감사를 

통하여 그 남용을 막을 수 있다.

(2) 설계확인은, 견본이나 시제품으로 인정시험을 행하는 것이 아닐 경우,

설계출력문서를 구매, 제작, 건설 또는 다른 설계 작업에 사용하기 위

하여 다른 조직에 배포하기 전에 완료된다. 시기적으로 이것이 불가능

하여 설계확인을 연기할 경우에는 그 타당성이 문서화되고, 설계출력문

서의 미확인된 부분과 미확인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모든 설계출력

문서가 적절히 식별되어 관리된다. 설계나 설계변경과 관련된 건설현장

의 해당 업무는 설계확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설치작업을 되돌릴 수 없

는 (즉, 대부분을 파괴하거나 재작업해야 하는) 공정 이상으로 진행하

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설계확인은 핵연료장전 이전에 완료된다.

(3) 설계문서에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약속사항을 반영하는 절차 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다. 이 관리방안에 의해 (i)내부의 전문분야별로 또는 여러 

조직이 참여하는 팀에 의해 정규 설계확인을 받는 문서와 (ii)확인요원

(요원 인증은 서명과 일자가 문서화되면 적합하다)에 의해 검토될 문서

가 구분된다. 절차관리의 대상이 되는 설계문서에는 최소한 시방서‧계
산서‧전산프로그램‧계통설명서‧설계문서로서의 안전성분석보고서‧계통도

‧배관 및 계기도표‧제어논리도‧주요설비의 구조계통전력단선도‧발전소 

배치도 및 기기 위치도를 포함한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 독특성이나 특

수한 설계 고려사항이 수반되면 전문화된 검토가 수행된다.

(4) 절차서에 확인자의 책임사항, 확인대상 분야와 특성, 확인대상에 적합

한 고려사항 및 문서화하는 정도가 기술되어 있다.

3.마.5 확인방법이 시험 만에 의한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1) 어떤 경우에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절차서에 제시

된다.

(2) 견본‧기기 또는 특성 시험은 발전소에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또는 설

치를 철회할 수 없는 시점 전에 가능한 일찍 수행된다.

(3) 시험에 의한 확인은 분석으로 결정된 최악의 설계조건을 모사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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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행된다.

3.마.6 입증된 전산코드가 사용되도록 인가되고 그것의 사용이 명시되었음을 보증

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인허가업무 지원에 안전 분석 전산코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자로설치자자나 제작자는 코드확인을 수행하고 그 결과

를 제출하여 해당 코드의 신뢰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코드확인 정보에는 계

산결과와 (i)실험데이터, (ii)발전소 운전 데이터, 또는 (iii)다른 기준 데이터

와의 비교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3.바.1 현장변경을 포함한 설계변경과 시방서 변경은 최초의 설계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설계관리 대상이 된다.

3.바.2 설계관리 규정에 대한 기술내용은 RG 1.64의 기준을 만족한다.

4. 구매문서관리 (17.1.4)

4.가.1 구매문서에 품질요건이 정확히 기술되어 검사와 관리가 가능하고, 적절한 

합부판정기준이 명시되었으며, 구매문서가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작성, 검

토,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구매문서검토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구매

문서에는 계약업체와 그 하도급자가 구매품목이나 용역에 합당한 품질보증

계획서를 제출하는 요건이 포함된다. 품질보증 관행 및 개념에 대하여 훈

련을 받아 자격을 갖춘 독립적인 요원이 구매문서를 검토하여 구매문서에 

기술된 품질요건이 적절하다는데 동의하였음이 문서화된다.

4.가.2 구매문서에 적용 규제‧기술‧행정‧보고 요건, 도면, 시방서, 기준 및 산업표준,

시험 및 검사요건과 공급자가 준수하여야 할 특수공정지시서가 명시됨을 보

증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4.나.1 아래 사항에 대한 조직의 책임사항과 품질보증조직이 관여하는 사항이 기술

되어 있다.

(1) 구매기획

(2) 구매문서의 작성, 검토, 승인 및 관리

(3) 공급자 선정

(4) 입찰서 평가

(5)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 착수 전에 공급자 품질보증계획 검토 및 동의

4.나.2 상기의 구매문서 관리규정에 대한 기술내용이 RG 1.123의 규제지침을 만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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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 (17.1.5)

5.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문서화된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에 규정되어 

이에 따라 이행됨을 보증하기 위한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5.나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에, 중요한 업무가 만족스럽게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

기 위한 정량적(치수, 공차, 운전제한사항 등) 또는 정성적(작업기량 표본 

등) 합격기준이 포함됨을 보증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6. 문서관리 (17.1.6)

6.가.1 문서관리계획의 범위가 기술되어 있고 관리대상 문서의 유형이 규정되어 있

다. 관리대상 문서에는 최소한 다음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1) 전산코드 관련문서를 포함한 설계문서 (예; 계산서‧도면‧시방서‧해석서)

(2) 구매문서

(3) 제작‧건설‧개조‧설치‧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위한 지시서 및 절차서

(4) 준공문서

(5)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매뉴얼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서

(6) 특정기술주제보고서

(7) 안전성분석보고서

(8) 부적합보고서

6.가.2 문서가 기술적 적합하고 문서에 적절한 품질요건이 명시됨을 보증하는 문서

의 검토‧승인‧발행 및 변경에 관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품질보증조직이

나, 문서 작성자가 아니면서 품질보증 분야에 자격이 인정된 요원이 이들 

문서를 품질보증 측면에서 검토하고 동의한다.

6.가.3 문서의 변경사항이, 최초 검토와 승인을 수행한 조직, 또는 신청자가 위임한 

다른 자격인정 된 책임조직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는지를 보증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6.가.4 문서가 업무 수행 장소에 작업 착수 전에 배포됨을 보증하는 절차가 수립되

어 있다.

6.나.1 폐기되거나 대체된 문서가 적기에 작업장에서 제거되고 적용될 개정문서로 

대체됨을 보증하는 절차가 확립되어 기술되어 있다.

6.나.2 지시서‧절차서‧시방서‧도면 및 구매문서의 최신 개정판을 확인할 수 있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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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목록이나 이와 동등한 문서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종합목록은 항상 

갱신되어 지정된 책임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6.다 준공도면과 관련문서에 실제 발전소 설계내용이 적시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공도면과 관련문서 작성에 사용될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7. 구매 자재‧장비 및 용역의 관리 (17.1.7)

7.가.1 설계, 구매 및 품질보증 조직 간의 업무공유영역을 포함한 구매 ‘자재‧장비 

및 용역’(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7.가.2 품목이 구매요구서의 요건에 부합됨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작, 검사, 시험 

및 출하 과정에 공급자 업무의 확인이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품질보증조직

의 참여하에 계획되어 수행된다. 이 절차서에는 구매방법에 따라 아래 사항

이 명시되어 있다.

(1) 입회‧검사 또는 확인을 통하여 수락되어야 할 특성 또는 공정, 감독방

법 및 요구되는 문서화 범위, 절차서 이행 책임자

(2) 공급자가 품질요건을 준수함을 보증하기 위한 감사‧감독 또는 검사

7.가.3 공급자선정내용이 문서화되어 편철된다.

7.가.4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예비품이나 교체품의 구매는 현재의 

품질보증계획의 관리규정, 기준 및 표준, 그리고 원래의 기술적 요건과 동등

하거나 그 이상의 기술적 요건 또는 결함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기

술적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7.나.1 아래사항을 보증하기 위하여 인수검사가 수행된다.

(1) 품목이 적절히 식별되고, 구매문서 및 인수문서의 식별과 일치한다.

(2) 품목과 그 인수기록이 설치 또는 사용 전에 검사지시서를 만족한다.

(3) 규정된 검사‧시험 및 기타 기록(품목이 명시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증

명하는 확인서 등)이 설치 또는 사용 전에 원자력발전소에 비치된다.

7.나.2 인수 후 불출된 품목이, 관리되는 저장소로 이동되거나 설치 또는 후속작업

을 위해 불출되기 전에, 그 검사상태가 식별된다.

7.나.3 공급자는 아래 기록을 구매자에게 제출한다.

(1) 구매품목이 무엇이며, 그 품목이 어떤 구매요건(코드, 기준 및 시방서 

등)을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문서

(2) 구매요건 중 만족되지 않은 사항이 기재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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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매요건에 부적합하여 “현상태사용” 또는 “보수”로 조치된 부적합사

항에 대한 설명서.

구매자의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이러한 문서의 검토 및 승인 규정이 기술되어

야 한다.

7.나.4 원자력용도에 맞는 적절한 품질보증 관리규정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용재고품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합격품목임을 보증하는데 요구되는 특수 

품질확인 요건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수 품질확인요건은 GL

89-02[39] 및 91-05[40]에 포함되어 있다.

7.나.5 공급자 일치보증서는 그 유효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감사, 독립적인 검사, 또

는 시험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되고, 그 결과가 문서화된다.

7.나.6 상기 구매 관리 규정의 기술내용은 RG 1.38 및 1.123을 만족한다.

8. 자재‧부품 및 기기의 식별과 관리 (17.1.8)

8.가 자재(소모품 포함)‧부품‧기기 및 부분적으로 조립된 반조립품의 식별관리를 

위한 규정이 수립되어 있으며, 여기에 조직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

8.나.1 품목의 사용오류 또는 결함 품목의 사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각 품목이나 

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록에 식별이 유지되도록 보증하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다.

8.나.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기능에 중요한 자재 및 부품의 식별

은 도면, 시방서, 구매주문서, 제작 및 검사문서, 불일치 보고서, 물리적‧화학

적 제조공장시험보고서 등의 적절한 문서로 추적이 가능하다.

8.나.3 자재, 부품 및 기기가 제작, 조립, 출하 및 설치를 위하여 출고되기 전에 그 

식별의 정확성이 확인되고, 문서화 된다.

9. 특수공정의 관리 (17.1.9)

9.가.1 특수공정으로 관리할 공정을 결정하는 기준이 기술되어 있다. 특수공정은 

일반적으로, 직접검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공정을 

말하며, 이러한 공정은 가능한 모두 나열되어야 한다. 특수공정의 예에는 용

접, 열처리, 비파괴시험(NDT), 화학세정 등이 있다.

9.가.2 특수공정‧장비 및 요원의 인정에 대한 품질보증조직의 책임사항을 포함한 

관련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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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나.1 특수공정에 관련된 절차서‧장비 및 요원은 인정되고 적용 기준‧표준‧품질보

증절차서 및 시방서를 만족한다. 인정이 만족스럽게 수행됨을 보증하기 위

하여 품질보증조직이 인정업무에 관여한다.

9.나.2 특수공정이 인정된 절차서‧장비 및 요원을 활용하여 만족스럽게 수행되었다

는 증거를 기록하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다.

9.나.3 특수공정 관련 절차서‧장비 및 요원의 인정기록은 최신상태로 편철 및 유지

된다.

10. 검사 (17.1.10)

10.가 기술된 검사 프로그램의 범위가 효율적인 검사 프로그램이 수립되었음을 보

여준다. 프로그램 절차규정에는 검사장비의 정확도 요건을 결정하는 기준,

검사수행 시기 및 검사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상기 기능에 

품질보증조직이 참여한다.

10.나.1 검사를 수행하는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검사원은 검사대상 업

무를 수행하였거나 이를 직접 감독한 자가 아니며, 검사대상 업무에 직접적

인 책임이 있는 감독자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는다. 검사원이 품질보증조직

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품질보증조직에 의해 검사절차서, 자격인정기준,

비용‧공정 등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이 업무 개시 전에 검토되

어 수락되어야 한다.

10.나.2 검사원(비파괴검사원 포함)의 인정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문서화되어 있고,

검사원의 인정기록과 인증서는 갱신된다.

10.다.1 검사절차서‧지시서 또는 점검표에는 다음 사항이 제시된다.

(1) 검사대상 업무와 특성 식별

(2) 검사방법 서술

(3) ‘10.나.1’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그룹의 

지정

(4)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기준

(5) 요구되는 절차서‧도면 및 시방서와 그 개정번호의 식별

(6) 검사원(또는 자료기록자)과 검사공정 결과의 기록

(7) 필요한 측정 및 시험장비와 그 정확도 요건의 명시

10.다.2 지정된 검사원에 의해 검사를 받기 전에는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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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검사점을 적절한 문서에 명시하는 절차규정이 수립되어 기술되었다.

10.다.3 검사결과는 문서화되어 평가되며, 책임을 가진 요원이나 그룹에 의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11. 시험관리 (17.1.11)

11.가 시험관리 프로그램의 범위에 관한 서술내용에, 설치 및 가동전시험 전의 입

증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시험 프로그램이 

수립됨을 보여준다. 프로그램 절차규정에는 시험장비의 정확도 요건을 결정

하는 기준, 시험이 언제 요구되며, 언제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이 설정되어 있다.

11.나 시험 절차서 또는 지시서에는 아래 사항이 요구된다.

(1) 적용 설계 및 구매 문서에 포함된 요건과 합격범위

(2) 시험방법 서술

(3) 교정된 계기를 포함한 적절한 시험 장비와 그 정확도 요건, 시험할 품목의 

완결성, 적절히 관리된 환경조건, 자료수집 및 보관을 위한 규정, 등의 

시험 선결조건

(4) (요구에 따라) 발주자, 계약자, 또는 검사원이 입회하는 필수검사점

(5)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기준

(6) 시험자료와 결과의 문서화 또는 기록 방법

(7) 시험 선결조건이 충족됨을 보증하는 규정

11.다 시험결과는 문서화되어 평가되며, 책임을 가진 요원이나 그룹에 의해 그 합

격여부가 결정된다.

1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17.1.12)

12.가 측정 및 시험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적용범위가 기술되어 있고,

관리대상 장비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 이러한 정보는 효율적인 교정 프로그

램이 수립되었음을 나타낸다.

12.나 교정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이행하며, 그 유효성을 보증하는 품질보증 및 기

타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12.다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측정‧검사‧감시에 사용되는 측정 및 시험장비(계기,

공구, 게이지, 고정구, 기준 및 환산표준, 비파괴시험장비)의 교정(기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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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절차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규정의 

검토 및 문서상 동의 규정이 기술되어 있고 그 책임 조직이 명시되어 있다.

12.라 측정 및 시험장비가 식별되고, 교정시험 자료가 추적될 수 있다.

12.마 측정 및 시험장비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한, 표지 또는 딱지를 부착하여 

다음 교정기일이 표시된다. “다른 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방법이 기술되

어야 한다.

12.바 측정 및 시험장비는 요구되는 정확도, 목적, 사용 정도, 안정성 및 기타 측

정에 영향을 주는 조건에 근거하여 규정된 시간간격으로 교정 된다. 이들 

장비의 교정은 교정대상 장비에 요구되는 것보다 4배 이상의 정확도를 갖는 

표준장비와 대비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허용공차 

범위 내에서 장비가 교정됨을 보증할 수 있는 정확도를 갖는 표준장비로 교

정되며, 수락근거가 문서화되고 책임 관리자에 의해 인가된다. 이러한 역할

을 수행할 책임을 가지는 관리자가 지정되었다.

12.사 교정표준은 교정대상 표준보다는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다. 동일한 정확도

를 가진 교정표준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 표준이 요건에 부합

하고, 승인근거가 문서화되며 책임 있는 경영층에 의해 인가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경영층이 지정되어 있다.

12.아 참조 및 전환 표준은 국가공인표준으로 추적되어야 하며, 국가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교정 근거를 문서화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2.자 측정 및 시험장비가 교정범위를 벗어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이전에 수행된 

검사의 타당성 여부와 이전 교정일 이후부터 검사 또는 시험된 품목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 있다. 판정결과가 의심스러운 품목

에 대해서는 검사나 시험이 다시 수행된다.

13. 취급‧저장 및 운송 (17.1.13)

13.가 특수취급‧보존‧저장‧세정‧포장 및 운송 요건이 수립되어, 적절히 훈련받은 요

원에 의해 사전 결정된 작업 및 검사 지시서에 따라 수행된다.

13.나 손상, 망실, 또는 온도나 습도와 같은 환경조건에 의한 변질을 막기 위하여,

설계 및 구매 요건에 따라 자재‧기기 및 계통의 세정‧취급‧저장‧포장 및 출

하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서가 수립되어 있다.

13.다 상기 취급‧저장 및 운송의 관리방안 기술내용은 RG 1.38의 지침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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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검사‧시험 및 운전상태 (17.1.14)

14.가 제작‧설치 및 시험의 전 과정에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검사‧시험 및 운전 

상태를 나타내는 절차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14.나 검사 및 용접 스템프와, 꼬리표, 마킹, 라벨, 스템프 등의 상태 표지의 부착 

및 제거를 관리하는 절차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14.다 요구되는 시험‧검사 및 안전에 중요한 다른 공정의 순서변경을 관리하는 절

차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이러한 변경은 원래의 검토 및 승인 과정과 동일

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14.라 부적합‧작동불능 또는 기능불량 상태에 있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문서화

되며, 부주의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별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책임을 가지는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다.

15. 부적합 자재‧부품 또는 기기 (17.1.15)

15.가 부적합 자재‧부품‧기기 및 용역(전산코드 포함)은 그 조치결정이 폐기가 아

닌 경우에는 식별‧문서화‧격리 및 검토하고 영향을 받는 조직에 통보하는 

절차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절차에는 조치 및 종결을 포함하여 부적합사항

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권한이 부여된 자가 지정된다.

15.나 부적합사항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정의하고 이행하기 위한 품질보증조직과 

관련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는 부적합품목의 조치방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요원이나 그룹이 식별되어 있다.

15.다 부적합보고서에는 부적합품목이 식별되고, 부적합상태와 부적합사항의 조치

방안 및 검사요건이 기술되어 있으며, 조치방안을 승인하는 서명이 포함된다.

부적합사항은 품목의 가동전시험 프로그램 착수 전에 시정 또는 해결된다.

15.라 재작업‧보수 및 교체되는 품목은 원래의 검사 및 시험요건이나 다른 수락 

가능한 대안에 따라 검사 및 시험된다.

15.마 부적합보고서는 품질보증조직에 의해 주기적으로 분석되어 품질경향이 도

출되고, 중대한 결과는 상위 경영층에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보고된다.

16. 시정조치 (17.1.16)

16.가 효과적인 시정조치 프로그램이 수립되었음을 보여주는 절차규정이 수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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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품질보증조직은 절차를 검토하고 동의내용을 문서화한다.

16.나 부적합사항‧고장‧기능불량‧결함‧불일치‧결함 있는 자재와 장비 등의 품질을 

저해하는 상태가 확인되면 이를 즉시 문서화하고 시정조치 하여 재발을 방

지한다. 품질보증조직이 관여하여 시정조치의 적합성에 동의함을 문서화한

다.

16.다 품질보증조직에 의해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고 적기에 

시정조치를 종결하는 후속조치가 취해진다.

16.라 중대한 품질저해상태,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내용은 문서화

되며, 해당 관리자와 상위 관리자에게 보고되어 검토 및 평가 된다.

17. 품질보증기록 (17.1.17)

17.가 품질보증기록 관리규정의 적용범위가 기술되어 있다. 품질보증기록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재료분석‧검토‧검사‧시험 및 감사의 결과

(2) 작업수행 감독

(3) 요원‧절차서 및 장비의 인정

(4) 도면‧시방서‧구매문서‧교정절차서 및 보고서와 같은 기타문서

(5) 부적합보고서

(6) 시정조치 보고서

(7) 적절한 품질보증 관리방안이 적용될 때, 품질보증기록 관리사본의 저장

과 검색에 광디스크 문서 영상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 이 관리방안은 

GL 88-18 (Reference 38)에 명시되어 있다.

17.나 품질보증기록과 관련된 업무를 정의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조직과 

기타 조직이 명시되고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17.다 검사 및 시험 기록에는 적용내용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관찰유형에 대한 설명

(2) 검사 또는 시험의 수행일자 및 결과

(3) 품질을 저해하는 상태에 대한 정보

(4) 검사자 또는 자료기록자 명시

(5) 결과를 합격 판정한 증거

(6) 유의할 불일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



제17.1절 개정 4 - 2014. 12- 24 -

17.라 기록을 저장하는데 적합한 시설이 서술되고, 그 내용이 KEPIC/QAP-2000을 

만족한다. 화재방호등급규정은, 기록저장 설비가 NFPA No.232 Class 1 ‘영

구형기록’을 만족하고, KEPIC/QAP-2000에 포함된 2시간 내화 요건이 다음

의 3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만족될 경우, 대안도 허용된다.

(1) NFPA No.232를 만족하는 2시간 내화 저장고

(2) NFPA No.232(Class B)를 만족하는 2시간 내화 기록용기

(3) 아래의 추가규정이 적용될 경우, NFPA No.232를 만족하는 2시간 내화 

기록실

가) 조기 화재경보장치와 상시 작동하는 중앙통제소에 전자감응장치

를 구비한 자동진화

나) 기록은 완전히 밀폐된 금속 캐비닛에 저장되어야 한다. 개방된 철

재선반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록을 시설의 바닥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시설 전 구역에 항상 기록에 접근 가능한 통로가 나있어

야 한다.

다) 기록저장 시설 내에서는 기록저장‧검색 이외의 작업(예, 기록복사,

필름현상 및 마이크로피쉬카드의 제작 등)이 금지되어야 한다.

라) 기록저장실 전 구역에서 흡연 및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어야 한다.

마) 환기‧온도‧습도 조절장치가 방화벽을 관통하여 기록실 내부로 연

결된 때에는 연결통로내부의 표준 방화문 뎀퍼에 의해 방호되어

야 한다.

17.마 위에 열거된 기록 관리규정 기술내용이 RG 1.88을 충족한다.

18. 감사 (17.1.18)

18.가.1 절차서 및 업무가 총괄 품질보증계획을 충족함을 보증하기 위한 감사가 아

래 조직에 의해 수행된다.

(1) 품질관련 절차와 업무를 포괄적이고도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품질보증조직

(2) 공급자의 품질보증계획‧절차 및 업무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신청자( 및 

주계약자) 조직

18.가.2 수행될 감사, 그 빈도 및 일정을 나타내는 감사계획이 작성된다. 감사는 대

상 업무의 현황 및 안전중요도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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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구매‧제작‧건설‧설치‧검사 및 시험 기간에 효과적인 품질보증활동이 보증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일찍 착수되어야 한다.

18.가.3 감사에는 품질 관련 관행‧절차‧지시‧업무 및 품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품질보증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수행됨을 보증하기 위한 문서 및 기

록의 검토가 포함된다.

18.가.4 품질보증 기술기준의 요건이 적용되는 모든 분야에 대한 감사 수행을 요구

하는 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감사범위에는 아래와 같은 업무가 포함된다;

(1) 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지특성의 결정 (예, 심층 시료채취,

부지 및 기반작업, 방법론)

(2) 조기 구매의 준비‧검토‧승인 및 관리

(3) 교육훈련 계획

(4) 신청자와 주계약자간의 공유영역관리

(5) 시정조치‧교정 및 부적합사항 관리 체계

(6)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약속사항

(7) 전산코드 관련 업무

18.나.1 감사 내용 및 결과는 품질보증조직에 의해서 분석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한 

재감사의 필요성을 포함한 품질상의 문제점과 품질보증계획의 유효성을 경

영층에 보고하여 검토 및 평가를 받는다.

18.나.2 감사는 감사대상 분야 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을 갖지 않는 훈련된 감사요원

에 의하여 사전에 수립된 절차서 또는 점검표에 따라 수행된다.

18.나.3 감사규정에 따라 수행한 감사의 기술내용이 RG 1.144 및 1.146을 만족한다.

설계 및 건설 단계에 이 검토(수락) 기준을 품질보증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배경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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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규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그 안전

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품질표준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 및 검사되어

야 한다.

이 절에 의한 검토에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

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

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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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품질보증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요건을 필수요건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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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규정”을 만족시킴으로써,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그 의도된 

안전기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제작‧건설 및 시험 될 것임이 

보증된다.

2.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는 건설허가신청자가 설계‧제작‧건설에 사용될 품질보증

계획서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는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에 제68조 내지 85조의 18개 ‘품질보증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절은 상기의 규정에 의거 작성 및 제출된 신청자의 품질보증계획을 검토자

가 검토하고 승인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시한다.

품질보증 기술기준을 만족시킴으로써 원자력발전소가 대중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지 않을 방법으로 설계‧제작‧건설 및 시험 될 것임이 보증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품질보증계획에 기술된 각 요소들을 II항에 기술된 허용기준과 인용된 규

제기준, 규지지침 및 기타 참고문헌의 내용에 비추어 검토한다. 품질평가분야 담당부

서는 품질보증계획이 적용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를 식별한 목록(품질목록)의 적합성 

여부 검토를 기계재료분야 및 계통평가분야 주관부서에 요청하여, 결과 승인여부를 문

서화하여 유지한다. 품질보증계획 변경사항은 그 내용이 이전에 승인된 품질보증계획 

보다 최소한 미흡하게 되지 않도록 변경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의 적합

성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변경 분야에 대한 현재의 규제입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검토

기간 중 검토자의 판정은 제출된 자료의 평가결과, 다른 발전소에 대하여 최근에 검토

한 자료와의 유사성 및 특별히 안전에 중요한 품목의 포함여부에 근거하여 한다. 이 

안전심사지침(참조된 규제기준 및 규제지침을 포함한다)에 대한 예외사항이나 대안은 

제시된 내용이 분명하고 이를 수락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있음을 보증할 수 있도

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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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계획의 수락 여부는 아래의 검토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1. 품질보증계획 기술내용에 품질보증 기술기준의 각 요건과 10 CFR 50.34(f)(3)의 

(ii) 및 (iii)의 요건이 수락 가능하도록 서술되어 있는지 여부와 번호‧제목‧개정‧일
자를 식별한 규제기준과 규제지침을 충족할 것이라는 적절한 약속이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상세히 검토한다.

2. 품질보증 기술기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서술한 방안을 다음의 요소로 평가한다.

가. 기술적 적합성 (즉, 규제기준과 규제지침을 만족하는가?)

나. 이행가능성 (즉, 수행할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으로 적절한가?)

다. 경영자 지원 (즉, 품질보증계획 방안을 경영자가 검토‧승인‧배서하였는가?)

이러한 평가의 근거는 II절에 포함된 허용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3. 품질보증 기능을 수행하는 요원의 직무‧책임 및 권한의 검토를 통하여, 품질보증 

요원이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독립되었는지 여부를 확

인한다.

4. 제출된 자료의 검토, 신청자와의 회의, 품질보증계획 및 발전소업무의 적합성 검

토 (직원의 실적 및 역량 포함) 및 KINS의 선행 원전 심‧검사 자료 검토를 통하

여 신청자가 품질보증 책임사항을 실행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5. 프로그램 약속사항과 이를 이행하는 방안‧조직 편성 및 품질보증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역량 등이 만족되면 IV항에 기술된 대로 적합판정 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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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원자력발전소명 및 호기번호)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예비

안전성분석보고서 제17장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기술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 및 평

가 결과에 근거하여, 검토조직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품질보증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및 요원은, 비용이나 공정에 대하여 직접적

인 책임을 가지는 조직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품질보증계획을 



제17.1절 개정 4 - 2014. 12- 28 -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받았다.

2. 품질보증계획에 요건‧절차 및 관리방안이 기술되어 있으며, 이들이 적절히 

수행될 경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내지 제85조의 

요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의 요건, 10 CFR 50.34(f)(3)(ii) 및 (iii) 요건, 심사지침 

17.1절의 허용기준 및 관련 규제지침이 충족된다.

규제지침 제목 개정 및 일자

(검토자는 신청자가 약속한 규제지침의 표를 작성한다)

신청자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개요가 프로그램의 더욱 중요한 측면을 부각

시키면서 기술된다.

3. 품질보증계획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적용된다.

따라서 검토자는 신청자가 기술한 품질보증계획이 원자력법령과 적용 규제기준 

및 산업표준을 충족하며, (신청자가 신청한 적용대상을 명시) 건설단계에 이행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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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7.2절 운전단계 품질보증

검토주관 :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이하 

‘신청자’라고 함)가 ‘원자력안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허가신청서 첨부문서로 제출하는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 제17장 품질보증에 관한 기술내용’(이하 ‘신청자의 품질보증계획’이라 함)을 검

토 및 평가한다.

본 절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

에 관한 품질보증)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

건에 관한 기준” 제3조(세부요건) 제1호에서 발전용원자로의 운영에 적용하도록 고시

한 KEPIC/QAP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을 근간으로 작성된 신청자의 품질보증계획을 

검토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검토범위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 (예,

설계, 건설, 구매, 건조, 건설, 취급, 출하, 보관, 청정, 조립, 설치, 검사 및 시험)에 적

용되는 품질보증 관리방안이다.

이 절은 검토자에게 KEPIC/QAP를 근간으로 품질보증계획을 검토하는 지침을 제

시한다. 검토를 통하여 제출된 품질보증계획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자가 운영허가 신청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품질보증 특정기술주제보

고서를 참조문서로 인용하면 참조된 품질보증계획은 신청 당시 유효한 심사지침서 및 

규제지침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재검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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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단계에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약속사항이 운영

단계에도 계속되는 경우(즉, 건설 잔여 설계 및 건설 업무와 가동전시험 프로그램 또

는 운전단계에 수행하여야 하는 보수 및 개조)를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가 원할 경우, 설계 및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을 변경한 후 이를 운전에 관

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하여 검토‧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

며, 이 때 검토자는 수정된 부분만을 검토한다.

기준별 주요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가. 신청자의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조직에 대해, 조직 간의 상호관

계, 책임과 권한의 범위에 대한 기술내용 및 조직도

나. 품질보증 기능을 수행하는 요원의 권한과 조직도에서의 위치, 사업수행 조

직으로부터의 독립성의 정도

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절한 이행을 보증하는 조직의 명시

2. 품질보증계획

가. 품질보증계획의 적용범위

나. 품질보증계획의 정의의 적절성을 보증하는 규정

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절한 이행을 보증하는 규정

라. 각 요원의 자격인정의 적합성을 보증하는 규정

3. 설계관리

가. 설계활동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의 범위

나. 설계담당 부서(또는 계약자)의 조직구조(계약구조)‧업무 및 책임

다. 설계업무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정

라. 설계공유영역(Design Interface)에 대한 규정

마. 설계문서의 기술적인 타당성을 입증 또는 점검하는 규정

바. 설계변경사항을 관리하는 규정

4. 구매문서관리

가. 구매문서에 해당 규제요건‧기술요건 및 품질보증계획 요건이 포함되어 있

거나 참조됨을 보증하는 규정

나. 구매문서의 검토 및 승인 규정

5.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

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문서화된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으로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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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따라 수행됨을 보증하는 규정

나.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에 정성적 또는 정량적인 판정기준을 포함시키는 규정

6. 문서관리

가. 문서(변경사항 포함)의 적합성이 검토되고,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해 발행

이 승인되며, 해당 업무가 수행되는 현장에 배포되고 사용됨을 보증하는 

규정

나. 폐기되었거나 교체된 문서가 부주의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정

7. 구매 품목 및 용역의 관리

가. 구매 자재‧부품 및 기기(이하 ‘품목’이라 함) 및 용역의 공급자 평가 및 선정

나. 구매 품목 및 용역의 품질 적합성 평가 규정

다. 품목이 건설현장에 설치 또는 사용되기 전에 구매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하는 문서가 현장에 확보됨을 보증하는 규정

8. 품목의 식별 및 관리

가. 품목의 식별 및 관리 규정

나.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는 품목이 사용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규정

9. 특수 작업의 관리

가. 용접‧열처리‧비파괴시험 및 화학세정과 같은 특수 작업의 적합성을 보증하

는 규정

나. 특수 작업이 자격이 인정된 요원에 의하여, 승인된 절차서 및 장비를 사용

하여 수행됨을 보증하는 규정

10. 검사

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과 업무에 대한 검사규정

나. 검사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그룹의 책임사항과 자격인정

다. 검사절차서에 명시하여야 할 선행조건 및 검사결과를 문서화하고 평가하는 

규정

라. 검사요원의 자격인정 프로그램

11. 시험관리

가.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만족스럽게 가동될 것임을 보증하기 위한 시험에 

관한 규정

나. 시험절차서에 명시하여야 할 선행조건 및 시험결과를 문서화하고 평가하기 

위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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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요원의 자격인정 프로그램

12. 측정 및 시험 장비의 관리

공구‧계기‧계측기 등의 측정 및 시험 장비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해

진 주기에 따라 적절히 식별‧관리‧교정 및 조정됨을 보증하는 규정

13. 취급‧저장 및 운송

온도나 습도 등의 환경조건에 의한 손상‧망실 또는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품목이 작업 및 검사지시서에 따라 취급‧저장‧출하‧세정 및 보존되도록 관리하

는 규정

14. 검사‧시험 및 운전 상태

품목이 검사‧시험 전에 부주의하게 사용되거나, 품목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목에 검사‧시험 및 운전 상태를 표시하는 규정

15. 부적합 품목의 관리

부적합한 자재‧부품 또는 기기의 사용이나 처리를 관리하는 규정

16. 시정조치

품목의 품질을 저해하는 상태가 즉시 식별되어 시정되고, 동일 또는 유사한 품

질저해 상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짐을 보증하는 규정

17. 품질보증기록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증빙기록을 식별‧보관‧검색 및 보존하기 위한 규

정

18. 감사

가. 품질보증계획의 모든 내용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보증계획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사를 수행하는 규정

나. 감사수행, 감사결과 문서화 및 검토, 감사결과를 검토‧평가하는 경영층 지

정 등에 대한 책임사항과 절차

다. 안전에 중요한 운영업무에 대하여 운영조직과는 독립적인 조직에 의한 감

사 규정

검토연계분야

1. 이 심사지침의 심사업무분장에 따라, 각 분야 검토주관 부서는 ‘품질보증계획 적

용대상이 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목록’(이하 ‘QA목록’이라 함)을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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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목록에 품목을 추가하거나 QA목록을 확정한다.

2. 기계재료분야 및 계통성능분야 검토주관부서는 나사체결이음부의 완전성을 보증

하는 방안의 적합성에 대한 세부검토를 수행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1.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2항에는 신청자가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최

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운영허가 첨부문서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는 신청자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품질보

증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5조 제4항에는 원자력

안전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서에 ‘1. 품질보증체제의 조

직’, ‘2. 품질보증계획’, ‘3. 설계관리’ 등 18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

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계통 및 기기를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

계‧제작‧설치‧시험 및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제1항에는 원자력안전법 제11조

제4호(법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제4호(원자력법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

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을 위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68

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동 기술기준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요건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

준” 제3조에는 발전용원자로 운영 단계에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청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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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에 의거하여 운영단계에 적용할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청자 품질보증계획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에 관

한 품질보증계획서로, 필요 시 계약자 품질보증계획은 동 규정에 의한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에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내용은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내지 85조에 규정된 18개 기준의 준수방법을 기술

하여야 한다. 허용기준은 신청자가 관계법규나 규제지침을 준수한다는 약속사항을 

포함하며, 이러한 약속에 의하여 관계법규나 규제지침의 내용이 품질보증계획의 기

술내용 및 요건에 포함된다. 허용기준의 면제나 대안은 신청자가 적절한 타당성을 

제시하고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가 이를 검토하여 법적요건을 만족한다고 판단하면 

적용 가능하다. 신청자의 품질보증계획 기술내용이 기술기준 요건을 만족하거나 제

공된 대안이나 면제사항이 적절하다고 판정되었을 때, 해당 품질보증계획은 법적요

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검토 시에는 요건준수에 대한 약속사항과 그 약속

사항의 이행방안이 객관적이며 검사가 가능한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규명하

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내지 85조의 18개 기준별로 아

래에 열거된 세부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해당기준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안전심사

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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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조직 (17.2.1)

1.가.1 신청자가 총괄 품질보증계획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를 이행한다.

1.가.2 신청자가 품질보증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다른 업

체에 위임한 사항이 명시되고 위임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1.가.3 신청자 품질보증계획의 대부분이 위임되는 경우,

(1) 총괄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이행되는지가 기술되어 있



제17.2절 개정 4 - 2014. 12- 7 -

다. 경영자의 감독 범위가 서술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러한 기능을 수

행하는 요원의 지위, 자격 및 수효를 정하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2) 신청자는 위임받은 업체의 업무수행 내용을 평가한다(빈도 및 방법이 

기술된다 - 연 1회 또는 개별요소에 대한 다른 평가가 별도로 수행 될 

경우에는 보다 긴 주기도 허용가능하다)

(3) 해당업무가 수행되기 전에, 위임된 업무의 품질보증 책임을 맡는 신청

자조직 내부의 자격인정 된 개인 또는 조직이 지정되어 있다.

1.가.4 조직도에는 품질보증계획에 입각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현장" 및 "외

부" 단위조직(설계, 엔지니어링, 구매, 제작, 건설, 검사, 시험, 계장, 핵공학,

운전, 정비 등)이 들어있고 책임계통이 분명하며, 검사요원을 포함한 품질보

증조직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기술되어 있다.

1.가.5 신청자의 조직도에 표시된 단위조직별 품질보증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1.나.1 신청자의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는 경영자의 

직위(일반적으로 이 직위는 품질보증부서장임)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직위

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수행에 직접적인 책임을 갖는 조직(엔지니

어링, 구매, 건설, 운전 등)의 최상위직과 동등하거나 보다 높은 직위이

며 비용과 공정으로 부터 충분히 독립되어 있다.

(2) 다른 고위 경영층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체계가 확보되어 있다.

(3) 품질보증계획서의 승인책임을 진다.

(4) 품질보증 관련사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과 무관한 다른 임

무나 책임을 맡지 않는다.

1.나.2 정해진 요건 만족여부 확인(설계는 제외, 참조: 3.마.2)은 확인대상 업무수행

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품질보증 조직 내의 개인이나 그룹에 의해 수행되

거나, 품질보증개념과 관행에 대한 교육을 받아 자격인정 되고 확인대상 업

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조직과는 독립적인 개인이나 그룹에 의해 수행된

다.

1.나.3 품질보증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그룹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능

력이 보증될 수 있도록 경영층과 직접 접촉할 수 있다.

(1) 품질관련 문제점의 식별

(2) 지정된 경로를 통하여 해결책 제시‧건의 또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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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결책의 이행 확인

위와 같은 권한을 갖는 요원과 그룹이 명시되고 이러한 업무를 이행하는 방

법이 기술되어 있다.

1.나.4 (1) 품질보증요원은 비용과 공정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으로부터 충분히 독

립된 자로서, 부적합한 작업을 중지시키고, 부적합 품목의 공정진행,

납품 또는 설치를 통제하는 문서로 기술된 책임을 보유한다.

(2) 작업 중지 권한을 갖는 조직도 상의 직위가 지정되어 있다.

1.나.5 품질보증 요원과 다른 부서 (엔지니어링, 구매, 제작 등) 요원과의 견해차이

로부터 발생되는 논쟁의 해결을 위한 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1.나.6 지정된 품질보증 책임자가 안전에 중요한 발전소 일일업무에 참여한다. (즉,

품질보증조직이 일일 발전소 작업 일정 및 현황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

여 발전소 전체의 일일 작업현황을 파악하고, 절차 및 검사관리, 합격기준,

품질보증요원 배치 및 필요한 자격인정 등 품질보증의 활동범위가 적절함을 

보증한다)

1.다.1 품질보증계획의 이행과 관련된 방침(품질방침)이 문서화되어 있고, 품질방침

을 필수요건으로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품질방침은 사장 또는 부사장

에 의해 수립된다.

1.다.2 직위에 대한 기술내용(‘1.나.1’ 참조)에는 총괄 품질보증계획의 정의‧감독 및 

효율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 자가 그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보유함을 보증한다. 이 직위는 비용 및 공정으로부터 

충분히 독립되어 있다. 이 직위자의 자격요건이 직무 기술내용에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는 아래의 전제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1) 부서장 직위 근무를 통한 관리경험

(2) 품질보증 법령‧방침‧관행 및 표준에 대한 지식

(3) 품질보증 실무경험 또는 원자로 설계‧건설‧운영 또는 이와 유사한 고급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품질보증과 관련된 실무경험

품질보증부서장의 자격요건은 최소한 ANSI/ANS-3.1-1993, "Selection and

Training of Nuclear Power Plant Personnel"의  4.4.5항의 기술내용과 동등

하다.

1.다.3 발전소 품질보증계획을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을 가진 현장 관리자가 적절한 

조직도상의 직위로 명시되고 품질보증계획의 적절한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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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조직의 직위‧책임 및 권한을 보유한다. 이 직위 보직자는 발전소에서 

품질보증계획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임무 이외의 다른 임무는 맡지 않는다.

2. 품질보증계획 (17.2.2)

2.가.1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은 최소한 연료장전 90일 전에 수립되어 이행된다

는 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2.가.2 품질보증계획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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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영향

을 주는 업무에는 품질보증계획을 적용한다는 약속. 품질보증계획을 적

용하는 구조물‧계통‧기기 및 관련 소모품이 안전성분석보고서 3.2.2절의 

품질보증목록에 기술되어 있다. 품질보증목록에,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9)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에 규

정된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비안전등급 시설 중 내진범주 II

구조물 및 기기의 구조적 건전성 유지와 관련된 행거 또는 지지물, 동

력 변환 및 전력생산설비 중 발전정지 유발기기 및 비상운전 절차와 

관련되는 주요 설비가 포함되어 있다 (안전에 중요한 전기기기는 10

CFR 50.49, 안전에 중요한 사고감시설비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97 참조).

(2)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관리 및 사용에 품질보증계획을 적용한다는 약

속과 이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의 적용방법

(3) 안전성분석보고서의 9.5.1절의 화재방호계통을 품질보증계획 적용대상

으로 명시하거나 화재방호에 대한 별도의 품질보증 관리내용을 명시

(4) 특수한 장비‧환경조건‧기량 또는 공정을 충분히 제공한다는 약속

(5) 비안전등급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하여는 이 절

의 검토기준 18개 분야에 대한 기술내용이 모두 포함된 경우 II의 6에 

명시된 세부내용(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의 원자력품질보증기준(QAP)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 중 일부는 면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

는 그 기술내용이 안전등급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상응하게 품질보증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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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참조).

(6)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의 품질보증을 RG 1.143, Regulatory Position

C.6에 따라 관리한다는 약속

(7)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의 품질보증을 RG 1.97 (Table 1, 5. 품질보증)에 

따라 관리한다는 약속

(8) ATWS 설비의 품질보증을 Generic Letter(이하 “GL") 85-06 (참고자료 

37)에 제시된 지침에 따라 관리한다는 약속

(9)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약속사항(즉, 건설 잔여 설계 및 건설 업무와 

가동전시험 프로그램 또는 이에 대한 대안)이 운영단계에도 계속된다

는 약속사항의 기술되어 있다.

(10)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원자로규칙) 제54조의 요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의 훈련 및 자격인정을 수행한다는 약속

2.가.3 회사의 품질보증 방침에 대한 요약이 기술되어 있다.

2.나.1 (1) 품질보증계획을 이행하는데 요구되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절차가 품질

보증계획의 기술내용 및 회사방침과 부합하고, 적절히 문서화되어 관

리되며, 책임 경영자(통상 사장 또는 부사장)가 서명한 방침성명서 또

는 이와 동등한 문서를 통하여 필수요건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이 수립

되어 있다.

(2) 품질보증부서는 이러한 품질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문서화한다.

(3) 방침성명서의 관리 책임을 보유하는 조직도상의 그룹이나 요원이 명시

되어야 한다.

(4) 품질에 영향을 주는 계약자의 절차규정은 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작

업이 착수되기 전에 신청자에게 제출되어 검토되고, 문서로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나.2 기 승인된 품질보증계획서 중 품질보증 조직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규정과 기 승인된 품질보증

계획서의 품질보증 조직 이외의 사항은 변경 후 20일 이내에, 안전성분석보

고서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 후 6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

회에 신고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나.3 신청자가 Subsection VI에 나열된 규제지침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

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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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

준”을 준수한다는 약속. KEPIC/MN(1, 2, 3 등급)또는 ASME Code Section

III(Class 1, 2, and 3)가 적용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기

술기준의 품질보증요건을 적용한다.

대안이나 예외 사항은 명확히 구분되고 타당성에 관한 자료가 신청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일 또는 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이행

된 업무에 적용된 품질보증계획이 언급되어야 한다.

비록 RG 1.26과 1.29에 대한 심사책임은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및 구조부

지분야 담당부서에 분장되어 있으나(안전심사지침 3.2.1절 및 3.2.2절), 이들 

지침에 기술된 각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이 적절한지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절의 검토에서 위 지침들을 허용기준으로 사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의 품질보증계획 정의 단계에 상세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적용될 품질

보증 관리방안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품질보증조직과 해당 기술담당조직이 

참여한다. 이 작업에는 특정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이들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에 따라 품질보증기준에 규정된 설계, 구매, 문서관리,

검사, 시험, 특수공정, 기록, 감사 등의 품질보증 활동을 차등화 하는 것이 

포함된다.

2.나.4 Ⅴ항(Subsection Ⅵ)에 수록된 RG 목록, Generic Design Criterion 1, 10

CFR Part 50, §§ 50.55a, 50.54(a) 및 품질보증기준의 각 요건을 반영한 기존 

또는 추후 작성할 품질보증절차서가 명시되어 있다.

2.나.5 제출된 품질보증계획서에 원자로규칙의 규제조항과 Ⅴ항(Subsection Ⅵ)에 

수록된 RG가 어떤 방법으로 적절히 이행될지를 강조하여 그 내용이 기술되

어 있다.

2.다 품질보증조직의 상위 또는 외부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품질보증계획의 범위,

현황, 적절성 및 품질보증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이 방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 보고서, 회의 또는 감사를 통하여 품질보증계획 현황을 자주 파악한다.

(2) 사전에 문서로 연간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며, 시정조치사항을 도

출하여 추적한다.

2.라 교육훈련 및 자격인정 프로그램이 아래와 같이 수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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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가진 직원을 대상으로 품

질보증계획서, 절차서 및 지시서의 목적, 범위 및 이행방법을 교육시킨

다.

(2)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확인하는 요원을 대상으로 확인대상 업

무의 원리, 기법 및 요건을 교육시키고 자격을 부여한다.

(3) 정규 훈련 및 자격인정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에는 목적, 프로그램 내

용, 참석자 및 참석일자가 문서화된다.

(4)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수행 요원과 작업 확인요원에 대해서는 숙

련시험을 시행하고, 이들이 적절히 교육되고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결

정하기 위한 합격기준이 개발된다.

(5) 자격인증서에는 (i)자격을 인정받은 요원이 수행하는 기능과 (ii)기능별 

자격인정 합격기준이 명확히 기록된다.

(6)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과 이를 확인하는 요원의 

실력은 관리자 또는 훈련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 재훈련‧재시험 및 

인증갱신을 통하여 유지된다.

(7) 상기 프로그램에 규정된 내용이 RG 1.58을 충족한다.

3. 설계관리 (17.2.3)

3.가 적용 규제요건과 설계근거를 설계‧구매 및 절차 문서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을 포함한 설계문서의 작성 및 검토와 관련된 설계 업무가 설계관리 프로

그램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동 범위에 노물리‧내진‧응력‧열수력‧방사능‧안
전성분석보고서(SAR) 사고분석 등의 현장설계 엔지니어링, 관련 전산프로그

램, 재료 적합성, 가동중 시험‧정비‧보수를 위한 접근성, 품질표준이 포함되

어 있다.

3.나. 계통설명서, 설계 자료 및 기준, 설계도면, 설계해석, 전산 프로그램, 시방서,

절차서 등의 설계 문서를 작성‧검토‧승인‧검증하기 위한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3.다.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인된 설

계문서(전산코드와 같은 설계방법을 포함한다)의 오류나 미비점이 문서화되

며, 모든 오류와 미비점이 시정됨을 보증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진다.

3.다.2 규정된 품질표준과의 불일치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관리함을 보증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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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립되어 있다.

3.라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공간적으로, 기능적으로, 그리고 공정 및 환경에 부

합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설계 공유영역을 포함한 문서를 검토‧승인‧발행‧배
포 및 개정하는데 필요한 내‧외부 조직 간의 설계공유영역 관리방안과 절차

서 및 참여 설계조직 간의 의사소통 체계와 기술규정 이행체계가 확립되어 

기술되어 있다.

3.마.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치수정확성 및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요구하

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3.마.2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절차서에 따라 작성‧검토 및 승인되고, 검사 및 시험요

건‧합격기준‧검사 및 시험결과의 문서화범위 등과 같은 필수적인 품질보증

요건을 포함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품질보증조직에 의

해 검토되어야 함을 명시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3.마.3 설계확인의 방법(설계검토‧대체계산 또는 시험)을 결정하기 위한 지침이나 

기준이 수립되어 있다.

3.마.4 아래 사항을 보증하는 설계확인 업무에 관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1) 확인자는 자격이 인정되고 설계를 직접 책임지지 않는다. 즉 확인자는 

설계수행자나 그의 직상위자(감독자)가 아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

에서는 감독자가 설계확인을 수행할 수 있다.

(가) 감독자만이 기술적으로 자격이 인정되었고,

(나) 사전에 각 설계확인 마다 그 필요성이 문서화되어 차 상위관리자

에 의해 승인되며,

(다) 감독자를 확인자로 활용하는 빈도와 효율성에 대한 품질감사를 

통하여 그 남용을 막을 수 있다.

(2) 설계확인은, 견본이나 시제품으로 인정시험을 행하는 것이 아닐 경우,

설계출력문서를 구매, 제작, 건설 또는 다른 설계 작업에 사용하기 위

하여 다른 조직에 배포하기 전에 완료된다. 시기적으로 이것이 불가능

하여 설계확인을 연기할 경우에는 그 타당성이 문서화되고, 설계출력문

서의 미확인된 부분과 미확인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모든 설계출력

문서가 적절히 식별되어 관리된다. 설계나 설계변경과 관련된 발전소 

현장의 해당 업무는 설계확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변경작업을 되돌릴 

수 없는 (즉, 대부분을 파괴하거나 재작업해야 하는) 공정 이상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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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설계확인은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이전에 완료된다.

(3) 설계문서에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약속사항을 반영하는 절차 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다. 이 관리방안에 의해 (i)내부의 전문분야별로 또는 여러 

조직이 참여하는 팀에 의해 정규 설계확인을 받는 문서와 (ii)확인요원

(요원 인증은 서명과 일자가 문서화되면 적합하다)에 의해 검토될 문서

가 구분된다. 절차관리의 대상이 되는 설계문서에는 최소한 시방서‧계
산서‧전산프로그램‧계통설명서‧설계문서로서의 안전성분석보고서‧계통도

‧배관 및 계기도표‧제어논리도‧주요설비의 구조계통전력단선도‧발전소 

배치도 및 기기 위치도를 포함한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 독특성이나 특

수한 설계 고려사항이 수반되면 전문화된 검토가 수행된다.

(4) 절차서에 확인자의 책임사항, 확인대상 분야와 특성, 확인대상에 적합

한 고려사항 및 문서화하는 정도가 기술되어 있다.

3.마.5 확인방법이 시험 만에 의한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1) 어떤 경우에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절차서에 제시

된다.

(2) 견본‧기기 또는 특성 시험은 발전소에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또는 설

치를 철회할 수 없는 시점 전에 가능한 일찍 수행된다.

(3) 시험에 의한 확인은 분석으로 결정된 최악의 설계조건을 모사한 상태

에서 수행된다.

3.마.6 입증된 전산코드가 사용되도록 인가되고 그것의 사용이 명시되었음을 보증

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인허가업무 지원에 안전 분석 전산코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자로운영자는 코드확인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해당 코드의 신뢰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코드확인 정보에는 계산결과와 (i)

실험데이터, (ii)발전소 운전 데이터, 또는 (iii)다른 기준 데이터와의 비교자

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3.바.1 현장변경을 포함한 설계변경과 시방서 변경은 최초의 설계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설계관리 대상이 된다.

3.바.2 설계관리 규정에 대한 기술내용은 RG 1.64의 기준을 만족한다.

4. 구매문서관리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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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1 구매문서에 품질요건이 정확히 기술되어 검사와 관리가 가능하고, 적절한 

합부판정기준이 명시되었으며, 구매문서가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작성, 검

토,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구매문서검토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구매

문서에는 계약업체와 그 하도급자가 구매품목이나 용역에 합당한 품질보증

계획서를 제출하는 요건이 포함된다. 품질보증 관행 및 개념에 대하여 훈

련을 받아 자격을 갖춘 독립적인 요원이 구매문서를 검토하여 구매문서에 

기술된 품질요건이 적절하다는데 동의하였음이 문서화된다.

4.가.2 구매문서에 적용 규제‧기술‧행정‧보고 요건, 도면, 시방서, 기준 및 산업표준,

시험 및 검사요건과 공급자가 준수하여야 할 특수공정지시서가 명시됨을 보

증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4.나.1 아래 사항에 대한 조직의 책임사항과 품질보증조직이 관여하는 사항이 기술

되어 있다.

(1) 구매기획

(2) 구매문서의 작성, 검토, 승인 및 관리

(3) 공급자 선정

(4) 입찰서 평가

(5)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 착수 전에 공급자 품질보증계획 검토 및 동의

4.나.2 상기의 구매문서 관리규정에 대한 기술내용이 RG 1.123의 규제지침을 만족

한다.

5.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 (17.2.5)

5.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문서화된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에 규정되어 

이에 따라 이행됨을 보증하기 위한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5.나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에, 중요한 업무가 만족스럽게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

기 위한 정량적(치수, 공차, 운전제한사항 등) 또는 정성적(작업기량 표본 

등) 합격기준이 포함됨을 보증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6. 문서관리 (17.2.6)

6.가.1 문서관리계획의 범위가 기술되어 있고 관리대상 문서의 유형이 규정되어 있

다. 관리대상 문서에는 최소한 다음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1) 전산코드 관련문서를 포함한 설계문서 (예; 계산서‧도면‧시방서‧해석서)

(2) 구매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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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건설‧개조‧설치‧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위한 지시서 및 절차서

(4) 준공문서

(5)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매뉴얼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서

(6) 특정기술주제보고서

(7) 안전성분석보고서

(8) 부적합보고서

6.가.2 문서가 기술적 적합하고 문서에 적절한 품질요건이 명시됨을 보증하는 문서

의 검토‧승인‧발행 및 변경에 관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품질보증조직이

나, 문서 작성자가 아니면서 품질보증 분야에 자격이 인정된 요원이 이들 

문서를 품질보증 측면에서 검토하고 동의한다.

6.가.3 문서의 변경사항이, 최초 검토와 승인을 수행한 조직, 또는 신청자가 위임한 

다른 자격인정 된 책임조직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는지를 보증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6.가.4 문서가 업무 수행 장소에 작업 착수 전에 배포됨을 보증하는 절차가 수립되

어 있다.

6.나.1 폐기되거나 대체된 문서가 적기에 작업장에서 제거되고 적용될 개정문서로 

대체됨을 보증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6.나.2 지시서‧절차서‧시방서‧도면 및 구매문서의 최신 개정판을 확인할 수 있는 종

합목록이나 이와 동등한 문서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종합목록은 항상 

갱신되어 지정된 책임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6.다 준공도면과 관련문서에 실제 발전소 설계내용이 적시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공도면과 관련문서 작성에 사용될 절차가 확립되어 기술되어 있다.

6.라 정비‧개조 및 검사 절차서는 품질보증 개념을 갖춘 자격 인정된 요원 (통상 

품질보증조직의 요원)에 의해 검토되어, 다음 사항이 확인된다.

(1) 검사의 필요성‧검사요원의 식별 및 검사결과의 문서화

(2) 요구되는 검사의 요건, 방법 및 합격기준의 명시

7. 구매 자재‧장비 및 용역의 관리 (17.2.7)

7.가.1 설계, 구매 및 품질보증 조직 간의 업무공유영역을 포함한 구매 ‘자재‧장비 

및 용역’(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7.가.2 품목이 구매요구서의 요건에 부합됨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작, 검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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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출하 과정에 공급자 업무의 확인이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품질보증조직

의 참여하에 계획되어 수행된다. 이 절차서에는 구매방법에 따라 아래 사항

이 명시되어 있다.

(1) 입회‧검사 또는 확인을 통하여 수락되어야 할 특성 또는 공정, 감독방

법 및 요구되는 문서화 범위, 절차서 이행 책임자

(2) 공급자가 품질요건을 준수함을 보증하기 위한 감사‧감독 또는 검사

7.가.3 공급자선정내용이 문서화되어 편철된다.

7.가.4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예비품이나 교체품의 구매는 현재의 

품질보증계획의 관리규정, 기준 및 표준, 그리고 원래의 기술적 요건과 동등

하거나 그 이상의 기술적 요건 또는 결함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기

술적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7.나.1 아래사항을 보증하기 위하여 인수검사가 수행된다.

(1) 품목이 적절히 식별되고, 구매문서 및 인수문서의 식별과 일치한다.

(2) 품목과 그 인수기록이 설치 또는 사용 전에 검사지시서를 만족한다.

(3) 규정된 검사‧시험 및 기타 기록(품목이 명시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증

명하는 확인서 등)이 설치 또는 사용 전에 원자력발전소에 비치된다.

7.나.2 인수 후 불출된 품목이, 관리되는 저장소로 이동되거나 설치 또는 후속작업

을 위해 불출되기 전에, 그 검사상태가 식별된다.

7.나.3 공급자는 아래 기록을 구매자에게 제출한다.

(1) 구매품목이 무엇이며, 그 품목이 어떤 구매요건(코드, 기준 및 시방서 

등)을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문서

(2) 구매요건 중 만족되지 않은 사항이 기재된 문서

(3) 구매요건에 부적합하여 “현상태사용” 또는 “보수”로 조치된 부적합사

항에 대한 설명서.

구매자의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이러한 문서의 검토 및 승인 규정이 기술되어

야 한다.

7.나.4 원자력용도에 맞는 적절한 품질보증 관리규정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용재고품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합격품목임을 보증하는데 요구되는 특수 

품질확인 요건이 수립되어 기술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수 품질확인요건은 

GL 89-02[39] 및 91-05[40]에 포함되어 있다.

7.나.5 공급자 일치보증서는 그 유효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감사, 독립적인 검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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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험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되고, 그 결과가 문서화된다.

7.나.6 상기 구매 관리 규정의 기술내용은 RG 1.38 및 1.123을 만족한다.

8. 자재‧부품 및 기기의 식별과 관리 (17.2.8)

8.가 자재(소모품 포함)‧부품‧기기 및 부분적으로 조립된 반조립품의 식별관리를 

위한 규정이 수립되고 기술되었으며, 여기에 조직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

8.나.1 품목의 사용오류 또는 결함 품목의 사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각 품목이나 

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록에 식별이 유지되도록 보증하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다.

8.나.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기능에 중요한 자재 및 부품의 식별

은 도면, 시방서, 구매주문서, 제작 및 검사문서, 불일치 보고서, 물리적‧화학

적 제조공장시험보고서 등의 적절한 문서로 추적이 가능하다.

8.나.3 자재, 부품 및 기기가 제작, 조립, 출하 및 설치를 위하여 출고되기 전에 그 

식별의 정확성이 확인되고, 문서화 된다.

9. 특수공정의 관리 (17.2.9)

9.가.1 특수공정으로 관리할 공정을 결정하는 기준이 기술되어 있다. 특수공정은 

일반적으로, 직접검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공정을 

말하며, 이러한 공정은 가능한 모두 나열되어야 한다. 특수공정의 예에는 용

접, 열처리, 비파괴시험(NDT), 화학세정 등이 있다.

9.가.2 특수공정‧장비 및 요원의 인정에 대한 품질보증조직의 책임사항을 포함한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9.나.1 특수공정과 관련된 절차서‧장비 및 요원은 인정되고 적용 기준‧표준‧품질보

증절차서 및 시방서를 만족한다. 인정이 만족스럽게 수행됨을 보증하기 위

하여 품질보증조직이 인정업무에 관여한다.

9.나.2 특수공정이 인정된 절차서‧장비 및 요원을 활용하여 만족스럽게 수행되었다

는 증거를 기록하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다.

9.나.3 특수공정 관련 절차서‧장비 및 요원의 인정기록은 최신상태로 편철 및 유지

된다.

10. 검사 (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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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 기술된 검사 프로그램의 범위가 효율적인 검사 프로그램이 수립되었음을 보

여준다. 프로그램 절차규정에는 검사장비의 정확도 요건을 결정하는 기준,

검사수행 시기 및 검사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상기 기능에 

품질보증조직이 참여한다.

10.나.1 검사를 수행하는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검사원은 검사대상 업

무를 수행하였거나 이를 직접 감독한 자가 아니며, 검사대상 업무에 직접적

인 책임이 있는 감독자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는다. 검사원이 품질보증조직

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품질보증조직에 의해 검사절차서, 자격인정기준,

비용‧공정 등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이 업무 개시 전에 검토되

어 수락되어야 한다.

10.나.2 검사원(비파괴검사원 포함)의 인정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있고, 검사원의 인

정기록과 인증서는 갱신된다.

10.다.1 검사절차서‧지시서 또는 점검표에는 다음 사항이 제시된다.

(1) 검사대상 업무와 특성 식별

(2) 검사방법 서술

(3) ‘10.나.1’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그룹의 

지정

(4)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기준

(5) 요구되는 절차서‧도면 및 시방서와 그 개정번호의 식별

(6) 검사원(또는 자료기록자)과 검사공정 결과의 기록

(7) 필요한 측정 및 시험장비와 그 정확도 요건의 명시

10.다.2 지정된 검사원에 의해 검사를 받기 전에는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필수검사점을 적절한 문서에 명시하는 절차규정이 수립되어 기술되었다.

10.다.3 검사결과는 문서화되어 평가되며, 책임을 가진 요원이나 그룹에 의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10.라 발전소 정상운전에 수반되는 정상정비, 감시, 시험 등에 대한 검사가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거나 직접 감독하지 않은 동일 조직 내의 요원에 의해 수행

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

(1) 작업에 압력경계품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기능시험을 통해 품질이 

증명되어야 한다.

(2) 검사 전에 요원의 인정기준이 품질보증 조직에 의해 검토되어 수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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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11. 시험관리 (17.2.11)

11.가 시험관리 프로그램의 범위에 관한 서술내용에, 설치 및 가동전시험 전의 입

증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시험 프로그램이 

수립됨을 보여준다. 프로그램 절차규정에는 시험장비의 정확도 요건을 결정

하는 기준, 시험이 언제 요구되며, 언제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이 설정되어 있다.

11.나 시험 절차서 또는 지시서에는 아래 사항이 요구된다.

(1) 적용 설계 및 구매 문서에 포함된 요건과 합격범위

(2) 시험방법 서술

(3) 교정된 계기를 포함한 적절한 시험 장비와 그 정확도 요건, 시험할 품목의 

완결성, 적절히 관리된 환경조건, 자료수집 및 보관을 위한 규정 등의 

시험 선결조건

(4) (요구에 따라) 발주자, 계약자, 또는 검사원이 입회하는 필수검사점

(5)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기준

(6) 시험자료와 결과의 문서화 또는 기록 방법

(7) 시험 선결조건이 충족됨을 보증하는 규정

11.다 시험결과는 문서화되어 평가되며, 책임을 가진 요원이나 그룹에 의해 그 합

격여부가 결정된다.

1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17.2.12)

12.가 측정 및 시험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적용범위가 기술되어 있고,

관리대상 장비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 이러한 정보는 효율적인 교정 프로그

램이 수립되었음을 나타낸다.

12.나 교정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이행하며, 그 유효성을 보증하는 품질보증 및 기

타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12.다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측정‧검사‧감시에 사용되는 측정 및 시험장비(계기,

공구, 게이지, 고정구, 기준 및 환산표준, 비파괴시험장비)의 교정(기법 및 

주기),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절차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규정의 

검토 및 문서상 동의 규정이 기술되어 있고 그 책임 조직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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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라 측정 및 시험장비가 식별되고, 교정시험 자료가 추적될 수 있다.

12.마 측정 및 시험장비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한, 표지 또는 딱지를 부착하여 

다음 교정기일이 표시된다. “다른 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방법이 기술되

어야 한다.

12.바 측정 및 시험장비는 요구되는 정확도, 목적, 사용 정도, 안정성 및 기타 측

정에 영향을 주는 조건에 근거하여 규정된 시간간격으로 교정 된다. 이들 

장비의 교정은 교정대상 장비에 요구되는 것보다 4배 이상의 정확도를 갖는 

표준장비와 대비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허용공차 

범위 내에서 장비가 교정됨을 보증할 수 있는 정확도를 갖는 표준장비로 교

정되며, 수락근거가 문서화되고 책임 관리자에 의해 인가된다. 이러한 역할

을 수행할 책임을 가지는 관리자가 지정되었다.

12.사 교정표준은 교정대상 표준보다는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다. 동일한 정확도

를 가진 교정표준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 표준이 요건에 부합

하고, 승인근거가 문서화되며 책임 있는 경영층에 의해 인가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경영층이 지정되어 있다.

12.아 참조 및 전환 표준은 국가공인표준으로 추적되어야 하며, 국가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교정 근거를 문서화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2.자 측정 및 시험장비가 교정범위를 벗어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이전에 수행된 

검사의 타당성 여부와 이전 교정일 이후부터 검사 또는 시험된 품목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 있다. 판정결과가 의심스러운 품목

에 대해서는 검사나 시험이 다시 수행된다.

13. 취급‧저장 및 운송 (17.2.13)

13.가 특수취급‧보존‧저장‧세정‧포장 및 운송 요건이 수립되어, 적절히 훈련받은 요

원에 의해 사전 결정된 작업 및 검사 지시서에 따라 수행된다.

13.나 손상, 망실, 또는 온도나 습도와 같은 환경조건에 의한 변질을 막기 위하여,

설계 및 구매 요건에 따라 자재‧기기 및 계통의 세정‧취급‧저장‧포장 및 출

하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13.다 화학제품, 시약, 윤활유 및 기타 소모재의 보존수명을 포함한 저장규정이 

기술되어 있다.

13.라 상기 취급‧저장 및 운송의 관리방안 기술내용은 RG 1.38의 지침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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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검사‧시험 및 운전상태 (17.2.14)

14.가 제작‧설치 및 시험의 전 과정에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검사‧시험 및 운전 

상태를 나타내는 절차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14.나 검사 및 용접 스템프와, 꼬리표, 마킹, 라벨, 스템프 등의 상태 표지의 부착 

및 제거를 관리하는 절차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14.다 요구되는 시험‧검사 및 안전에 중요한 다른 공정의 순서변경을 관리하는 절

차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이러한 변경은 원래의 검토 및 승인 과정과 동일

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14.라 부적합‧작동불능 또는 기능불량 상태에 있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문서화

되며, 부주의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별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책임을 가지는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다.

15. 부적합 자재‧부품 또는 기기 (17.2.15)

15.가 부적합 자재‧부품‧기기 및 용역(전산코드 포함)은 그 조치결정이 폐기가 아

닌 경우에는 식별‧문서화‧격리 및 검토하고 영향을 받는 조직에 통보하는 

절차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절차에는 조치 및 종결을 포함하여 부적합사항

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권한이 부여된 자가 지정된다.

15.나 부적합사항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정의하고 이행하기 위한 품질보증조직과 

관련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는 부적합품목의 조치방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요원이나 그룹이 식별되어 있다.

15.다 부적합보고서에는 부적합품목이 식별되고, 부적합상태와 부적합사항의 조치

방안 및 검사요건이 기술되어 있으며, 조치방안을 승인하는 서명이 포함된다.

부적합사항은 품목의 가동전시험 프로그램 착수 전에 시정 또는 해결된다.

15.라 재작업‧보수 및 교체되는 품목은 원래의 검사 및 시험요건이나 다른 수락 

가능한 대안에 따라 검사 및 시험된다.

15.마 부적합보고서는 품질보증조직에 의해 주기적으로 분석되어 품질경향이 도

출되고, 중대한 결과는 상위 경영층에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보고된다.

16. 시정조치 (17.2.16)

16.가 효과적인 시정조치 프로그램이 수립되었음을 보여주는 절차규정이 수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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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품질보증조직은 절차를 검토하고 동의내용을 문서화한다.

16.나 부적합사항‧고장‧기능불량‧결함‧불일치‧결함 있는 자재와 장비 등의 품질을 

저해하는 상태가 확인되면 이를 즉시 문서화하고 시정조치 하여 재발을 방

지한다. 품질보증조직이 관여하여 시정조치의 적합성에 동의함을 문서화한

다.

16.다 품질보증조직에 의해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확인되고 적기에 시정조

치를 종결하는 후속조치가 취해진다.

16.라 중대한 품질저해상태,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내용은 문서화

되며, 해당 관리자와 상위 관리자에게 보고되어 검토 및 평가 된다.

17. 품질보증기록 (17.2.17)

17.가 품질보증기록 관리규정의 적용범위가 기술되어 있다. 품질보증기록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재료분석‧검토‧검사‧시험 및 감사의 결과

(2) 작업수행 감독

(3) 요원‧절차서 및 장비의 인정

(4) 도면‧시방서‧구매문서‧교정절차서 및 보고서와 같은 기타문서

(5) 부적합보고서

(6) 시정조치 보고서

(7) 적절한 품질보증 관리방안이 적용될 때, 품질보증기록 관리사본의 저장

과 검색에 광디스크 문서 영상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 이 관리방안은 

GL 88-18 (Reference 38)에 명시되어 있다.

17.나 품질보증기록과 관련된 업무를 정의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조직과 

기타 조직이 명시되고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17.다 검사 및 시험 기록에는 적용내용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관찰유형에 대한 설명

(2) 검사 또는 시험의 수행일자 및 결과

(3) 품질을 저해하는 상태에 대한 정보

(4) 검사자 또는 자료기록자 명시

(5) 결과를 합격 판정한 증거

(6) 유의할 불일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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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라 기록을 저장하는데 적합한 시설이 서술되고, 그 내용이 KEPIC/QAP-2000을 

만족한다. 화재방호등급규정은, 기록저장 설비가 NFPA No.232 Class 1 ‘영

구형기록’을 만족하고, KEPIC/QAP-2000에 포함된 2시간 내화 요건이 다음

의 3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만족될 경우, 대안도 허용된다.

(1) NFPA No.232를 만족하는 2시간 내화 저장고

(2) NFPA No.232(Class B)를 만족하는 2시간 내화 기록용기

(3) 아래의 추가규정이 적용될 경우, NFPA No.232를 만족하는 2시간 내화 

기록실

가) 조기 화재경보장치와 상시 작동하는 중앙통제소에 전자감응장치

를 구비한 자동진화

나) 기록은 완전히 밀폐된 금속 캐비닛에 저장되어야 한다. 개방된 철

재선반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록을 시설의 바닥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시설 전 구역에 항상 기록에 접근 가능한 통로가 나있어

야 한다.

다) 기록저장 시설 내에서는 기록저장‧검색 이외의 작업(예, 기록복사,

필름현상 및 마이크로피쉬카드의 제작 등)이 금지되어야 한다.

라) 기록저장실 전 구역에서 흡연 및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어야 한다.

마) 환기‧온도‧습도 조절장치가 방화벽을 관통하여 기록실 내부로 연

결된 때에는 연결통로내부의 표준 방화문 뎀퍼에 의해 방호되어

야 한다.

17.마 품질보증기록에 운전기록, 정비‧개조 절차서 및 관련 검사결과, 보고대상 사

건 기록, 및 기타 운영기술지침서에 의해 요구되는 기록이 포함된다.

17.바 위에 열거된 기록 관리규정 기술내용이 RG 1.88을 충족한다.

18. 감사 (17.2.18)

18.가.1 절차서 및 업무가 총괄 품질보증계획을 충족함을 보증하기 위한 감사가 아

래 조직에 의해 수행된다.

(1) 품질관련 절차와 업무를 포괄적이고도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품질보증조직

(2) 공급자의 품질보증계획‧절차 및 업무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신청자 조직

18.가.2 수행될 감사, 그 빈도 및 일정을 나타내는 감사계획이 작성된다. 감사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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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업무의 현황 및 안전중요도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설

계‧구매‧제작‧건설‧설치‧검사 및 시험 기간에 효과적인 품질보증활동이 보증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일찍 착수되어야 한다.

18.가.3 발전소 품질보증 조직이 부지 외의 조직(예, 본사 품질보증조직)에게 보고하

지 않을 경우,

(1) 부지 외의 품질보증 조직이 감사를 통하여 발전소 품질보증 조직에 의

해 수행된 업무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2) 부지 외의 품질보증 조직이 발전소 품질보증 조직에 의해 수행될 감사

의 일정 및 범위를 검토하고 동의한다.

(3) 발전소 품질보증조직에 의해 수행된 감사의 결과가 부지 외의 품질보

증 조직에게 제공되어 검토 및 평가되어야 한다.

18.가.4 감사에는 품질 관련 관행‧절차‧지시‧업무 및 품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품질보증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수행됨을 보증하기 위한 문서 및 기

록의 검토가 포함된다.

18.가.5 품질보증 기술기준의 요건이 적용되는 모든 분야에 대한 감사 수행을 요구

하는 규정이 수립되었다. 감사범위에는 아래와 같은 업무가 포함된다.

(1) 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지특성의 결정 (예, 심층 시료채취,

부지 및 기반작업, 방법론)

(2) 조기 구매의 준비‧검토‧승인 및 관리

(3) 교육훈련 계획

(4) 신청자와 주계약자간의 공유영역관리

(5) 시정조치‧교정 및 부적합사항 관리 체계

(6)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약속사항

(7) 잔산코드 관련 업무

18.나.1 감사 내용 및 결과는 품질보증조직에 의해서 분석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한 

재감사의 필요성을 포함한 품질상의 문제점과 품질보증계획의 유효성을 경

영층에 보고하여 검토 및 평가를 받는다.

18.나.2 감사는 감사대상 분야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갖지 않는 훈련된 감

사요원에 의하여, 사전에 수립된 절차서 또는 점검표에 따라 수행된다.

18.나.3 감사규정에 따라 수행한 감사의 기술내용이 RG 1.144 및 1.146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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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건설 단계에 이 검토(수락) 기준을 품질보증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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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규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그 안전

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품질표준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 및 검사되어

야 한다.

이 절에 의한 검토에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

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

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규격

이 품질보증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요건을 필수요건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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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규정”을 만족시킴으로써,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그 의도된 

안전기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제작‧건설 및 시험 될 것임이 

보증된다.

2.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는 운영허가신청자가 운영에 사용될 품질보증계획서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5조에 규정된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

록 규정되어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는 원자로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에 제68조 내지 85조의 18개 ‘품질보증기

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절은 상기의 규정에 의거 작성 및 제출된 신청자의 품질보증계획을 검토자

가 검토하고 승인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시한다.

품질보증기준을 만족시킴으로써 원자력발전소가 대중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지 않을 방법으로 운영될 것임이 보증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품질보증계획에 기술된 각 요소들을 II항에 기술된 허용기준과 인용된 규

제기준, 규지지침 및 기타 참고문헌의 내용에 비추어 검토한다. 품질평가분야 담당부

서는 품질보증계획이 적용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를 식별한 목록(품질목록)의 적합성 

여부 검토를 기계재료분야 및 계통평가분야 주관부서에 요청하여, 결과 승인여부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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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하여 유지한다. 품질보증계획 변경사항은 그 내용이 이전에 승인된 품질보증계획 

보다 최소한 미흡하게 되지 않도록 변경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의 적합

성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변경 분야에 대한 현재의 규제입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검토

기간 중 검토자의 판정은 제출된 자료의 평가결과, 다른 발전소에 대하여 최근에 검토

한 자료와의 유사성 및 특별히 안전에 중요한 품목의 포함여부에 근거하여 한다. 이 

안전심사지침(참조된 규제기준 및 규제지침을 포함한다)에 대한 예외사항이나 대안은 

제시된 내용이 분명하고 이를 수락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있음을 보증할 수 있도

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수락 여부는 아래의 검토절차를 통하여 결정된다.

1. 품질보증계획 기술내용에 품질보증 기술기준의 각 요건과 10 CFR 50.34(f)(3)의 

(ii) 및 (iii)의 요건이 수락 가능하도록 서술되어 있는지 여부와 번호‧제목‧개정‧일
자를 식별한 규제기준과 규제지침을 충족할 것이라는 적절한 약속이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상세히 검토한다.

2. 품질보증 기술기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서술한 방안을 다음의 요소로 평가한다.

가. 기술적 적합성 (즉, 규제기준과 규제지침을 만족하는가?)

나. 이행가능성 (즉, 수행할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으로 적절한가?)

다. 경영자 지원 (즉, 품질보증계획 방안을 경영자가 검토‧승인‧배서하였는가?)

이러한 평가의 근거는 II절에 포함된 허용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3. 품질보증 기능을 수행하는 요원의 직무‧책임 및 권한의 검토를 통하여, 품질보증 

요원이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독립되었는지 여부를 확

인한다.

4. 제출된 자료의 검토, 신청자와의 회의, 품질보증계획 및 발전소업무의 적합성 검

토 (직원의 실적 및 역량 포함) 및 KINS의 선행 원전 심‧검사 자료 검토를 통하

여 신청자가 품질보증 책임사항을 실행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5. 프로그램 약속사항과 이를 이행하는 방안‧조직 편성 및 품질보증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역량 등이 만족되면 IV항에 기술된 대로 적합판정 할 수 있는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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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게 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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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원자력발전소명 및 호기번호)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최종안

전성분석보고서 제17장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기술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 및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검토조직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품질보증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및 요원은 비용이나 공정에 대하여 직접적

인 책임을 가지는 조직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품질보증 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받았다.

2. 품질보증계획에 요건‧절차 및 관리방안이 기술되어 있으며, 이들이 적절히 

수행될 경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내지 제85조의 

요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의 요건, 10 CFR 50.34(f)(3)(ii) 및 (iii) 요건, 심사지침 

17.2절의 허용기준 및 관련 규제지침이 충족된다.

규제지침 제목 개정 및 일자

(검토자는 신청자가 약속한 규제지침의 표를 작성한다)

신청자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개요가 프로그램의 더욱 중요한 측면을 부각

시키면서 기술된다.

3. 품질보증계획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적용된다.

따라서 검토자는 신청자가 기술한 품질보증계획이 원자력법령과 적용 규제기준 

및 산업표준을 충족하며, (신청자가 신청한 적용대상을 명시) 운영단계에 이행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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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8.1절 인간공학 - 개요

검토주관 : 인간공학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인간공학분야 담당부서는 인허가 신청자에 의해 제출된 인간공학 프로그램을 검토

한다. 인간공학 프로그램의 검토목적은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당시 최신의 인간공

학 원칙, 기술 표준 및 기준 등을 발전소 설계에 반영하여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있

다. 본 문서와 참고문헌에서 제시되는 지침은, 이러한 인간공학 검토를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본 안전심사지침은 사업자가 제출한 인허가 신청서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본 장은 인허가 신청자에 의해 제출된 (1) 설계, (2) 설계공정, (3) 설계

검토, (4) 운전원 조치(Operator Actions) 등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을 기술한다. 본 장

은 인간의 특성 및 능력을 원전 설계에 성공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12개

의 검토분야를 명시하였다.

• 인간공학 프로그램 관리

• 운전경험 검토

• 기능요건 분석 및 기능 할당

• 직무분석

• 운전조 구성 및 자격

• 중요 인적행위 분석

• 절차서 개발

• 훈련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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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시스템 연계 설계

•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

• 설계 이행

• 인적수행도 감시

상기 12개의 검토분야는, 인허가 신청자의 인간공학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데 있어,

모든 경우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차등적 검토방법”에서 기술한다.

인허가 신청

두 가지 인허가 신청 유형에 대한 인간공학 검토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신규발전소의 인간공학 검토 : 만약 신청자가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인허가 신청에 대한 인간공학 검토를 수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장은 적합

한 인간공학 원칙, 기술기준 및 표준이 설계공정에 포함되었으며, 인간-시스템연계 

설비가 최신 인간공학 설계기술을 반영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자의 검토활동

을 기술한다.

2. 가동 중 발전소의 설계변경에 대한 인간공학 검토 : 본 절은 제어실(주제어실 및 원

격정지실) 및 다른 주요 인간-시스템 연계 변경에 대한 검토에 사용될 수 있다. 인

간-시스템연계 설비에 대한 변경은, 디지털 계측제어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컴퓨터기

반 기술을 적용하는 제어실 현대화와 같이 광범위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선계획이

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관련된 경보, 제어기 및 정보표시 설비

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계획을 의미한다. 또한 심사자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

을 포함한 발전소의 특정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차등적 검토방법

인허가 신청자의 인간공학 설계에 대해 심사자가 적용하는 검토 및 평가 수준은, 각 

인허가 신청의 특정 상황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신규 발전소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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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공학 검토는 포괄적이고 상세하게(II.1 참조) 수행하지만, 기존 설계의 개별적 변경에 

대한 인간공학 검토는 상대적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II.2 참조).

이러한 차등적 방법에 따른 검토분야별 범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의 종합적 판단에 

근거한다:

• 인허가 신청자가 제시한 정보의 평가

• 최근 타 발전소에서 검토되었던 인간공학 현안과의 유사성

• 특별한 안전 관련 사항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결정

검토연계분야

본 절에서 수행되는 검토는 다음과 같이 다른 안전심사지침 ‘장’ 및 ‘절’과 연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1. 6.3 “비상노심냉각계통.”

안전성분석보고서 6.3 내용 중 III.19는 사고과정 중 비상노심냉각계통 작동에 요구

될 수 있는 운전원 수동조치에 대한 검토를 다룬다. 또한 제18장은 중요 인적행위 

분석에 근거한 운전원 수동조치에 대한 검토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6.3절 III.19 및 

18장 검토주관부서는 담당부서 간 상호 협조 하에 연계 검토해야 한다.

2. 7장, “계측제어.”

안전성분석보고서 7장 및 18장에 언급된 인간-시스템 연계 설비에 대한 설계내용 

및 특성 등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따라서 7장(또는 18장)에 대한 

검토결과는 18장(또는 7장) 검토 시 고려되어야 한다.

3. 13.1.1절, “관리 및 기술지원조직.”

안전성분석보고서 13.1.1절에는 발전소 설계에 있어 인간공학과 관련된 관리 및 조

직상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본 안전심사지침 II절 허용기준에 의거

하여 18장에는, 신규 발전소 설계 및 기존 발전소 변경 시 인간공학 측면이 적절하

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리 및 기술지원 조직의 책임, 역할 등을 종합적

으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13.1.1절과 18장 검토주관부서는 상호 연계하여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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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4. 13.1.2절-13.1.3절, “운전조직.”

안전성분석보고서 13.1.2절 및 13.1.3절에는 운전조 구성요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또한 18장에는 운전원의 직무요건 및 적용 가능한 규제요건에 대한 충분

한 이해를 바탕으로, 운전조 구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분석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13.1.2절 및 13.1.3절에 기술된  운전조 구성요건이, 18장에 의거하여 수행된 

분석에 적절히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13.2.1절, “원자로 운전원 훈련.” ; 13.2.2절, “면허 미소지 직원 훈련.”

안전심사지침 13.2.1절 및 13.2.2절은 원자로 운전원 및 일반 작업종사자의 훈련프로

그램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또한 18장은 “훈련프로그램 개발”이

라는 인간공학 검토요소를 통해, 훈련프로그램 개발과정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 인간공학 설계공정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13.2.1

절, 13.2.2절 및 18장 검토주관부서는  상호 참조하고 연계 검토해야 한다.

6. 13.5.1.1절, “행정절차서 - 일반사항.” ; 13.5.1.2절, “행정절차서 - 초기시험 프로그

램.” ; 13.5.2.1절, “운전 및 비상운전절차서.” ; 13.5.2.2절, “정비 및 기타운전 절차

서.”

안전심사지침 13.5.1.1절, 13.5.1.2절, 13.5.2.1절 및 13.5.2.2절은 행정 절차서, 운전 및 

보수 절차서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또한 18장은 “절차서 개발”

이라는 인간공학 검토요소를 포함하며, 절차서 개발과정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따라서 13.5.1.1절, 13.5.1.2절, 13.5.2.1절, 13.5.2.2절 및 18장 검토주관부서

는  상호 참조하고 연계 검토해야 한다.

7. 15장, “사고해석.”

예상된 운전과도 및 가상사고를 다루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제15장은 여러 부서에서 

참조되고 검토된다. 따라서 안전성분석보고서 제15장에 명시된 분석결과는 인간공

학 설계과정에 참조, 반영 및 통합되어야 하고, 이에 상호 연계 검토되어야 한다.

8. 19장, “중대사고 및 위험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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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분석보고서 19장은 발전소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또한 18장은 인간공학 검토요소 중 “인간신뢰도분석”과 관련한 내용을 포

함하여,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와의 연계활동 및 인간신뢰도분석 결과와의 통합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19장과 18장 검토주관부서는  상호 참조하고 

연계 검토해야 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인적 요소)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인적 요소의 관리)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

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허가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신규 발전소의 인간공학검토

가. 인간공학 프로그램 관리

본 검토의 목적은 인허가 신청자가 인간공학의 역할 및 인간공학 활동을 완수

하기 위한 수단을 적절히 고려하였음을 확인하는 데 있다. 본 검토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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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허가 신청자는 안전심사지침 13.1.1절 “관리 및 기술지원조직”에 기술된 

바와 같이 원자력 시설의 설계 및 건설을 감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

다.

2) 인허가 신청자는 인간공학 설계위임이 이루어졌음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

권한, 조직상 위치, 팀 구성 등을 고려하여 인간공학 설계팀을 구성한다.

3) 인간공학 설계팀은 인간공학 프로그램의 개발, 실행, 감독, 문서화 등이 적

절함을 보증하기 위한 인간공학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4) 인간공학 프로그램은 RG 1.174에 기술된 것처럼 설계의 결정론적 측면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다룬다.

인간공학 프로그램 관리계획은 설계시점에서 적용 가능한 인간공학 원칙, 기술 

기준 및 표준 등에 따라 하향적 접근방법(Top-Down Approach)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인간-시스템 연계, 절차서, 훈련프로그램 등이 적절하게 개발, 설계,

평가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해, 각 관련 프로그램을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인간공학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내용은 NUREG-0711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나. 운전경험 검토

본 검토의 목적은 과거 설계에서의 인간공학 관련 문제점 및 현안이 신규 설

계에 존재하지 않도록, 인허가 신청자가 관련 문제점 및 현안을 규명하고 분석

하였음을 확인하는 데 있다. 또한 본 검토에서는 인허가 신청자가 기존설계의 

긍정적인 측면을 신규 설계에서도 유지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운전경험 검

토에 대한 내용은 NUREG-0711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다. 기능요건 분석 및 기능 할당

기능요건 분석은 발전소 안전 목표, 즉 일반대중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가상사고의 결과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기능을 규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기능 할당은 발전소 제어요건에 대한 분석

이며, (1)운전원에 의한 제어(예, 수동제어), (2)시스템에 의한 제어(예, 자동제

어), (3)운전원과 시스템에 의한 제어(예, 수동백업으로 구비된 자동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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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제어기능을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본 검토의 목적은 (1)발전소 안전 목

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발전소 기능이 정의되었고, (2)운전원 

및 시스템에 대한 기능 할당에서 인간의 약점은 피하고 강점은 이용할 수 있

도록 운전원의 역할이 적합하게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능요건 분석 

및 기능 할당에 대한 적합성은 NUREG-0711에 명시된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

되어야 한다.

라. 직무분석

직무분석은 발전소 요원에게 할당된 기능과 발전소 요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간-시스템 연계 특성의 규명으로부터, 인적행위 측면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검토의 목적은 기능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와 각각의 정보,

제어 및 직무지원 요건에 대해, 인허가 신청자의 직무분석에서 명확하게 규명

하였음을 확인하는 데 있다. 직무분석에 대한 적합성은 NUREG-0711에 명시된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마. 운전조 구성 및 자격

본 검토의 목적은 인허가 신청자가 직무요건과 적용 가능한 규제요건에 대해,

체계적인 방법으로 운전조의 구성(수) 및 자격요건을 분석하였음을 확인하는 

데 있다. 운전조 구성 및 자격분석에 대한 내용은 NUREG-0711 검토기준에 따

라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분석 및 정당성 입

증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NUREG/CR-6838

및 NUREG-1791 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 분석을 통해 기술적 타당성이 입증되

어야 한다.

바. 중요 인적행위 분석

본 검토의 목적은 안전에 중요한 인적행위가 도출되어 발전소의 인간공학 설

계에 고려되었음을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운전원의 오류가능성을 최소

화시키고, 운전원이 그럼에도 발생하는 오류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복

구조치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중요 인적행위 분석에 대한 내용은 NUREG-0711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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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인간-시스템 연계 설계

본 검토의 목적은 인간-시스템 연계의 설계요건 개발과 설계 및 개선 과정을 

평가하는데 있다. 본 검토에서는 인허가 신청자가 인간공학 원칙 및 기준의 체

계적 적용을 통해, 기능 및 직무요건을 경보, 정보표시기, 제어기, 및 기타 인

간-시스템 연계 상세설계로 적절히 변환시켰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간-시스

템 연계의 설계공정은 NUREG-0711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최종설

계는 NUREG-0700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인간-시스템 연계 설계에 대한 검토에는 발전소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관련 요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NUREG-0835, NUREG-1342 및 NUREG-0737 Suppl. 1에 기술된 안전변수지

시계통(SPDS) 요건

• RG 1.22에 기술된 보호계통작동기능의 주기시험

• RG 1.47에 기술된 원전 안전계통의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지시(BISI)

• RG 1.62에 기술된 보호조치의 수동개시

• RG 1.97에 기술된 사고 중 또는 사고 후의 발전소 및 환경조건에 접근하기 

위한 경수로형 원전의 계측

• RG 1.105에 기술된 계측 설정치

• NUREG-0696에 기술된 비상대응설비의 기능적 기준

• 제어기, 정보표시기 및 경보기의 최소재고(minimum inventory)

인간-시스템 연계 설계는 발전소 운영 단계에서 다음 사항에 의한 공정을 기술

해야 한다: (1)인간-시스템 연계 설비의 설계변경 및 갱신, (2)인간-시스템 연계 

설비의 일시적 변경(예: 설정치 변경), (3)운전원 설정에 따른 인간-시스템 연계 

설비의 변경 (예: 특정 상황 감시를 위해 운전원에 의해 설정된 임시 정보 표

시). 인간-시스템 연계 설계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장의 계측제어와 연계 검토

되어야 한다.

아. 절차서 개발

본 검토의 목적은 기술적으로 정확하고 명확하며 이해가능하고 사용이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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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검증되었으며, 절차서 개발 프로그램이 인간공학 원칙 및 기준과 기타 설계

요건을 반영하였음을 확인하는데 있다. 절차서 개발은 인간공학 설계의 필수요

소이므로, 다른 인간-시스템 연계 요소(예, 정보표시기, 제어기, 운전지원설비 

등)와 동일한 설계공정 및 분석에 근거하고 동일한 평가과정을 통하여 수행되

어야 한다. 절차서 개발에 대한 적합성은 NUREG-0711에 명시된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본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3.5절에 기술된 절차서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연계 검토되어야 한다.

자. 훈련프로그램 개발

본 검토의 목적은 인허가 신청자가 발전소 요원의 훈련프로그램 개발에 체계

적인 접근방식을 적용하였음을 확인하는 데 있다. 훈련프로그램 개발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 수행되는 직무 및 작업의 체계적인 분석

• 훈련 후 수행도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학습목표 개발

• 학습목표에 근거한 훈련프로그램 설계 및 이행

• 훈련기간 중 피 훈련자의 학습목표 성취도 평가

• 실제현장 투입 후 피 훈련자의 수행도에 근거한 훈련의 평가 및 개선

훈련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적합성은 NUREG-0711에 명시된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본 안전심사지침 13.2 “훈련”에 제시된 적용 가능한 지침을 

반영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차.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은 해당 설계가 인간공학 설계원칙에 적합하며, 발전소 

요원이 발전소 안전과 기타 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있음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확인 및 검증 범위에는 주제어

실, 원격정지실 및 현장제어반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인적행위와 

관련된 중앙경보시스템 및 이차경보시스템도 포함.) 인허가 신청자의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활동에는 운전조건선정(operational conditions sampling), 설계 확

인(design verification), 통합시스템검증(integrated system validation) 및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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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결함(HED ; human engineering discrepancy) 해결 등을 포함한다. 이들 

각 활동들에 대한 심사자의 검토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조건선정

본 검토의 목적은 인허가 신청자가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 시 운전조건을 

선정하는 데 있어 (1)발전소 운전 중 직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범위를 

포함하고, (2)시스템성능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3) 인

간-시스템 연계 요소의 안전중대성을 고려하였음을 확인하는데 있다. 인간

공학 확인 및 검증을 위한 고장사건, 과도상태 및 사고의 선택을 위해 위험

도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인허가 신청자의 운전조건선정에 대한 적합성

은 NUREG-0711에 명시된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2) 설계 확인

설계 확인 과정에서 인허가 신청자는, 설계가 직무 및 인적요건을 만족하였

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확인은 인간-시스템 연계의 특성을 요구한다. 설계 

확인에 대한 검토는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재고 목록(inventory) 및 특성 검토 - 본 검토의 목적은 인허가 신청자의 

인간-시스템 연계 목록 및 특성이 정의된 인간-시스템 연계 설계검토 범

위 내의 모든 인간-시스템 연계 정보표시기, 제어기 및 관련 설비를 정확

하게 기술하였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 인간-시스템 연계 직무지원 확인 검토 - 본 검토의 목적은 인간-시스템 연

계가 발전소 요원에게 요구되는 모든 경보, 정보 및 제어능력을 구비하

고 있음을 인허가 신청자가 확인하였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 인간공학 설계 확인 검토 - 본 검토의 목적은 인간-시스템 연계의 특성 

및 사용환경이 인간공학 지침에 적합함을 인허가 신청자가 확인하였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설계 확인에 대한 적합성은 NUREG-0711에 명시된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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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시스템검증

통합시스템검증의 목적은 통합시스템설계(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인적

요소)가 발전소의 안전운전을 적절히 지원하는 지 확인하는 데 있다. 검증

은 수행도 기반 시험을 의미하며, 통합시스템검증에 대한 적합성은 

NUREG-0711에 명시된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4) 인간공학결함 해결

인간공학결함 해결은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과정에서 확인된 현안을 평가하

고 해결하는 과정이다. 본 검토의 목적은 인허가 신청자가 개선 필요성에 

따라 인간공학결함의 우선순위를 적절히 평가하고, 개선 대상 인간공학결함

을 해결하기 위한 설계안과 현실적인 이행 일정이 수립되었음을 확인하는 

데 있다. 인간공학결함 해결에 대한 적합성은 NUREG-0711에 명시된 검토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카. 설계 이행

본 검토의 목적은 준공된(as-built) 설계가 인간공학 설계공정에 따라 확인 및 

검증된 설계와 일치함을 확인하는 데 있으며, 또한 설계변경이 준공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시공, 임시절차서 개정, 공정관리 등을 인간공학 원칙에 따라 확인

하는데 있다. 설계 이행에 대한 적합성은 NUREG-0711에 명시된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타. 인적수행도 감시

본 검토의 목적은 인허가 신청자가 발전소 변경으로 인해 중대한 안전성 저하

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한 인적수행도 감시 전략을 마련하였음을 확

증하고, 평가로부터 도출된 결과들이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유효함을 확인하는 

데 있다. 인적수행도 감시에 대한 적합성은 NUREG-0711에 명시된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2. 가동 중 발전소의 설계변경에 대한 인간공학검토 

제어실 현대화와 같이 인간-시스템 연계 설계의 주요변경을 포함한 인허가 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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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 II.1절의 지침을 적용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변경 범위는 가변적으

로, 심사자는 본 절에서 제시된 추가지침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조정·검토되어야한

다.

가. 인간공학 프로그램 관리

NUREG-071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간공학 프로그램은 발전소 변경이 운전원

의 행위 및 인적수행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루어야 한다. 본 검토에는 다

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인허가 신청자의 계획을 다루어야 한다.

• 발전소 운전원 및 종사자의 업무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치계획

• 훈련 및 절차서가 변경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음을 확증하기 위한, 훈련 및 

절차서와 변경이행 간의 적절한 조정/통합

• 변경이행 전 신규 설계에 대한 발전소 운전원 및 종사자의 지식과 기술을 최

대화하기 위한 훈련수행

나. 운전경험 검토

변경되는 발전소의 운전경험은 운전경험 검토의 일부로 검토되어야 한다. 운전

경험 검토는 신규 원전의 기반이 되는 선행 설계의 과거성능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해야 한다.

다. 기능요건 분석 및 기능 할당

기능요건 분석 및 기능 할당은 NUREG-0711에 명시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기존 안전기능 변경, 안전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에 신규기능 도입, 또는 안

전에 중요한 불분명한 기능요건 포함 등의 변경에 대한 기능요건 분석

• 발전소 운전원과 발전소 시스템에 대해 안전에 중요한 기능 할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경에 대한 기능 할당

• 설계변경에 따른 운전원 역할 및 책임변화 조사

라. 직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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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EG-071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안전에 중요한 것으로 규명된 인적행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고, 기존 인적행위를 안전에 중요한 행위로 만들 수 있으며, 또

는 안전에 새롭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전소 설계변경 검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직무분석은 변경 요건을 반영하여 개정되고 갱신되어야 한다; 그 범위는 기능

요건 분석 및 기능 할당에서 다루어진 기능에 근거한 직무 및 변경부분과 발

전소의 변경되지 않은 부분 간 상호작용을 수반하는 직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보수, 시험, 검사 및 감시․감독에 대해서는 새로운 또는 신규 기술에 의해 요

구되는(예, 온라인 보수 능력) 안전에 중요한 인적 행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직무분석은 숙련된 발전소 운전원 및 종사자의 인적 수행도를 지원하는(예,

힘든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인적 수행도를 지원하는) 기존 인간-시스템 연계 

설비의 설계특성을 규명하여야 한다.

마. 인간-시스템 연계 설계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는 NUREG-0711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

야 한다.

• 인간-시스템 연계 설계변경이 사용자의 현재 전략, 사업자의 안전성분석보고

서 및 18장 의무사항과 일치하는 정도

• 인간-시스템 연계 설계변경이 운전조 협업을 지원하는 정도

• 인간-시스템 연계 설계변경이 발전소 계통간 통합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는 정

도

최종설계변경은 적용 가능한 경우, NUREG-0700 기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바. 절차서 개발

본 검토는 NUREG-071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절차서 내용이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절차서의 내용 및 형식이 발전소, 인적행위 및 인간-시스

템 연계 설비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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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훈련프로그램 개발

본 검토는 NUREG-0711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발전소 현대화 프로그램에 따른 

훈련체계, 내용, 빈도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아.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

1) 운전조건선정

설계변경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은 예상되는 운전조건을 반영하여야 하며, 신

규 및 기존 설계요소가 서로 다르고 발전소 운전원 및 종사자에게 기존과는 

다른 직무가 요구됨에 따른 잠재적 영향을 다루어야 한다. 또한 운전조건선

정 시 설계변경으로 인해 기존 인간-시스템 연계 설비가 성능적으로 영향을 

받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2) 인간-시스템 연계 직무지원 확인 

인간-시스템 연계 직무지원 확인은 설계변경과 관련된 인간-시스템연계 설비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인간-시스템 연계 설비의 설계변경을 포함하지 않

는 계통설계 변경의 경우, 직무지원 확인은 변경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감

시 및 제어사항이 무엇인지 규명하여야 하고, 기존 인간-시스템 연계 설비에 

의해 적절히 지원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임시설치나 기존 설비와 신규 설

비가 공존하는 경우는 이러한 운전환경에 따른 운전원 행위 및 인적 수행도

의 영향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3) 인간공학 설계확인

인간공학 설계확인은 설계변경과 관련된 인간-시스템 연계에 초점을 맞추어

야 한다. 임시설치나 기존 설비와 신규 설비가 공존하는 경우는 이러한 운전

환경에 따른 운전원 행위 및 인적 수행도의 영향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4) 통합시스템검증

인허가 신청자는 (1)발전소 요원의 직무를 변화시킬 수 있고, (2)직무 특성,

복잡도 또는 작업부하 변화 등에 의해 직무요구사항이 변화될 수 있으며, (3)

인적행위 및 수행도에 영향을 끼치거나 설계변경으로 인해 운전절차에 지대

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설계변경 경우에 대해서는 통합시스템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사항이 운전원의 작업부하 및 인적 오류 발생가

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거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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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통합시스템검증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허가 신청

자는 설계변경 사항이 고려된 통합설계가 운전원에게 할당된 기능 및 직무

가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음을 검증하여야 한다. 인허가 신청자의 시험목적 

및 통합시스템검증 시 사용되는 사고 시나리오는 설계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운전원의 기능 및 직무가 포함되도록 하여, 운전원 행위 및 인

적 수행도가 평가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자. 설계 이행

본 검토의 목적은 인허가 신청자가 발전소 설계변경 이행(implementation)시 발

전소 운전원 및 종사자의 인적 수행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안전운전을 위

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였는지 확인하는데 있다. 인허가 신청자의 설계 이행은 

NUREG-0711 검토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일반기준

심사자는 인허가 신청자가 다음 사항을 보장하였는지 검토해야 한다.

• 핵연료는 제어실에서 변경이 이행되는 운전정지 기간 동안 안전하게 감시

된다.

• 운전조 및 보수조는 신규 계통 및 인간-시스템 연계로 발전소 기동 전에,

발전소를 운전하고 보수하는데 충분히 훈련되고 자격을 갖추고 있다.

• 발전소 절차서 및 훈련프로그램 변경은 발전소 계통, 운전조 역할 및 책임,

인간-시스템 연계의 변화를 반영하며, 변경이 이행되기 전에 신규 계통 및 

인간-시스템 연계의 시험 및 운전에 필요한 절차서가 적소에 구비된다.

• 인허가 신청자는 발생하는 문제점을 규명하고 해결하기 위해, 계통 성능을 

감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 다수의 소규모 설계변경으로 구성된 현대화 프로그램

심사자는 각 변경사항이 표준화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공학 프로

그램을 따르며, 또한 명백하게 운전상 필요성을 충족하고 현재 시스템을 방

해하지 않음을 인허가 신청자가 입증할 수 있는 지 검토하여야 한다.

3) 빈번한 운전정지가 필요한 대규모 설계변경관련 현대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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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는 인허가 신청자가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설치과정에서 요구되는 특정 직무사항이 규명될 수 있도록 직무분석이 수

행되었다.

• 중요 인적행위 분석을 통해 설치과정에서 기존 직무에 위험한 영향을 끼치

거나 변화를 줄 수 있는 특정 직무를 다루었다.

•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간-시스템연계 설계는 일관화되고 

표준화되었다.

• 발전소 정지상태가 아닌 경우 발전소 운전원 및 종사자가 사용하는 시스템 

및 인간-시스템연계 설비의 임시설치에 대한 절차서가 사전에 개발되었다.

• 발전소 정지상태가 아닌 경우 발전소 운전원 및 종사자가 사용하는 시스템 

및 인간-시스템연계 설비의 임시설치와 관련한 훈련프로그램이 사전에 개

발되었다.

• 임시설치는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을 통해 평가되었다.

4) 기존 및 신규 설비가 공존하는 현대화 프로그램

심사자는 인허가 신청자가 발전소 운전원 및 종사자의 인적 행위 및 수행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에 대해 입증하였는지 검토하

여야 한다.

5) 발전소 기능과는 관련 없는 인간-기계시스템 연계설비가 설치되는 현대화 프

로그램

심사자는 인허가 신청자가 신규 및 기존 인간-시스템 연계가 병행․가용함으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어실 및 인간-시스템 연계의 혼란에 따른 발전소 

운전원 및 종사자의 인적행위 및 수행도에 부정적 영향에 대한 잠재성이 평

가되었으며, 인간-시스템 연계의 비 기능적 상태가 명확하게 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지 검토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심사자는 다음에 제시된 문서에 대해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준하여 적합성을 평

가하여야 한다. 단, 제출된 문서가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인허가 신청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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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시된 다른 대안이 규제요건에 준하여 허용가능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인허가 신청자에 의해 제출될 수 있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이행계획서

인허가 신청자에 의해 제출되는 인간공학 검토요소별 이행계획서는 규제요건에 부

합하기 위해 신규 설계 (또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적용하는 방법론을 포함한다.

이러한 이행계획서에 대한 검토는 실제 신규 발전소의 건설 이전 (또는 설계변경 

이전), 이와 관련한 인허가 신청자의 설계방법론에 대해 심사자가 상세한 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결과요약보고서 

인허가 신청자에 의해 제출되는 결과(요약)보고서는 인간공학 검토요소별로 신규 

설계(또는 설계변경)의 실제 수행결과를 포함한다. 본 문서를 통해 심사자는 안전

심사지침에 명시된 허용기준에 근거하여 인간공학 설계와 관련한 상세 이행결과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상기 문서들은 인허가 신청자가 반드시 강제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

규 원전 건설 또는 가동 중 발전소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심사자에게 요구되는 정보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충분히 상세하도록 제시되었거나 또는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충

분히 기술될 수도 있다.

전술한 별도의 제출물과는 별도로 심사자는 NUREG-0711에 기술된 바와 같이, 신규 

원전의 건설 또는 가동 중 발전소의 설계변경에 따른 인간공학 검토를 위해 인간공학 

프로그램 검토요소별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1. 인간공학 프로그램 관리

심사자의 검토를 위해 인허가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

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인허가 신청자의 인간공학 목적 및 목표를 기술한 인간공

학 프로그램 계획, (2)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프로그램, (3) 인간공학

현안 추적체계, (4)인간공학 설계팀, (5)기술프로그램이 달성되도록 하는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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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체계 등을 설명한 인간공학 프로그램 계획.

2. 운전경험 검토

심사자는 운전경험검토 관련 인간공학 현안들의 내용, 해결방안, 현황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인허가 신청자(또는 설계사)에 의해 운영되는 현안추적체계를 감사할 수 있

다.

3. 중요 인적행위 분석

심사자는 중요 인적행위 분석 방법 및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확률론적 안

전성 평가보고서 및 이에 포함된 인간신뢰도분석, 결정론적분석 관련 기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인간-시스템 연계 설계

심사자는 인허가 신청자가 개발한 지침문서, 교차연구(trade-off study), 기술평가,

또는 인간-시스템 연계 설계지원을 위한 시험 및 실험보고서 등과 같은 인간-시스

템연계 설계를 지원하는 문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인허가 신청자의 설계공

정 및 이에 따른 상세설계 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사에 의해 발행된 

각종 설계문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 설계사양서(Design Specification), 각 계통

별 설계기준서(System Design Criteria), 각 계통별 기능사양서(System Function

Description) 등). 인간-시스템연계 설비의 실제 설계이행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해

서는 정적 또는 동적모형(Static or Dynamic Mockup), 원형(prototype), 또는 본 

설계와 유사한 물리적 장치 등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5. 절차서 개발

절차서 개발 관련 상세검토를 위해서는 절차서 작성에 근간이 되는 일반기술지침

과 개발에 활용된 샘플절차서((예) 선행호기 절차서 등)가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6.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 활동과 연계하여 NUREG-0711에 명시된 현안추적 체계가 

검토되어야 한다.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과정에는 인간-시스템 연계 설계의 충실

도가 확보된 원형(high fidelity prototype) 또는 시뮬레이터(simulator)가 심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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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심사자는 이러한 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또한 인간-시스템 연계 직무지원 확인, 인간공학 설계 확인, 통합시스템검증 및 현

안해결 확인 등에 따른 문서화된 자료가 검토되어야 하며,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

에서 규명된 설계현안은 최종 발전소 확인 과정에서 적절하게 해결되었음을 확인

하여야 한다.

7. 인적수행도 감시

인허가 신청자의 인적수행도 감시 프로그램 검토를 위한 제출물은 사례별로 개발

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심사자는 검토과정 중 인허가 신청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심사자의 검토결

과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별도의 문서((예) 이행계

획서, 결과(요약)보고서, 기타 설계문서 등)가 적절하게 제출되었음을 확인한다. 또한 

심사자는 검토결과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다.

1. 안전심사지침에 명시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모든 검토기준이 만족되었다는 심사자

의 판정

2. 검토기준을 만족하는 대체수단이 허용 가능하다는 심사자의 판정

3. 검토기준으로부터 편차가 있더라도 허용 가능한 정당성이 존재한다는 심사자의 판

정. 이러한 정당성은 최근문헌, 현재관례분석 및 운전경험, 교차연구(trade-off

study), 공학적 실험 및 평가결과로부터의 분석과 같은 증거에 근거한다.

심사자의 종합적인 검토결론은 인간공학 검토유형 및 목적에 기초한 인간공학 검토 

목표와, 인허가 신청자의 제출물에 제시된 증거를 비교함으로써 결정된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자는 모든 관련 검토분야를 평가하였는가?

2. 심사자는 적정수준에서 각 검토분야를 평가하였는가?

3. 각 검토분야에 대한 심사자의 평가결과가 허용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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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검토에 의해 제시된 증거가 인간공학 검토 목표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인허가 신

청자는 심사자의 우려사항을 다루기 위해 추가분석 및 설계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분석 및 설계활동에는 (1) 전면적인 검토분야 수준에서 조사되지 않았던 

추가분석 및 검토, (2) 검토과정을 통해 확인된 설계결함의 반영완료 및 수정, (3) 적절

한 시험 또는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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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8.2절 주제어실

검토주관 : 인간공학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 발전소의 주제어실은 정상 운전조건에서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 조

건에서도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화재 

등으로 인하여 주제어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제어실로부터 물리적·전기적으

로 분리된 원격정지실에서 원자로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

시켜야 한다.

인간공학분야 담당부서는 사고를 방지하거나 사고에 대처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능력

을 확인하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과 이를 운영할 발전소 요원간의 연계가 적절한 인

간공학적 관례에 따라 설계되고 제공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제어실의 설계를 검

토한다. 검토 목적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다.

1. 비상운전에 필요한 운전원 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설계된 기능들이 비상운전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

2. 운전원이 모든 비상운전절차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데 요구되는 업무에 필요한 정

보, 정보표시기 및 제어기, 그리고 다른 연계 사항이 파악되어 주제어실에 구비되었

다.

3. 주제어실의 정보, 정보표시기 및 제어기, 다른 연계 사항이 적절한 인간공학적 원

칙, 기술 기준 및 표준 등에 따라 설계되어 제공된다. 즉, 주제어실의 배치 및 환경,

제어반 배치, 개별적 제어기 및 정보표시기, 그리고 제어기 및 정보표시기와 다른 

연계 기기의 통합은 발전소 운전원이 주제어실에서 주어진 임무를 인적오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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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검토연계분야

인간공학분야 및 계측제어분야는 인허가 신청자의 주제어실의 설계, 개발, 설치시험 

등의 검토에 공동 책임을 갖는다. 이에 따른 본 절과의 연계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지침의 검토주관부서는 주제어실이 보유하여야할 성능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7.4절 “안전정지계통”, 안전심사지침 7.5절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

통”, 7.7절 “제어계통” 등에서 관련 지침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었으므로, 해당 절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주제어실에 설치되는 인간-시스템연계 설비의 인간공학적 설계절차 및 공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18.1절 “인간공학-개요”에 명시된 인간공학 프로그램 요

소의 이행절차에 근거하므로, 해당 절과 연계하여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원자로제어실 등)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경보장치 등)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인적 요소)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비상대응시설 및 설비)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인적 요소의 관리)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허가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

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

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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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상기 규제요건 만족을 확인하기 위한 본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어실이 보유하여야할 성능 및 기능에 관한 허용기준은 안전심사지침 7.4절 

“안전정지계통”, 안전심사지침 7.5절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 7.7절 “제어계통”

등에서 명시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해당 절의 허용기준을 준용한다.

2. 주제어실에 설치되는 인간-시스템연계 설비의 설계절차 및 공정 등에 관한 허용기

준은 안전심사지침 18.1절 “인간공학-개요”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해당 절

의 허용기준을 준용한다.

3. 주제어실에 설치되는 설비의 인간-시스템연계 설계에 대한 허용기준은 

NUREG-0700에 명시된 설계요소별 상세지침을 준용한다.

4. 안전변수지시계통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다:

가. 건설허가 신청자는 안전변수지시계통의 기능이 주제어실 설계에 적절히 통합

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운영허가 신청자는 안전변수지시계통이 NUREG-0737, Supplement 1의 다음 

요건들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안전변수지시계통은 제어실 운전원에게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안전변수지시계통은 연속적으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노심의 

성능 저하 및 손상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지니는 제어실 요원이 발전소의 안

전 상태를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3) 안전변수지시계통은 발전소 운전원에게 다음과 같은 필수안전기능(CSF) 정

보의 제공이 충분하도록 최소한의 주요 발전소 변수들을 간결하게 표시하

여야 한다. 이를 위해 표시할 특정한 변수들은 인허가 신청자가 선정한다.

- 반응도 제어, 원자로 노심냉각 및 일차계통의 열제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건전성, 방사능 제어, 격납건물 상태

4) 안전변수지시계통은 승인된 인간공학 설계원칙, 기술기준 및 표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즉, 사용자가 안전변수지시계통에 표시된 정보를 쉽게 인

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변수지시계통에 대한 인간-시스템연계 

설계에 대한 허용기준은 NUREG-0700에 명시된 설계요소별 상세지침을 준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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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1. 인허가 신청자는 주제어실 설계가 적합한 인간공학적 설계원칙, 기술기준 및 표준

에 따라 설계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주제어실의 작업공간, 환경, 제어기, 정보표

시기, 경보, 명판, 위치구분 표시 등과 관련한 설계요건, 기본 및 상세설계 결과 등

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상세설계 결과를 근거로 인간공학적 인간-시스템연계 설계는 “II. 허용기

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NUREG-0700 지침을 적용하여 관련 설계의 적합성을 검

토한다. 단, “II. 허용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제어실이 보유하여야할 성능 및 

기능에 관한 적합성은 안전심사지침 7.4절, 7.5절, 7.7절 등에 근거한 계측제어분야

의 검토결과를 준용한다. 또한 주제어실에 설치되는 인간-시스템연계 설비의 설계

절차 및 공정 등에 관한 적합성은 안전심사지침 18.1절에 근거한 인간공학분야의 

검토결과를 준용한다.

3. 인허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설계일정, 이행상태를 검토하는데 있어 충분한 현장

실사를 수행한다. 즉, 주제어실이 인허가 신청자의 계획에 따라 인간공학적 설계원

칙, 기술기준 및 표준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실사를 통한 감사를 수행한다.

4. 안전변수지시계통의 평가는 인허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예, 안전성분석보고서와 

이행계획, 설계문서)에 대한 검토로 수행된다. 아래의 절차는 안전변수지시계통 허

용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적용된다.

가. 건설허가 신청자

인허가 신청자는 주제어실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안전변수지시계통의 기능 및 

요건을 설계에 반영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8.1절에서 

수행된 검토내용도 고려되어야 한다.

나. 운영허가 신청자 

1) 인간공학분야 심사자는 제출된 자료(이행계획 및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대해 

계측제어분야 및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와 함께 검토 일정을 수립한다.

2) 인간공학분야 심사자는 계측제어분야, 계통성능분야 심사자와 협조하여 인

허가 신청자/사업자의 안전변수지시계통 설계의 확인 및 검증 계획을 평가

한다. 이 평가는 안전변수지시계통이 발전소의 안전상태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내용이 유효하고 신뢰성 있게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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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련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NUREG-0835 및 NUREG-1342 참조).

NSAC-39에 제시된 확인 및 검증 프로그램의 지침을 따르는 것도 허용될 

수 있으며, 이와 동등한 내용을 포함한 다른 확인 및 검증 프로그램도 적용

될 수 있다.

3) 인간공학분야 심사자는 필요시 계통성능분야 심사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참고한다. 주요 검토내용은 표시용으로 선정된 변수들이 

NUREG-0737, Supplement 1에서 명시된 주요 안전기능을 평가함에 있어 

충분하고, 비상운전절차서와 일치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4) 인간공학분야 심사자는 계측제어분야에 관련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대한 

검토내용을 참고한다. 이 검토내용은 안전변수지시계통의 하드웨어와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의 신뢰성과 가용성에 대한 평가와 안전계통으로부터 안전

변수지시계통의 신호를 격리시킨 방법 및 전기적 고장의 파급방지 방법에 

대한 평가내용을 확인한다.

5) 인간공학분야 심사자는 인허가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와 이용한 설계 

자료를 검토하여 표시자료의 유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여부와 안전변

수지시계통의 화면형태와 운전상의 연계가 승인된 인간공학적 설계원칙, 기

술기준 및 표준을 반영하여 설계되었는가를 확인한다. 이와 관련된 평가에

는 인간-시스템연계 설비에 대한 인간공학적 상세설계 지침을 제시하는 

NUREG-0700에 근거한다.

6) 인허가 신청자의 안전변수지시계통 자료내용, 설계일정, 이행상태를 검토하

는데 있어 충분한 현장실사를 수행한다.

- 설계확인 감사: 설계확인 감사의 목적은 확인 및 검증 프로그램과 관련하

여 주요한 의문사항을 해결하는데 있으며 요구되는 추가 정보의 습득, 프

로그램의 이행내용, 인간공학 활동내용을 확인하는 데 있다. 신청자는 안

전변수지시계통의 설계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 설계검증 감사: 심사자는 모든 서류검토를 마치고 준공 상태의 원형이나 

설치된 안전변수지시계통의 평가를 수행한다. 이 감사의 목적은 인허가 

신청자의 시험결과가 안전변수지시계통 설계상의 기능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며, 안전변수지시계통이 적절한 인간공학적 사례

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 있다.

- 설치 감사: 인허가 신청자의 계획에 따라 설치되었고, 안전변수지시계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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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감사를 수행한다.

IV. 평가결과

심사자는 충분한 자료와 정보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결론은 

다음과 같은 평가에 기초한다.

1. 인허가 신청자는 사전에 규명한 기능 및 직무요건을 경보, 정보표시기, 제어기 및 

기타 인간-시스템연계 상세설계에 적합하게 반영하였다.

2. 다음과 같은 인간-시스템연계 설계요소가 기 승인된 인간공학 설계원칙, 기술기준 

및 표준에 적합함이 확인되도록 평가되었다.

가. 작업공간

나. 제어실 환경

다. 제어기기

라. 정보표시기

마. 경보

바. 명판

사. 위치구분표시

3. 설계변경 사항들이 추가적인 인간공학 설계결함을 초래하지 않았고 필요한 수정 조

치가 적절하게 이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원자로제어실 등)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경보장치 등)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인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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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비상대응시설 및 설비)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인적 요소의 관리)

6.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7.4절 “안전정지계통”,

7.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7.5절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

8.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7.7절 “제어계통”

9.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18.1절 “인간공학-개요”

10.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11. NUREG-0737, Supplement 1, "Requirements for Emergency Response Capability"

12. NUREG-0696, “Functional Criteria for Emergency Response Facilities”

13. NSAC-39, "Verification and Validation for 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s“

14. NUREG-0835, “Human Factors Acceptance Criteria for the 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

15. NUREG-1342, "A Status Report Regarding Industry Implementation of 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s“

16. NUREG-0660, "NRC Action Plan Developed as a Result of the TMI-2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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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침 번 호 KINS/GE-N001

분 류 번 호 18.3

개 정 번 호 5

발 행 일 자 2018.1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분류번호 : 18.3

제 목 : 원격정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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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식 ‘09.12 김대일 ‘09.12

4
김지태

김동진
`14.11 정충희 ‘14.12

5
김지태

한지윤
`18.9 박현신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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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8.3절 원격정지실

검토주관 : 인간공학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 발전소의 주제어실은 정상 운전조건에서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 조

건에서도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화재 

등으로 인하여 주제어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제어실로부터 물리적·전기적으

로 분리된 원격정지실에서 원자로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

시켜야 한다.

인간공학분야 담당부서는 사고를 방지하거나 사고에 대처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능

력을 확인하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과 이를 운영할 발전소 요원간의 연계가 적절한 

인간공학적 관례에 따라 설계되고 제공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격정지실의 설계

를 검토한다. 검토 목적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다.

1. 비상운전에 필요한 운전원 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설계된 기능들이 비상운전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

2. 운전원이 모든 비상운전절차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데 요구되는 업무에 필요한 정

보, 정보표시기 및 제어기, 그리고 다른 연계 사항이 파악되어 원격정지실에 구비되

었다.

3. 원격정지실의 정보, 정보표시기 및 제어기, 다른 연계 사항이 적절한 인간공학적 원

칙, 기술 기준 및 표준 등에 따라 설계되어 제공된다. 즉, 원격정지실의 배치 및 환

경, 제어반 배치, 개별적 제어기 및 정보표시기, 그리고 제어기 및 정보표시기와 다

른 연계 기기의 통합은 발전소 운전원이 원격정지실에서 주어진 임무를 인적오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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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검토연계분야

인간공학분야 및 계측제어분야는 인허가 신청자의 원격정지실의 설계, 개발, 설치시험 

등의 검토에 공동 책임을 갖는다. 이에 따른 본 절과의 연계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지침의 검토주관부서는 원격정지실이 보유하여야 할 성능 및 기능에 관한 지침이 

안전심사지침 7.4절 “안전정지계통”, 안전심사지침 7.5절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

7.7절 “제어계통” 등에 종합적으로 제시되었으므로, 해당 절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원격정지실에 설치되는 인간-시스템연계 설비의 인간공학적 설계절차 및 공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18.1절 “인간공학-개요”에 명시된 인간공학 프로그램 요

소의 이행절차에 근거하므로, 해당 절과 연계하여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원자로제어실 등)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경보장치 등)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인적 요소)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인적 요소의 관리)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허가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

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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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상기 규제요건 만족을 확인하기 위한 본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격정지실이 보유하여야 할 성능 및 기능에 관한 허용기준은 안전심사지침 7.4절 

“안전정지계통”, 안전심사지침 7.5절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 7.7절 “제어계통” 등

에서 명시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해당 절의 허용기준을 준용한다.

2. 원격정지실에 설치되는 인간-시스템연계 설비의 설계절차 및 공정 등에 관한 허용기

준은 안전심사지침 18.1절 “인간공학-개요”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해당 절의 

허용기준을 준용한다.

3. 원격정지실에 설치되는 설비의 인간-시스템연계 설계에 대한 허용기준은 

NUREG-0700에 명시된 설계요소별 상세지침을 준용한다.

III. 검토절차

1. 인허가 신청자는 원격정지실 설계가 적합한 인간공학적 설계원칙, 기술기준 및 표준

에 따라 설계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원격정지실의 작업공간, 환경, 제어기기, 정보

표시기, 경보, 명판, 위치구분 표시 등과 관련한 설계요건, 기본 및 상세설계 결과 등

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상세설계 결과를 근거로 인간공학적 인간-시스템연계 설계는 “II. 허용기준”

에 명시된 바와 같이 NUREG-0700 지침을 적용하여 관련 설계의 적합성을 검토한

다. 단, “II. 허용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격정지실이 보유하여야할 성능 및 기능

에 관한 적합성은 안전심사지침 7.4절, 7.5절, 7.7절 등에 근거한 계측제어분야의 검

토결과를 준용한다. 또한 원격정지실에 설치되는 인간-시스템연계 설비의 설계절차 

및 공정 등에 관한 적합성은 안전심사지침 18.1절에 근거한 인간공학분야의 검토결

과를 준용한다.

3. 인허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설계일정, 이행상태를 검토하는데 있어 충분한 현장실

사를 수행한다. 즉, 원격정지실이 인허가 신청자의 계획에 따라 인간공학적 설계원

칙, 기술기준 및 표준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확

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실사를 통한 감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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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심사자는 충분한 자료와 정보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

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결론은 다음

과 같은 평가에 기초한다.

1. 인허가 신청자는 사전에 규명한 기능 및 직무요건을 경보, 정보표시기, 제어기 및 기

타 인간-시스템연계 상세설계에 적합하게 반영하였다.

2. 다음과 같은 인간-시스템연계 설계요소가 기 승인된 인간공학 설계원칙, 기술기준 및 

표준에 적합함이 확인되도록 평가되었다.

가. 작업공간

나. 제어실 환경

다. 제어기기

라. 정보표시기 

마. 경보 

바. 명판

사. 위치구분 표시 

3. 설계변경 사항들이 추가적인 인간공학 설계결함을 초래하지 않았고 필요한 수정 조

치가 적절하게 이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원자로제어실 등)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경보장치 등)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인적 요소)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인적 요소의 관리)

5.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7.4절 “안전정지계통”,

6.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7.5절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

7.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7.7절 “제어계통”

8.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18.1절 “인간공학-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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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NUREG-0700, Revision 2, "Human-System Interface Design Review Guidelines“



제19장 중대사고 및 위험도 

평가



지 침 번 호 KINS/GE-N001

분 류 번 호 19.1

개 정 번 호 6

발 행 일 자 2018.1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분류번호 : 19.1

제 목 :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검토주관부서 :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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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 ‘04.1 김봉현 ‘04.1

4 최종수 ‘09.12 성게용 ‘09.12

5
이승우

김도형
‘15.12 황태석 ‘15.12

6 이승우 `18.10 김도형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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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9.1절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검토주관 : 중대사고리스크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1. 중대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는 사건(내부 및 외부 기인사건)의 발생빈도와 각종 안

전 및 보조 설비의 기능상실 확률의 분석체계를 확인하며, 노심손상사고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노심손상을 일으키는 데 주요하게 

기여하는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부품의 운전모드, 계통 기능 및 운전

절차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각 분석범위에 대한 노심손상

사고 분석결과를 검토한다.

∙ 내부사건 분석

∙ 외부사건 분석

∙ 정지 및 저출력 사건 분석

∙ 노심손상 평가결과로 도출된 개선방안의 타당성 

2. 노심손상사고 발생시 격납건물로부터 환경으로의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야기하는 

사고들의 진전과정 즉, 격납건물 손상경위의 발생빈도와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양이 분석되었는지 확인한다. 또한 방사성 물질의 격납건물 외부 누출에 

주요하게 기여하는 방출모드를 파악하고 그 개선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한다.

∙ 격납건물 손상경위 분석기준의 타당성

∙ 주요 신뢰도 모델 및 가정사항의 적합성

∙ 격납건물 손상을 유발하는 사고경위 빈도 계산의 타당성

∙ 격납건물 외부 방사능 대량방출 빈도 계산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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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납건물 손상에 관한 취약점 파악 및 도출된 개선방안의 합리성

3. 격납건물 외부로의 방사성 물질 방출에 따른 소외 결말 분석 과정이 타당한지 그

리고 분석결과가 중대사고정책에 설정된 안전 목표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한다.

∙ 소외 결말 분석을 위한 입력자료 및 분석방법의 타당성

∙ 조기사망 및 잠재적 암사망 리스크 계산결과의 적합성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는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내부사건 사고경위분석과 관계된 기기, 계통 기능 및 운전 절차의 전반적 사항과 

연관되는 내용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안전심사지침 7장, 8장, 9장 및 10장의 각 

계통별 검토주관부서와 협력, 검토한다.

2. 외부사건 평가 관련 부지 또는 구조물 특성의 전반적 사항과 연관되는 내용의 타

당성 확인을 위해 안전심사지침 2장 및 3장의 검토주관부서와 협력, 검토한다.

3. 비상노심냉각계통 및 격납건물계통 설계의 사고 완화와 연관되는 내용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안전심사지침 6장의 검토주관부서와 협력, 검토한다.

4. 비상운전절차서와 연관되는 내용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안전심사지침 13.5.2절의 

검토주관부서와 협력, 검토한다.

5. 설계기준사고 분석과 연관되는 내용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안전심사지침 15장의 

검토주관부서와 협력, 검토한다.

6. 운전원 조치 평가와 연관되는 내용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안전심사지침 18장의 

검토주관부서와 협력, 검토한다.

7. 방사성 물질의 대기 중 이동과 관련된 대기확산 및 방사성 물질의 피폭경로를 통

한 인체영향평가와 관련된 방사선영향평가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방사선영향평가

서의 검토주관부서와 협력,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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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요건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 정책” 2001.8.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본 안전심사지침은 신청자가 제출한 인허가 신청서에 대한 안전성 검토에 사용된

다. 본 지침은 규제요건의 만족 여부 평가에 적용되나, 규제요건을 대체하는 것은 아

니다. 신청자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시

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인지 를 평가해야 한다.

노심손상 평가는 설계기준사고 등의 결정론적 분석결과를 확률론적 분석으로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노심 및 일

차계통 안전성에 대한 부적절한 위험도가 없다는 확신을 높여줄 수 있어야 한다.

격납건물 손상 및 방사선원항 평가는 일반적인 2단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의 수

행요건, 절차 및 과정과 부합되어야 한다. 2단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의 수행범위 및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로 인한 안전성 향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허용기준은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단, 신청자가 정량적인 성능목표 또는 보건

목표를 기반으로 하여 규제 의사결정을 위한 고찰 결과를 제시할 경우 그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소외주민 방사선영향 평가는 일반적인 3단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의 수행요건, 절

차 및 과정과 부합되어야 한다. 3단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각 기술요소들

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로 제시되는 소외 리스크가 정량적인 성능목

표 또는 보건목표를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리스크 정보를 활용한 의사결정과정을 적용하여 현재의 인허가 기준을 변경하거나 

대안을 선택하는 사안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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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층방어(Defense-in-Depth)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충분한 안전여유도(Safety Margin)가 확보되어야 한다.

3. 사안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도 증가량 및 그 영향은 적절한 수준 이하이어야 

하며, 불확실성, 누적효과(Cumulative Effects) 및 사고관리방안 확보 등을 고려하

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1.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의 노심손상빈도 평가 부분에 대해 검토한다. 검토

는 노심손상 평가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 품질보증을 포함한 평가과정 및 결과

에 대한 설명, 중대사고 예방 설비의 유효성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

이 수행한다.

가. 노심손상을 유발하는 주요 사고경위를 판별하고 정량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델을 확인한다. 또한 평가모델에 사용된 주요 입력변수가 일관되게 처리되

고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며, 수행된 분석절차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노심손

상에 관계된 제반 조건 및 가정 사항들을 검토할 때 여러 분야의 상호 연계

성을 고려한다. 특히 평가과정을 통해 분석대상 원자력발전소 고유 특성이 

파악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적용한 방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술적 사항과 수행절차의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각 평가항목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별로 평가결과가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 모델 구조 및 정보의 취합 

분석단계별 품질보증과정을 정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석모델 및 정보

취합과정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었는지 확인한다. 발전소의 설계정보를 포함

하여 참조한 자료 및 검토목록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수행범위 및 내용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인간오류 모델링, 공통원인고장 분석,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전산코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외부사건 재해도(Hazar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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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채택된 수행방법이 보조 자료에 의해 적절

히 보완되어졌는지를 확인한다.

2) 초기사건 선정 및 사고경위 개발

초기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과정에 분석대상 원전의 고유한 계통고장 

분석결과 뿐만 아니라 운전 경험 및 유사한 설계특성을 가진 원전의 확률

론적 안전성 평가 검토결과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한다. 사고경위들을 개발하

는데 있어서 부수적인 사고시나리오가 결정론적 안전성분석에 의해 적절히 

입증되어 있거나 검증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다.

3) 재해도 및 취약도 분석

적용 가능한 위험도 기준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규명하는데 충분한 수준

의 외부사건 재해도가 분석되었는지 확인한다. 또한 외부사건 발생시 기기 

및 구조물의 취약도(Fragility) 곡선이 적절히 개발되어 적용되는지 확인한

다.

4) 사건수목 분석

초기사건 발생 이후 노심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동되는 발전소 안전계

통 및 운전원 회복조치 등이 사고경위 모델에 적절히 모델링되었는지 확인

한다. 또한 각 초기사건에 대해 사고경위는 비상운전절차서와 일관성을 유

지하고 있는지, 주요 안전기능의 성공기준과 그 근거가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격납건물 계통이나 격납건물 내부에서의 사고현상이 노심

손상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계통이나 설비의 이용가능성에 미치는 모든 영향

들을 사건수목들에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5) 계통 및 고장수목 분석

계통 성공기준이 초기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정되었는지, 또는 

하나의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고려된 특정사항이나 지침이 다른 상황에 대

해서는 비보수성을 유발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초기사건 이후 지

속적인 노심냉각을 위하여 일정 기간 가동이 요구되는 계통의 작동요구시

간(Mission Time)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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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뢰도자료 분석

초기사건 빈도 및 부품 고장자료는 유용한 최신 자료의 대표적인 값이 사

용되었는지 확인한다. 정량화 작업에 필요한 입력자료들의 수집에 대한 일

반적인 사항이 기술되고 신뢰도 모델 입력변수들의 추정치가 적절한지 확

인한다. 선정된 일반 및 발전소 고유자료가 분석과정 전체를 통해 일관성 

있게 사용되었는지 검토한다.

7) 인간신뢰도 분석

모든 사고 상황에 대해 주요 운전원 조치 오류가 적절하게 모델링되고, 분

석이 체계적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검토한다.

8) 종속고장 분석

상호의존적인 종속고장에 대한 가능성이 종합적인 방법으로 고려되고, 현

재 가장 유용한 방법을 사용하여 적절히 분류되고 평가되었는지 검토한다.

정성적 분석, 해당 고장에 대한 정확한 기술, 분석대상의 선정 및 관련변수 

추정과정이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9) 정량화 

노심손상 사고경위 정량화 과정에서 중요한 정성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

었는지 확인한다. 정량화 모델에 사용된 각 사고경위의 입력 또는 사고 발

생빈도를 계산하는 과정상에 사용된 수치가 적합한 이론적 근거 및 설명을 

토대로 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10) 불확실도 및 민감도 분석

분석과정에서 입력자료, 분석모델 등에 의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이들 

불확실성이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적절히 분석되었는지 확인한다. 또한 

원전 안전성 관련 의사결정에 사용될 결과에 대해서는 상세한 불확실도 

전파(Propagation) 분석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 주요 입력자료 및 가정

사항에 대해서는 민감도 분석을 통해 그 적절성이 평가되었는지 확인한다.

도출된 여러 가지 핵심적인 결과들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가정사항이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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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값의 변화가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절히 평가되었는지 확인한다.

11) 평가결과 해석 및 활용

도출된 노심손상 평가결과가 사고 진전과정, 관련 사고환경 및 회복조치 사

항들에 대한 통찰력을 적절히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노심손상을 유발하

는 조건이나 사건을 조기 인식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운전원 조치와 비상운

전절차 및 중대사고시 예측된 상황 사이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평

가결과가 운전원 훈련계획을 보강하는데 적절히 활용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정지 및 저출력 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항목별 평가결과가 적절히 제시되

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III. 검토절차의 나. 에 기술된 각 항목별 평가결과

에 대한 검토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1) 정지 및 저출력 운전 기간 동안 발전소의 원자로출력(붕괴열)수준, 원자로

냉각재 수위·온도·압력,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배열, 격납건물 상태, 변동될 

수 있는 주요 계통의 상태 등을 바탕으로 일련의 발전소 운전상태(POS)가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2) III. 검토절차의 나. 에 기술된 각 항목에 대하여 각 POS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분석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

2.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의 격납건물 손상 및 방사선원항 평가 부분에 대해 

검토한다. 검토는 격납건물 손상현상과 발전소 특성의 영향, 주요 운전원 조치에 

대한 이해 및 평가, 발생 가능한 광범위한 사고경위들에 대해 격납건물과 사고 완

화계통에 관련한 설계, 운전 취약점 확인 등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가. 발전소 자료 및 설명

1) 격납건물의 정보를 포함하여 참조한 자료 및 검토목록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수행 범위 및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2) 인간오류 모델링, 공통원인고장 분석,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전산코

드, 자료 수집 및 분석, 외부재해 등과 같은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채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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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방법이 보조 자료에 의해 적절히 보완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3) 중대사고 진행을 평가하는 데 주요한 부품, 계통 및 구조물들이 적절히 선

별되었는지 확인하고, 중대사고 발생 후 여러 상황 하에서 이들의 작동 특

성이 격납건물 건전성 확보에 기초하여 기술되었는지 검토한다.

나. 발전소 모델과 물리적 과정에 대한 해석방법

1) 가능한 모든 사고 진행 경로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경험적 또는 이론적 요

인들과 모든 해석모델들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2) 채택된 해석절차가 부분적인 영향분석으로도 전체적인 사고거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지 검토한다.

다. 발전소 손상상태 및 체계

1) 노심손상에서부터 격납건물내의 사고거동에 이르는 모든 사고경위가 일관

성있게 연계되었는지 검토한다. 즉, 1단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와 2단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사이의 정보전달이 적절한지, 그리고 2단계 확률론

적 안전성 평가 수행에 사용된 정보가 적절한 것인지 검토한다.

2) 사고경위들에 대해 사고완화를 위한 운전원조치 시간의 변화, 열제거원 상

태변화 및 전원 등의 보조계통들의 영향이 사고의 진행과정, 예상 발생확

률 및 체계화 과정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한다.

3) 군집화 과정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 사고경위들을 모으기 위하여 사용

된 군집화 변수들이 격납건물에서의 사고전개 및 방사선원항을 특성화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게 정의되었는지 검토한다.

라. 격납건물 손상특성

1) 격납건물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하중, 즉 정하중, 국소 열하중 및 동하중의 

크기가 구조해석을 통해 적절히 가정되었는지 검토한다.

2) 각각의 손상가능 위치가 손상크기와 함께 정의되고, 그 취약성이 적절히 

평가되었는지 검토한다.

3) 구조부지분야 검토자는 격납건물 응력해석 방법론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

지 검토하여, 격납건물 각 부분의 변형 허용율 등의 기술적 변수값들이 현

재의 기술수준과 적절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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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격납건물 사건수목 개발

1) 발전소 손상상태에 이르는 모든 사고경위가 적절한 분류절차에 따라 격납

건물 사건수목에 적절히 모델링되었는지 검토한다.

2) 사고경위 모델에 적절한 시간간격(예로서, 노심손상 전, 노심손상 후 원자로

용기 손상 전, 원자로용기 손상시점, 원자로용기 손상 후의 짧은 시간(Short

Period), 원자로용기 손상 후의 긴 시간(Long Period) 등)이 고려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또한 중요한 사건의 발생시점이 방사선원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한다.

3) 검토 시점 기준으로 그때까지 밝혀진 원자로용기 내·외부 현상들이 모두 

고려되었는지 확인한다.

4) 분석모델들의 논리구조가 맞는지 검토한다.

5) 분석모델간의 상호연계가 적절히 취급되었는지 검토한다. 정보 전달체계 

또는 분석결과의 반영 등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6) 확률론적이거나 물리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사건간

의 상호연계가 적절하게 모델링 되었는지 검토한다. 또한 이러한 연계성들

이 체계적으로 분석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바. 사고 진행 및 격납건물 사건수목의 정량화

1) 하중평가를 기초로 하여 각 격납건물 사건수목의 최종상태에 대한 성능특

성이 제시되고, 적절한 모델에 의해 정량화되었는지 확인한다.

2) 방사성 물질의 방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통과 부품의 이용 가

능성 및 건전성 등이 적절히 취급되고, 정량화되었는지 검토한다.

3) 정량화에 사용된 확률모델의 입력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그 근거, 가정/경계조건, 입

력자료, 방법론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 발전소 고유의 전산코드 계산결과

- 전산코드 계산결과로부터의 외삽 등의 방법에 의한 추정

- 실험결과 또는 실험결과로부터의 외삽 등의 방법에 의한 추정

- 수계산 (Hand Calculation)

- (상기 모든 근거를 활용한) 전문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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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방사선원항 결정 및 방출특성

1) 방사성 물질 방출특성이 적합한 방사선원항 평가방법 및 선정절차에 따라 

분류되었는지 검토한다.

2) 다음을 포함하는 모든 가능한 핵분열생성물 방출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

성 물질이 적절히 고려되었는지 검토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물리, 화학적 

현상이 적절히 고려되었는지 확인한다.

- 핵연료로부터의 방출

- 원자로냉각재계통 내부의 핵분열생성물 거동

- 격납건물 내부의 핵종 거동

아. 민감도 분석 및 불확실도 분석

앞서 언급한대로 분석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격납건물 사건수목 정량화 과정에서 이러한 불확실성 및 민감도에 대한 

분석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

토한다.

1)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들이 적절히 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2) 변수들이 확인되고 분석범위가 선정된 후, 격납건물 손상 및 방사선원항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분석범위 내에서 변

수를 변화시킴으로써 수행되는 격납건물 사건수목 재정량화의 적절성을 검

토한다.

3) 최종적으로 분석결과가 가질 수 있는 불확실성 범위가 적절히 결정되

었는지 검토한다.

3.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의 소외 결말 분석 부분에 대한 검토는 방사선원항,

결말 분석 코드, 부지 및 기상 자료, 비상대응조치 및 주변 주민 건강영향 등에 

대한 평가 방법의 타당성과 평가 결과의 안전 목표 만족여부 및 평가 결과 활용

의 적절성 등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가. 방사선원항 



제19.1절                                                    개정 6 – 2018.12- 11 -

1) 방사선원항 자료는 2단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수행 결과로서 주어지는

데, 방출특성에 따라 몇 개의 방출군으로 분류되고, 각 방출군에 대해서 

다시 물리, 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몇 개의 방사성 동위원소 그룹으로 세분

화된다. 그러므로 각 방출군이 적절히 분류되었는지, 각 방사성 동위원소 

그룹에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과 물리, 화학적 특성에 따른 중요한 핵종들

이 적절히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방사선원항과 관련된 다음의 변수들이 적절하게 평가되고 적용되었는지 확

인한다.

- 방출량 및 방출빈도

- 방출 개시 및 지속 시간

- 방출 방사성 물질의 에너지

- 방출 고도 및 방출건물의 제원

- 방사성 물질의 환경으로의 방출전 대응조치에 가용한 시간

나. 결말 분석 코드

1) 결말분석 시 사용한 결말 분석 코드의 특성이 다음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포함하여 제대로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기상자료 표본추출 방법론

- 대기확산 및 침적 모델링

- 피폭경로별 피폭선량 평가

- 비상대응조치 고려

- 건강영향 평가

2) 결말 분석 코드는 피폭선량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피폭경로를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이동 중인 방사성 구름 내 방사성 물질로 인한 외부피폭

- 지표면에 침적된 방사성 물질로 인한 외부피폭

- 피부나 의복에 침적된 방사성 물질로 인한 외부피폭

- 이동 중인 방사성 구름 내 방사성 물질의 호흡으로 인한 내부피폭

- 지표면에 침적된 방사성 물질 재부유시 호흡으로 인한 내부피폭

- 오염된 식품의 섭취로 인한 내부피폭

3) 결말 분석 코드에 사용된 입력자료에 대한 적용 타당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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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상자료

1) 기상자료는 부지 기상을 대표할 수 있도록 부지 주변의 기상탑에서 최소한 

일 년 이상 측정되고 기록된 자료로서, 다음의 기본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

는지 확인한다.

- 풍향 

- 풍속

- 대기안정도

- 강수량

- 혼합층 고도 

2) 기상자료는 대부분의 결말 분석 코드에서 기상군으로 구분하여 표본추출을 

통하여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분석대상 원전의 기상자료 파일이 이와 같

은 표본추출이 가능한 형태로 구성되어 결말 분석 코드에서 활용이 가능

한지를 확인한다.

라. 부지자료

1) 부지 주변의 정해진 거리에 대해 동심원상으로 구분된 계산격자별로 다음

과 같은 부지자료가 적절히 포함되었는지 확인한다.

- 인구분포

- 해양, 하천, 호수, 표층수 등 수계정보

- 지형정보

- 토지이용 및 경작물 생산량 자료

- 경작물 분포 자료

2) 식품섭취에 의한 집단선량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주민이 섭취하는 식

품의 생산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한다.

마. 비상대응조치

1) 비상대응조치 모델은 대부분의 결말 분석 코드에서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지 특성에 맞는 모델이 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2) 옥내 대피, 소개, 옥소제 복용 등과 같은 단기 비상대응조치와 함께 이주,

음식물 섭취 제한, 제염 등과 같은 장기 비상대응조치가 적절히 모델링되



제19.1절                                                    개정 6 – 2018.12- 13 -

어 있는지 확인한다.

3) 이들 비상대응조치는 한 가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상대응

조치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비상대응조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비상대응조치 시나리오의 적용 여부와 현실성을 확인한다.

4) 결말 분석에서 가정된 보호조치가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주민보호조치 개시 

기준 및 조치 시간 관점에서 국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 주민보

호조치 개시 기준은 발전소 상태, 소외선량 추정치, 보호조치를 실시함으

로써 얻게 되는 회피선량 또는 실제 소외 측정결과에 근거할 수 있다.

바. 건강영향평가

1) 조기사망 및 잠재적 암사망 리스크평가를 위한 피폭선량 평가시 중요한 신

체기관이 모두 고려되었는지 확인한다.

2) 피폭선량 변환인자에 동위원소별로 필요한 모든 피폭경로가 고려되었는지 

확인하며, 최신의 입증된 자료가 사용되었는지를 관련 근거자료와 함께 확

인한다.

3) 피폭선량을 리스크로 변환하는 리스크 변환인자(Risk Factor)에 최신의 입

증된 자료가 사용되었는지 관련 근거자료와 함께 확인한다.

사. 소외 결말 분석 결과

1) 아래의 결과를 포함하여 3단계 PSA를 통해 평가된 소외 결말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 조기사망 리스크 

- 잠재적 암사망 리스크

- 비상계획구역 내의 집단피폭선량 

2) 조기사망 및 암사망 리스크 평가시 2단계 PSA의 결과로부터 주어지는 모

든 방사선원항의 방출군에 대해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

3) 조기사망 및 암사망 리스크에 미치는 주요 발전소 손상군의 기여도의 적절

성을 확인한다.

아. 민감도 및 불확실성 분석

1) 불확실성 분석이 평가과정의 전반적인 단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수행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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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인한다. 만약 각 분석단계별로 수행되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2) 불확실성은 분석과정에서의 입력자료, 분석모델 및 결과의 완벽성 등에 의

해 발생하므로, 정성적, 정량적인 불확실성 기여요인에 대한 평가가 수행

되었는지 확인한다.

3) 도출된 여러 핵심적인 결과들에 대해,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주요 가정사

항이나 변수값들의 불확실성이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이 적절히 평가되었

는지 확인한다.

자. 안전성 확인 및 결과 활용

1) 소외 결말 분석 결과가 중대사고정책에 설정된 안전 목표를 만족하는지 확

인한다.

2) 방사선원항 방출군 및 발전소 손상군별로 소외 결말 분석 결과에 미치는 

기여도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 또한 이에 근거하여 조기사

망 및 암사망에 미치는 주요 사고 시나리오가 도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소

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조치들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3) 환경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로부터 부지 주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비상대응조치의 현실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4) 소외 결말 분석을 통해 파악된 일반 주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비상계

획의 기술적 근거로 적절히 활용되는지 확인한다.

4. 평가결과가 노심손상을 유발하는 사건 발생시 심각한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막거

나 줄이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거나 정립하는 데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기타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참고문헌 및 기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검토지침 등을 상세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5. 노심손상 평가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타당한 설계 대안 또는 합리적인 사고

관리계획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격납건물 손상빈도가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설비의 운전모드, 안전 기능 및 운전절차의 취약점을 규명

하여야 하며, 그 위험도 감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인허가 기준 변경 또는 대안 선택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률론적인 고려



제19.1절                                                    개정 6 – 2018.12- 15 -

사항과 전통적인 결정론적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제안사항의 목적 및 배경을 검토하고 의사결정사항의 요점을 정의하여야 

한다. 또한 제안사항의 성격과 분석범위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한 공학적 평가

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학적 평가의 내용에는 심층방어 기여사항, 안전여유도, 위

험도 및 불확실성 영향평가 등이 포함된다.

IV. 평가결과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

한다.

1. 제출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수행방법 및 결과는 타당하며, 모든 관련 검토기준

을 만족한다.

2. 주요 노심손상 및 격납건물 사고경위 평가를 통해 설계 및 운전절차의 취약점이 

적절하게 도출되었으며, 이를 활용한 사고예방 및 완화능력 향상방안은 적절하다.

3. 발전소의 설계 사양, 비상운전절차서 또는 기술행정절차서의 작성내용 등에 관하

여 신청자가 도출한 결론은 타당하다.

Ⅴ. 참고문헌

1.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정책, 과학기술부, 2001.8

2.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제16.5,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3. 경수로형 원전 규제지침 제16.3, “1단계 내부사건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4. 경수로형 원전 규제지침 제16.4, “1단계 외부사건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5. 경수로형 원전 규제지침 제16.5, “2단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6. 경수로형 원전 규제지침 제16.6, “3단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7.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성점검 수행 및 검토지침서, INS/GE-N003,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 16 -

지 침 번 호 KINS/GE-N001

분 류 번 호 19.2

개 정 번 호 4

발 행 일 자 2014.1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분류번호 : 19.2

제 목 : 중대사고 대처능력

검토주관부서 : 중대사고 리스크평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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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04.1 김봉현 ‘04.1

1 박재홍 ’09.12 성게용 ’09.12

2

3

4 이준수 ‘14.11 우승웅 ‘14.12

5 서영하 `18.10 김도형 `18.10



제19.2절 개정 5 - 2018. 12- 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9.2절 중대사고 대처능력

검토주관 : 중대사고리스크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발전소 (이하 ‘원전’)는 설계, 건설, 운영 등 전 과정에 대해 엄격한 기술기준

을 적용하고 있다. 원전에서 원자로 노심이 손상되어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환경으로 

누출되는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만약 중대사

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영향이 심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전에

서 중대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중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해 발전용 원자로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중대사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검토주관부서는 새로 건설되는 원전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발전소 중

대사고 정책” [1]에 근거하여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원자로심의 손상을 방지하는 능력

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원자로 격납시설은 원자로 노심이 손

상되더라도 사고결과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조적 건전성과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에 대한 방벽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분

야를 검토한다.

1. 중대사고 대처설계 

2. 중대사고 대처능력 평가

3. 중대사고 대처수단 구비 

다음의 용어가 이 안전심사지침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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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사고”라 함은 원전의 설계기준사고를 초과하여 원자로 노심의 손상을 수반

하는 사고를 말한다.

2. “확률론적안전성평가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라 함은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종류와 이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사고로 인한 영향을 

확률론적 방법으로 정량화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을 말한다.

3. “최적분석”이라 함은 물리적 모델을 사용하여 어떤 현상에 관련된 변수들을 현

실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발생가능한 중대사고 현상들을 신뢰성 있게 예

측할 수 있도록 분석에 적용할 가정, 분석방법 및 분석기준들을 선정하여야 한

다. 또한 최적 전산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민감도 분석이나 불확실성 분석을 하

여야 한다. 민감도 분석은 입력변수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불확실성 

분석은 전산코드들과 실험자료와의 비교 또는 전문가 판단 등을 활용한 분석을 

말한다. 최적의 가정, 방법 및 분석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현상

을 이해하는 데 내포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보수적 가정을 

하여야 한다.

4. “가연성기체”는 수소나 일산화탄소를 말한다.

5. “폭연 (爆燃, deflagration)”은 연소되지 않은 기체가 열전도에 의해 발열 화학반

응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고온으로 가열되는 연소파 (燃燒波)이며, 화염이 음

속 미만으로 전파되어 격납건물에 정적 하중 (정하중, 靜荷重)인 정압 (靜壓)을 

가한다.

6. “화염가속 (flame acceleration)”이란 폭연에 의한 화염의 속도가 아음속 또는 음

속의 수준으로 빠르게 전파되며, 폭발에 준하는 충격파와 상당한 동하중을 수반

할 수도 있다.

7. “폭발 (爆發, detonation)”은 연소되지 않은 기체가 충격파에 의한 압축에 의해 

가열되는 연소파이고, 폭발 파동은 초음속으로 전파되며, 동적 또는 충격 하중을 

정하중에 추가하여 격납건물에 가한다.

8. “연소폭발천이 (燃燒爆發遷移, Deflagration to Detonation Transition: DDT)”는 

폭연이 충분히 강력해지면 폭연에서 폭발로 갑자기 천이되는 현상이며 이에 의

한 하중은 격납건물 구조물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9. “격납건물 직접가열현상”은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에서 고압으로 격납건물 대

기로 분출되는 과정에서 격납건물 대기가 급격히 가열되고 수소연소가 동반되어 

격납건물 조기파손을 일으킬 수 있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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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기폭발”은 노심용융물이 냉각수와 접촉하여 잘게 부서지면서 냉각수로 급격

한 열전달이 이루어져 열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되어 충격파가 발생하

는 것을 말한다.

검토연계분야

예상운전과도나 가상사고 등의 초기사건이 발생한 후 관련 안전계통들의 고장에 

의해 노심손상을 일으키는 중대사고로 진행될 수 있다.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중대

사고 예방능력과 관련한 다음 사항들에 대해 관련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의 검토결과

를 참조하여 새로 건설되는 원전에 중대사고 대처능력이 확보되었는지의 여부를 종합

적으로 평가한다.

1. 소내정전사고 대처능력 

다음을 포함하여 소내정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음을 안전심사지침 8.4

절에 의한 검토결과를 통해 확인한다.

가. 소내정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 및 정전 허용시간과 원자로의 적절한 냉

각, 정전 및 회복 기간 동안 격납건물의 건전성 유지능력

나. 대체교류전원을 설치하고, 대체교류전원이 10분 안에 연결 가능하다는 것을 

시험을 통해 입증하거나 안전정지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될 때까지 발전소의 

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대처능력분석 결과

2. 원자로 정지불능 예상과도사고 대처능력  

원자로 정지불능 예상과도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줄이고 이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음을 안전심사지침 7.8절 및 15.8절에 의한 검토결과를 통해 확인한다.

3. 부분충수 운전시의 안전성 확보

원자로 부분충수 운전 중에 붕괴열 제거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성

능이 있음을 안전심사지침 5.4.7절 및 19.1절에 의한 검토결과를 통해 확인한다.

4. 격납건물 우회누출사고 발생가능성 억제 및 대처능력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와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연결되어 있는 저압계통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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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간 냉각재상실사고 등에 의해 원자로냉각재가 격납건물 외부로 직접 방출되는  

격납건물 우회누출사고의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거나 이러한 사고에 대한 대처능

력이 있음을 안전심사지침 5.4.7절 및 15.6.3절에 의한 검토결과를 통해 확인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 정책” 2001. 8.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검토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 정책” [1]에 근거하여 새로 건

설되는 원전의 중대사고 대처능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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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사고 대처설계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격납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하다. 중대사고시 격납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아래의 격납건물 건전성 위협요소들

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거나, 현재 설계가 위협요소들에 대한 

대처능력이 있음을 보임으로써 만약의 사고에 대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3].

가. 가연성기체의 연소나 폭발에 의한 국부적인 가열, 정하중이나 동하중에 의한 격

납건물의 건전성 위협 

나. 노심용융물 고압분출이나 격납건물 직접가열현상에 의한 격납건물 대기의 급격한 

압력 및 온도 상승에 의한 격납건물의 건전성 위협

다.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의 반응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응축성 기체로 인한 과압이

나 격납건물 기초콘크리트의 용융관통에 의한 격납건물의 건전성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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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증기폭발에 의한 비산물이나 동하중에 의한 격납건물의 건전성 위협 

 마.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나 저압계통 냉각재 상실사고 등에 의해 원자로 냉각

재가 격납건물 외부로 직접 방출되는 격납건물 우회누출사고에 의한 격납건물의 

건전성 위협 

사실상 제거할 수 없는 중대사고 위협요소들에 대해서는 비상계획 조치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외부로의 방사성 물질 방출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3].

2. 중대사고 대처능력 평가

가. 중대사고 대처능력 평가를 위해 중대사고 발생경위들 중에서 공학적 판단과 확률

론적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대상 사고경위들을 선정하고, 이를 중대사

고 대처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사고경위에 대해 최적분석방법을 사

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나. 중대사고 대처능력 평가결과, 노심손상을 유발하거나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사고경위들은 그의 발생 확률이 최소화될 수 있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방사선학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3. 중대사고 대처수단 구비 

중대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를 설계에 반영하거나 대처능력이 있어야 

한다. [2∼7].

가. 중대사고시 가연성기체 발생에 대한 대처능력이 있어야 한다.

1) 핵연료 피복재 금속의 100%와 물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양에 등가한 수소를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가연성기체 완화계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연성기체 완화계통과 관련 계통은 다음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 핵연료 피복재 금속의 100%와 물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소가 방출되는 

중대사고 기간과 그 후에 격납건물 내부의 균일분포를 가정할 경우 수소농

도가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격납건물 각 격실의 가연성기체 농도

는 광범위한 화염가속이나 연소폭발천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낮아야 

하며, 격납건물 내의 가연성기체 연소에 의해 격납건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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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원전의 안전정지 및 격납건물의 건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기기가 핵연료 피

복재 금속의 100%와 물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양에 등가한 수소의 방출

에 수반되는 환경조건 (가연성기체 완화계통이 작동되는 환경조건 포함)하

에 있었던 기간과 그 후에 그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원전 운전기간 중에 가연성기체 완화계통의 오작동이 발생하여도 이를 안

전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핵연료 피복재 금속의 100%와 물의 반응에 의해 수소가 생성 및 방출되고 수소

연소나 사고 후 비활성화에 따른 압력 증가 (비활성화 작용제가 이산화탄소로 가

정)가 수반되는 중대사고 기간과 그 후에 격납건물의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어

야 한다. 강재 격납건물인 경우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 MNE 3220의 C급 운

전한계 허용 값에 관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 불안정성 평가는 

요구되지 않는다. 콘크리트 격납건물인 경우 압력과 사하중만을 고려하여 전력산

업기술기준 SNB 3720의 계수하중범주의 허용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이차계통 완전급수상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충분히 감압시켜 

급속감압계통 및 비상노심냉각계통에 의한 충전유출운전을 통해 노심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안전등급의 감압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이 설비

는 고압노심용융사고 기간에 노심용융물의 고압분출사고 및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크리프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감압능력을 가져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부

록 19-1절 참조].

라. 격납건물 직접가열현상에 의해 격납건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심용

융물 고압분출사고를 억제하고 격납건물 직접가열현상 완화를 위한 설비의 설계

에 아래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등급의 급속감압계통을 원자로계통에 설치하고,

2) 원자로용기 하부에서 분출되어 격납건물 상부대기로 확산되는 노심용융물 파편

물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게 원자로공동의 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마. 원자로용기 파손 후 원자로공동에서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의 반응에 의한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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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공동 콘크리트의 용융침식 및 비응축성 기체 생성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심

용융물의 퍼짐과 냉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원자로공동의 바닥면적을 충분히 넓게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노심용융물을 냉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노심용융물

과 콘크리트의 반응으로 발생하는 압력 및 온도 상승 등의 조건에서 노심손상 발

생 이후부터 약 24시간 동안 전력산업기술기준의 C급 운전한계 허용값이나 계수

하중범주의 허용 값을 만족함으로써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격납

건물은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의 반응에 따른 불확실성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바. 원자로용기 외부에서 노심용융물과 냉각수의 반응에 의한 압력 및 온도 상승 또

는 증기폭발이나 비산물에 의한 충격 등에 의해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사. 위 ‘마’ 및 ‘바’ 호에 대해 노심손상 발생 24시간 이후부터 격납건물은 제어할 수 

없는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벽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 중대사고 대처를 위한 설계 및 대처능력 평가결과를 중대사고 관리계획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에 의한 노심용융물 

억류방안을 중대사고 관리전략으로 채택한 경우 

1) 원자로용기의 외벽을 필요한 시간 내에 침수 또는 냉각시킬 수 있는 설비를 구

비하고,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에 의해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외벽냉각에 의해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유지가 가능한 사고들을 분석하고 외벽냉

각전략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확률론적안전성평가 및 중

대사고 관리전략에 반영할 수 있다.

4. 중대사고 조건에서의 설비 생존성

중대사고 대처를 위해 사용되는 기기나 계기 등의 설비들은 작동되어야 할 중대사

고 환경에서 필요한 기간 동안 운전될 수 있어야 한다. 중대사고 완화만을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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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설비에 대해서는 환경검증 요건 (안전심사지침 3.11절)과 품질보증 요건 (안전심

사지침 17장), 다중성 및 다양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설계기준사고에 대하여 설치

된 안전관련 기기로써 중대사고 상황에 대처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그 기기가 

의도된 기능 수행이 필요한 기간 동안 중대사고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 중

대사고 완화기기의 설계에 다음의 각 호를 반영하여야 한다 [2, 3, 6, 7].

가. 이 기기들은 1E급 소내전원 뿐만 아니라 대체전원으로부터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중대사고 발생 후 격납건물 내부의 환경조건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설비 생존성 

평가에 적절한 여유를 사용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

중대사고 대처를 위해 사용되는 설비들은 주기적인 가동 중 시험과 운전가능성 시

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새로 건설되는 원전에 대해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능

력이 적절히 확보되었는지를 아래와 같이 검토한다.

1. 중대사고 예방능력

중대사고 예방능력과 관련한 다음 사항들에 대해 관련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의 

검토결과를 참조하여 새로 건설되는 원전에 중대사고 대처능력이 확보되었는지의 여

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소내정전사고가 발생하면 충전펌프로 밀봉수를 주입하는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계

통이 손상되어 원자로냉각재가 누출됨으로써 노심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소내정전사

고 대처를 위해 대체교류전원을 설치한 경우 용량과 필요시 주제어실에서 수동으로 

기동하여 10분 이내에 안전모선에 연결이 가능한지를 안전심사지침 8.4절에 따른 검토

주관부서의 관련 검토결과를 참조하여 확인한다.



제19.2절 개정 5 - 2018. 12- 9 -

원자로 정지불능 예상과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고결과를 완화시키는 설비나 이중

원자로정지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원자로 정지불능 예상과도 완화

설비는 원자로정지계통과는 별도의 계통으로 구성되며 과도상태의 결과를 완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기존 원자로정지계통과는 (센서출력으로부터 최종 구동기 까지) 독립

적으로 신뢰성이 있도록 설치되었는지를 안전심사지침 7.8절 및 15.8절에 따른 검토주

관부서의 관련 검토결과를 참조하여 확인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수위가 고온관 중심부 이하로 배수된 경우가 원자로냉각재계

통 부분충수이며, 부분충수운전 중 잔열제거계통 펌프에 공기가 유입되는 경우 등에 

의해 붕괴열 제거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 부분충수 운전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여 붕괴열 제거기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 있는지를 안전심사

지침 5.4.7절 및 19.1절에 따른 검토주관부서의 관련 검토결과를 참조하여 검토한다.

가. 잔열제거계통의 높은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는 설비

나. 잔열제거계통 흡입부와 원자로냉각재계통 연결부위의 저수위 상태에서 노심과 

잔열제거계통을 통한 연속적인 유량을 보장할 수 있는 설비

다.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잔열제거계통 흡입부 연결부위의 수위를 신뢰성이 있도록 

측정할 수 있는 설비

라. 저출력 및 정지시의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

격납건물 우회누출사고 발생가능성 억제를 위해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와 계

통간 냉각재상실사고에 의한 사고대처 방안 (격납기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격납건

물 우회누출사고의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거나 격납건물 외부로 직접 방출되는 원자

로냉각재의 양을 감소시켜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 및 제어계획 

등)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개 이상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이 파단할 경우 

증기발생기 안전밸브나 방출밸브가 개방되어 방사성 물질이 격납건물 외부로 방출될 

수 있다. 격납건물 우회누출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이 있음을 안전심사지침 5.4.7 및 

15.6.3절에 따른 검토주관부서의 관련 검토결과를 참조하여 확인한다. 안전심사지침 

19.1절에 의한 증기발생기 전열관파단 사고가 발전소 위해도에 대한 기여도 검토결과

를 확인한다. 이 검토는 격납건물 우회누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설계개선에 대한 신

청자 평가와 잠재적인 설계 취약성을 확인하기 위해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에 

의한 원전 거동의 최적평가가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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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사고 대처설계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격납건물은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에 대한 신

뢰할 수 있는 기밀방벽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

가. 내부 압력이 강재 격납건물의 경우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 MNE 3220의 C

급 운전한계 허용값 또는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경우 압력과 사하중만을 고려하

여 전력산업기술기준 SNB 3720의 계수하중범주의 허용값을 초과할 경우,

나.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와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연결되어 있는 저압계통의 

계통간 냉각재상실사고의 경우와 같이 격납건물 우회누출이 발생된 경우,

다. 격납건물이 격리되지 않은 경우,

라. 격납건물 밀봉재가 고온에 의해 파손된 경우, 또는 

마. 노심용융물이 격납건물 원자로공동 콘크리트 기반을 관통한 경우

3. 중대사고 대처능력 평가

대량조기방출빈도 (Large Early release frequency: LERF)는 중대사고 발생 시 원전 

외부에서 비상대응조치를 취하기 전에 격납건물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완화되지 않은 

상태로 방출되어 방사선에 의해 주민들의 조기사망을 일으키는 사고의 발생빈도이다 

[9]. 주민의 안전에 큰 위해를 주는 격납건물 우회누출사고와 격납건물을 조기에 파손

시키는 사고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격납건물을 조기에 손상시켜 방사성 물질을 대량으로 방출시킬 수 있는 수소폭발, 원

자로공동에서의 증기폭발과 고압노심용융사고에 의한 격납건물 직접가열현상 등의 중

대사고들이 발생치 않거나 사고결과를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격납건

물이 조기에 손상될 가능성이 최소화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중대사고 대처능력 평가에 최적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다음이 반영되었

는지 확인한다 [3].

가. 전산코드들의 입력변수들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예상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나. 전산코드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술현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 종합분석이 가능한 전산코드들을 사용함으로써 분석대상 중대사고와 관련된 모

든 현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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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석수단으로써 주로 1차원 (lumped parameter) 코드를 사용할 경우 적용한 1

차원 코드로서 중대사고 거동을 충분히 모의할 수 없는 조건에 대해서는 검증

된 3차원 분석코드로써 보완 계산을 수행하거나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 1차원 

코드에 의한 분석결과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마. 계산된 값의 불학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산코드에 의한 최적분석 결과는 민감도 분석이나 불확실성 분석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민감도 분석은 전산코드의 입력변수들과 모델링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키

는 것으로서 최적분석에 필요한 중요한 변수를 도출하고 입력변수들을 현실적으로 변

화시킬 경우 분석결과에 급격한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이는데 사용된다. 불확실성 분

석은 원전의 조건들, 전산코드 모델들과 관련 현상들이 최적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통계적 조합을 의미한다. 불확실성 분석은 실제의 원전 변수들이 최적분석 결

과 및 특정의 높은 신뢰도에 의한 불확실성에 의해 포괄됨을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불

확실성을 평가하는데 민감도 분석, 전산코드들과의 비교, 실험자료와 비교 또는 전문

가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0].

4. 중대사고 대처수단 구비 

격납건물 직접가열현상이 발생하여도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유지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은 참고문헌 11 및 12에 제시된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원자로용기 파손 후 원자로공동에서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 반응에 의한 원자로공

동 콘크리트 침식과 비응축성기체 생성 등의 완만한 에너지 방출사고에 대해서도 격

납건물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는지의 여부와 원자로공동의 노심용융물 냉각을 

위한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원자로공동에서 노심용융물 냉각에 의한 붕괴열 제거와 노심용융물 내부 금속의 

산화반응열 제거가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원자로공동 침수설비와 침수용량은 운전원이 

사고내용 인지 및 판단과 사고완화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증가시켜 적절한 중대사고 

완화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속히 냉각수를 주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원자로공동에서 노심용융물 상부를 침수시켜 냉각시키는 방법은 노심용융물의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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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반드시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상부침수에 의한 노심용융물 냉

각의 타당성은 이에 대한 국제연구결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심사지침

의 내용 중에서 원자로공동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과 노심손상 24시간 이후의 격납건

물의 핵분열생성물에 대한 방벽기능 평가에 대해서는 국제기술동향과 연구진척결과를 

참조하고, 관련 현상들의 불확실한 지식수준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범위

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자로공동 침수설비 등에 의해 원자로공동이 침수되도록 설계된 경우 원자로용기 

파손에 의해 분출된 노심용융물과 냉각수의 반응 (증기 급생성 또는 폭발)에 따른 결

과 (증기 및 수소발생, 비산물에 의한 충격과 폭발에 의한 동하중 등)에 의해 격납건물 

건전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설계하였는지를 검토한다. 압력이 낮거나 과냉상태에서는 

증기폭발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 포화상태의 냉각수는 잘게 부서진 용융물 알갱이를 

둘러싼 증기막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포화상태의 냉각수에 비해 과냉상태의 냉각수에

서 증기폭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수심이 깊을수록 노심용융물의 분쇄를 촉

진하고 증기폭발에 필요한 혼합조건을 조성하기 때문에 폭발이 더욱 강력하다 [13]. 원

자로공동에서의 증기폭발은 원자로용기 지지물 및 중요 원자로냉각재계통 지지구조물 

손상 또는 비산물 발생에 의해 간접적으로, 그리고 폭발에 의한 동하중에 의해 직접적

으로 격납건물에 손상을 가하며, 원자로용기 지지물의 손상은 원자로냉각재계통 배관

의 과도한 변위를 일으켜 격납건물 관통부를 손상시킬 수 있다. 급속감압계통이 설치

되었거나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저압으로 유지되는 저압사고경위들이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경우 원자로 내부로의 냉각수의 주입으로 인한 증기폭발에 의해 원자로용

기의 건전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설계되었는지 검토한다. 또한 증기폭발 현상의 불확실

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였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격납건물이 노심손상 이후에 전력산업기술기준 MNE-3220의 C급 운전한계 허용 값

에 대한 요구사항(강재 격납용기) 또는 전력산업기술기준 SNB-3720의 계수하중범주 허

용 값에 관한 요구사항(콘크리트 격납건물)을 만족한다면 방호벽기능이 유지되는 것으

로 본다[14].

원자로심이 손상되어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부로 떨어지는 중대사고가 발생

하는 경우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에 의해 노심용융물을 원자로용기 내부에 억류시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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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용기의 건전성을 유지시키는 방안을 중대사고 관리전략으로 채택한 경우 아래 사

항들을 검토한다.

가. 노심용융물에 의해 원자로 하부용기 내부가 용융 및 침식되어도 원자로냉각재

계통의 압력과 노심용융물 하중에 대해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

토한다.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에 의해 발생되는 열응력에서도 원자로용기의 건

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노심손상이 발생하여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부

로 떨어지기 이전에 급속한 열응력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외벽냉각이 가능하도

록 하였는지 검토한다. 사고분석에 사용된 노심손상 가정과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원자로 하부용기에서의 노심용융물 거동분석결과 (정상상태의 용융물 

분포형태, 금속 및 산화용융물의 양, 상향 및 하향 열유속 등)의 타당성을 검토

한다.

나. 원자로 공동의 구조, 원자로와 단열재 간격 등의 구조, 원자로용기 하부의 계측

배관 등 설비특성을 고려하여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냉각수의 유동 안정성이 유

지되도록 하고, 원자로용기 외벽의 열전달형태는 핵비등 열전달이 보장되도록 

냉각수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외벽냉각에 의해 가열된 증기와 

고온의 냉각수가 원활하게 배출되어 원자로용기 하부의 가열면으로 차가운 냉

각수가 충분한 유량으로 유입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원자로용기 외벽에서 핵

비등 열전달이 유지되었는지의 여부와 이와 관련된 열수력 특성에 대해 불확실

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검토한다. 현재 원자로외벽에서의 임계열유속으로 활

용가능한 상관식들을 적용할 때 이들의 타당성과 관련 임계열유속 유지에 필요

한 원자로용기와 단열재 사이의 간격 및 수위와 재순환 유량을 유의하여 검토

한다.

다. 냉각수 주입설비와 용량은 운전원이 적절한 중대사고 완화조치를 취할 수 있도

록 신속히 냉각수를 주입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외벽냉각설비의 

오작동을 방지할 장치와 절차서를 갖추었는지를 검토한다. 원자로용기의 건전

성 유지를 위한 외벽냉각설계의 장단점 분석결과와 설계자료 등을 중대사고 관

리계획에 반영하였는지를 검토한다.

라.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에도 불구하고 원자로용기가 파손되어 금속층 등 노심용융

물이 분출될 경우 증기폭발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증기폭발의 가능성과 영

향에 대처할 수 있게 설계하였는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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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대사고 조건에서의 설비 생존성

다음이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한다.

가. 중대사고 완화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기와 이들 기기들이 작동해야 하는 

환경조건 목록 

나. 중대사고 완화기기가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적용대상 초기사건의 상황 (소내정전

사고 및 지진 등)과 그 기기의 작동이 필요한 환경조건 (압력, 온도, 방사선 포함)

다. 요구되는 계통의 성능기준

중대사고 완화기기의 규격 및 품질 보증에 대해서는 소내정전사고 요건 (안전심사

지침 8.4절 참조)을 만족하기 위해 설치되는 비안전성 기기에 준하는 계통 및 발전소 

기기의 규격에 관한 Regulatory Guide 1.155 부록 A 및 B의 지침 [15]를 준용하여 검

토하며, 기존 안전관련 계통과의 독립성, 내진검증, 환경 고려사항,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기준사고에 대해 설치된 계측기를 중대사고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계측기의 측정범위 및 정밀도, 중대사고 조건에서의 계측기의 성능, 계측기의 상한범

위와 예상되는 중대사고 조건을 측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계측기와 전선의 위치에 따

른 취약성을 검토한다.

6. 시험 및 검사

중대사고 대처를 위해 사용되는 설비들은 계통의 건전성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가동 중 시험 및 운전가능성 시험과 필요시 누설률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는지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새로 건설되는 원전의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

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중대사고 대처능력의 확보를 위해 제시한 수행방법 및 결과는 타당하며, 관련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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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입장을 만족한다.

2. __ 원자력발전소는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원자로 노심의 손상을 방지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원자로 격납시설은 원자로 노심이 손상되더라도 사고결과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구조적 건전성과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에 대한 방벽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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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9.3절 중대사고관리계획

검토주관 : 중대사고리스크평가분야 담당부서 

검토협조 : 계측제어분야, 운전절차서분야, 방사선대책 및 품질관리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중대사고관리란 중대사고의 발생으로 노심손상이 발생하더라도, 노심 손상의 진행

을 완화하고 가능한 한 원자로용기 내에 가두어 격납용기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소외

로의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관리팀(발전소 운전원 및 비상대책요원)이 

취해야 할 제반 조치 행위로서 정의되며, 이러한 중대사고 관리를 위해 사전에 마련된 

종합적인 계획을 중대사고관리계획이라 한다. 중대사고관리계획의 목표는 발전소의 설

계특성에 대한 심도있는 지식과 발전소의 인원과 기기의 능력에 대한 이해를 결합시

켜서 적절한 사고관리 전략을 개발하고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중

대사고관리계획을 개발할 때 확률론적안전성평가 및 중대사고분석 결과에 근거한 실

질적인 안전성 향상의 효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중대사고관리계획의 요

소를 검토해야 한다.

1. 발전소 성능과 취약점의 파악

2. 의사 결정 책임과 권한의 규정

3. 필요한 정보의 결정 및 새로운 정보의 반영

4. 공학적 방법을 포함한 효과적인 전략의 개발

5. 절차서와 지침서의 개발

6. 훈련 요건의 결정 및 수행효과의 입증

검토연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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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주관부서는 위에서 언급한 중대사고관리계획의 검토와 관계되는 검토지원부서

와 평가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만일 신청자가 해당발전소의 중대사고관리지

침서의 근거로서 검증 및 승인되지 않은 기술배경서를 참고하거나 제시한다면 검토자

는 기술배경서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중대사고관리계획의 전반적인 검토를 완수하

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술부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검토지원부서는 필요

한 경우 추가정보를 요구하고, 해당 검토주관부서에 검토결과를 제공한다.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중대사고관리계획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

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사고해석분야 담당부서는 공학적안전설비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안전심사지침 

6장 및 15장의 허용기준하에 수행된 설계기준사고 분석 정보들이 중대사고관리지

침서 평가에 적절히 활용되는지 검토한다.

2.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중대사고관리에 사용된 계측기 및 설정치가 적절한지 

검토한다.

3. 운전절차서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3.5.2절의 허용기준에 따라 수행된 비

상운전절차서 작성 정보들이 중대사고관리지침서 작성 시 적절히 고려되었으며 

연계성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4. 방사선비상대책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3.3절의 방사선비상계획서 정보들

이 중대사고관리지침서 작성 시 적절히 고려되었으며 연계성이 적절한지 검토한

다.

5. 품질관리분야 담당부서는 중대사고관리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 및 책임에 관한 규

정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 정책”, 2001.08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중대사고관리계획에 대한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신청자는 설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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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

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

해야 한다.

중대사고관리계획은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정책”에 따라 수립되어야 하며 신청자

가 중대사고관리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중대사고 현상에 대한 기술배경 평가의 허용기준은 검토시점에서 통용되는 기술

적 지식을 적용한다. 개별원전의 안전성평가 및 취약점을 파악하고 관련된 중대사고 

분석에 근거한 실질적인 발전소의 안전성 향상 효과를 얻기 위해 중대사고관리계획에

는 다음과 같은 문서 및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1. 발전소 고유 기술배경서 및 중대사고관리지침서  

2. 발전소 고유 작성자지침서

3. 검증 프로그램  

4. 훈련 프로그램

5. 유지관리 프로그램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중대사고관리계획 관련 제출서류에 대해 상기 II.의 허용기준에 따라 검토

한다. 중대사고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제출된 다섯 개 분야 즉, 발전소 고유 기술배경

서 및 중대사고관리지침서, 발전소 고유 작성지침서, 검증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및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각 분야별 검토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발전소 고유 기술배경서 및 중대사고관리지침서 

중대사고관리전략 선정의 적절성과 중대사고관리팀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기술배

경서의 개발이 완료되고, 중대사고 조치에 요구되는 계측기 및 필수정보의 분석이 수

행되었는지 발전소 고유 기술배경서를 검토한다. 신청자는 승인된 일반 기술배경서 또

는 승인되지 않은 기타 기술배경문서를 참조하여 발전소 고유 기술배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검토자는 중대사고관리전략이 이러한 기술배경서의 전략에 따르는지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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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승인된 일반기술배경서를 발전소 고유 기술배경서의 기초자료로 사용한 

경우, 기술배경서의 주요 부분은 일반적으로 검토되었다고 본다. 일반기술배경서를 참

조한 발전소 고유 기술배경서를 검토할 때에는 일반기술배경서와의 주요 안전성 차이

점이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일반기술배경서로부터 발전소 고유지침서로 전

환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일반기술배경서와 비교해서 도출된 주요 안전성 

차이점은 심층 검토되어야 한다.

일반기술배경서를 참고하지 않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개별원전 안전성평가 자료 및 

중대사고 분석자료를 검토한다. 중대사고관리지침서 개발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법

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이 수행되었으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가. 개별원전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른 발전소의 취약점 파악 

나. 개별원전안전성평가 및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 근거한 중대사고 과정의 분류 

다. 나. 에 근거한 개별 발전소의 사고관리 능력 확인 

라. 나. 에 근거한 완화 전략 확인 

마. 현상학적 영향, 수행 조직 및 인적 요소, 기기 및 계측기 평가, 필수정보 분석 

등을 통한 전략 선택과 필요시 운전설비 향상 

바. 상기 가. 부터 라.의 수행 결과를 이용한 전략의 효과적 이행에 필요한 절차서/

지침서, 의사결정의 책임 및 권한, 기기 및 공학 설비, 계산지원 도구, 계측기,

훈련 프로그램 등을 향상하고 보완 

사. 바. 의 수행결과 검증 

아. 중대사고관리계획에 대한 새로운 사고관리정보의 추가 및 확인

자. 상기 가.부터 아.의 과정을 재평가하고 개선된 최종 중대사고관리지침서 개발 

2. 발전소 고유 작성자지침서

발전소 고유 작성자지침서의 검토는 중대사고 관리팀이 중대사고관리지침서를 효

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검토자는 지침서간의 일관성이 유지되

고 있으며 완전, 정확하며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운전원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인적 

실수를 하지 않도록 기술방법이 적합한지 지침서의 구성, 형식, 서술방법 및 강조기법

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검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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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관리지침서의 기술정보가 기술배경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자지침서에 따

라 적절하게 표현되었는지를 평가하며, 지침서의 조치 내용과 발전소 설비간에 일치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대사고관리지침서의 검증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검증 프로그

램을 검토할 때에는 중대사고관리지침서의 사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시나리오 개발, 검

증방식의 선택 및 불일치 사항의 평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도출된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혹은 반영 조치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모든 불일치 사항은 보고서로 

문서화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4. 훈련 프로그램

중대사고관리계획에 대한 교육 내용과 주기적으로 훈련이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할 때에는 중대사고 현상 및 

대응조치에 대한 기본 교육내용의 포함여부, 실제적인 훈련의 주기적인 수행 여부, 그

리고 중대사고 관리팀이 의사 결정의 책임과 직무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는가 확인한다.

5. 유지관리 프로그램

중대사고관리계획에 대한 발전소 고유 기술배경서 및 중대사고관리지침서 등 관련 

문서가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지관리 프로

그램을 검토한다.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검토할 때에는 지침서 개발 및 지침서에 대한 

사용원칙의 제시와 유지관리 절차를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를 확인한다. 중대사고관

리계획 문서는 사용 가능한 문서로 훈련 및 관리되어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공식적으

로 포함하는 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필요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

은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1. 전체적인 중대사고관리 접근 방식은 기술적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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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분석의 품질 및 정도는 중대사고관리계획을 모든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불확실도 평가는 모든 수준에서 적절히 수행되었다.

4. 중대사고관리지침서는 발전소의 관련 운전절차서와 잘 연계되어 있다.

5. 중대사고관리지침서는 적절히 확인 검증되었다.

6. 발전소 비상조직과 사고관리 요원의 임무가 정확히 부여되어 있다.

7. 사고 진입 및 종결 기준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및 완화 조치와 절차서들의 상호 관

계가 일관성이 있다.

8. 중대사고조건에서 기기 및 계기의 성능이 적절하다.

신청자가 제출한 별도의 중대사고관리계획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분야를 검

토하고 만족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1. 발전소 고유 기술배경서 및 중대사고관리지침서

발전소 고유 기술배경서는 중대사고 현상 및 전략 분석결과에 따른 승인된 일반 

기술배경서, 또는 발전소별 중대사고 취약성 평가, 직무분석, 인간신뢰도분석 및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결과에서 도출된 중대사고 기술문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

다. 또한 중대사고관리지침서는 발전소 고유 기술배경서와 작성자지침서 등 중대

사고 관련 기술 문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개별 발전소에서 확인 및 검증을 

통해 중대사고를 예방, 완화, 종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작

성되었다.

2. 발전소 고유 작성자지침서 

작성자지침서에는 기술배경서를 사용하여 개발된, 중대사고관리지침서가 완전하

고,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이해 및 수행하기에 쉽게 작성된다는 것을 확인하

는데 도움이 될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작성자지침서에 기술된 

방법은 중대사고관리지침서의 지침서간 또는 지침서 내에서 연속성을 갖고 있다.

3. 검증 프로그램

중대사고관리지침서가 작성자지침서에 따라 작성되고, 중대사고 시나리오 개발 및 

검증방식의 선택이 적절히 수행되었으며, 중대사고관리지침서의 각 전략에 대한 

조치사항이 발전소 설비와 일치하는지 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들 사항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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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 및 반영에 대한 절차가 준비되어 있다.

4. 훈련 프로그램

중대사고관리계획의 기본적인 목표, 접근 방식, 중대사고관리지침서의 구성, 사고

완화전략 및 기술적 배경을 중대사고 관리팀이 이해하고, 중대사고관리계획을 수

행하는데 필요한 실무 지식을 갖도록 훈련 과정, 수단 및 교육훈련결과의 평가방

법이 수립되어 있다.

5. 유지관리 프로그램

중대사고관리계획 문서는 사용 가능한 문서로 훈련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대사고

관리지침서에 대한 사용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설계변경 및 운전경험으로 

도출된 개선사항이 지침서에 반영되고 중대사고관리지침서의 적절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절차가 준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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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19-1 일차계통 급속감압 능력확보

검토주관 : 중대사고분야 담당부서

I. 개  요  

이 부록의 목적은 사고 시 초기에 일차냉각재계통의 냉각을 증기발생기 이차계통

에만 의존하는 발전소 설계에 대하여 추가의 잔열제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증기발생기 이차측 급수계통이 상실되면 증기발생기 이차계통 냉

각수가 고갈되고 그 후에는 가압기 안전밸브를 통하여 일차계통 냉각재가 누설된다.

따라서 일차계통에 냉각재가 공급되지 않고 지속적인 일차 냉각재 누설로 인하여 노심

이 노출되므로 노심의 안전성이 위협받게 된다.

상기와 같은 사고의 전형적인 예로서 급수완전상실사고 (Total Loss of Feedwater :

TLOFW)가 있다. 이 사고가 발생하면 노심의 붕괴열이 증기발생기를 통해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은 가압기 안전밸브 개방 압력 설정치까지 가압되고 안

전주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노심손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중대사고 발생시 

대체 잔열제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차냉각재계통에 인위적으로 냉각재를 배출시

켜 감압시킬 수 있는 능력 (이하 “급속감압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일차계통을 감

압시킨 후 비상노심냉각계통에 의하여 일차계통을 냉각시킬 수 있다.

운전원이 일차냉각재계통 감압을 통해 노심손상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결과를 완

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감압설비의 용량, 감압시점과 일차냉각재계통이 고압으로 유지

되는 중대사고의 예상사고 진행범위 등을 포함한 여러 요인들에 달려있다. 특히 일차

냉각재계통 감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전소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1. 정격 열출력

2. 일차냉각재계통 총 체적

3. 운전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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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속감압 용량

5. 가압기 안전밸브의 개방 압력

6. 증기발생기 2차측 총 냉각수 체적

7. 축압기 (또는 안전주입탱크) 전체의 냉각수 체적

8. 축압기 (또는 안전주입탱크) 주입 설정 압력

따라서 급수완전상실사고 시 운전원이 일차냉각재계통 감압조치를 취할 경우, 노심

손상 예방과 사고결과 완화를 위한 일차냉각재계통 감압 및 충전유출운전이 효과적으

로 수행될 수 있는 지를 상기 변수의 특성과 급속감압의 작동 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거동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검토연계분야

1. 안전심사지침 5.2.5절의 검토주관부서인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냉각재 

계통 압력경계에 해당하는 설계사항에 대해, 배관 및 밸브 설계기준, 과압방지 설

비, 배수설비, 누설 감시설비 등 설계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II. 규제 입장

1. 급속감압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은 급수완전상실사고를 설계기준으로 하여 동 사고 

발생시 안전주입이 가능하도록 일차냉각재계통을 충분히 감압시켜 비상노심냉각

계통에 의한 충전유출운전을 통해 노심의 잔열을 제거시킴으로써 노심손상을 방

지할 수 있어야 한다. 노심손상이란 액체-증기 혼합물의 수위에 대해 노심상부까

지의 여유도가 2 ft 이하로 감소되었을 때 발생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

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의 허용기준을 초

과하는 상태를 말한다. 사고분석에 최적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단일고장을 

가정하여야 한다. 운전원의 대응능력, 급속감압능력을 가진 계통 및 안전주입계통

의 성능 등의 예측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급속감압기능 설계에 충분한 여

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요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설계기준을 만족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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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 기술기준

- 급속감압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은 안전등급계통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급속감압기능을 수행하는 계통과 비상노심냉각계통에 각각 단일고장이 발생

하여도 충전유출운전을 통한 노심냉각으로 노심손상이 방지될 수 있어야 한다.

- 급수완전상실사고시 충전유출운전을 위해 급속감압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을 

작동시키는 운전원 조치 등을 포함하여 설계에 사용하는 운전원 조치시간들

은 ANSI/ANS-51.1 및 ANSI/ANS-58.8 혹은 다른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설

정되어야 한다.

- 급속감압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의 내진설계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를 따르고 안전 등급분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15) “원자로

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교류전원 완전상실사고 발생시에도 감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압관련 

기기들은 비상교류전원, 대체교류전원 및 직류전원으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하

며, 또한 충전유출운전은 소외 교류 전원과 소내 비상 교류전원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 급속감압능력을 가지는 계통의 다중기기들은 한 계열(train)의 고장이 다른 

계열의 성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RG 1.75 및 IEEE Standard 384-1981의 지침

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전기적으로 독립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설계사항

- 급속감압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은 급수완전상실사고시 예상되는 원자로냉각

재의 유동조건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하며 이들 조건에서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시험을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TMI 요건 II.D.1)

- 급속감압기능을 수행하는 계통내 모든 감압 및 격리밸브들의 개폐여부를 알

리는 지시기를 주제어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TMI 요건 II.D.3)

- 급속감압능력을 가지는 계통의 모든 기기들은 운전원이 주제어실에서 원격 

수동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급속감압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의 오작동이 방지되도록 동 계통은 설계 및 

통제되어야 한다.

- 급속감압능력을 가지는 계통의 설계 시 수격현상 (water hammer) 등에 의하

여 급속감압기능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정상운전 중 급속감압기능을 수행하는 계통 밸브들을 통한 원자로 냉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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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을 탐지할 수 있고 주제어실에서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환경검증 및 동하중

- 급속감압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의 작동이 다른 안전관련 기기들(격납건물 살

수계통 포함)의 성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또한, 상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계통이 작동 또는 오작동될 경우 발생하는 분사충격하중, 온도, 습도, 침수 

등의 가혹한 환경조건이 격납건물 내부의 안전관련 기기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감압기능 작동 시 안전관

련 기기의 환경관련 기준요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급속감압능력을 가지는 계통 작동에 의한 가압정도가 격납건물의 설계압력

과 격납건물 소격실의 설계차압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배관 휩(whip) 하

중과 분사충격하중 등의 동적 하중을 구조물 설계에 고려하여야 한다.

- 가압기 안전밸브 및 급속감압능력을 가지는 계통 밸브 작동을 포함하여 정

상운전, 과도상태 및 사고조건 등 발전소의 모든 운전조건에서 급속감압능력

을 가지는 계통 및 기기는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설

계에 동적 하중이 고려되어야 한다.

- 급속감압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은 배관 휩(whip) 하중 및 환경영향 등을 포함

하여 고에너지 배관의 파단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가동 중 검사

- 급속감압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은 ASME Code의 Section XI 요건에 따라 가

동 중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2. 일차냉각재계통 급속감압은 고압 노심손상사고 시 원자로 용기 하부 헤드가 파손

됨에 따라 발생하는 노심용융물 고압분출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감압이 성

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일차냉각재계통의 자연순환현상에 의해 일차냉각재계통의 

고온배관이나 증기발생기 전열관 등이 고온응력에 의한 크리프(creep) 현상으로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감압능력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최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3. 비상운전 절차서 작성 시 일차냉각재계통의 급속감압 절차가 반영되어야 한다.

(TMI 요건 I.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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