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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일반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1. 개 요

1.1 목 적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원자력안전법(법률 제12666호) 제23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47호)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109호) 제20

조 및 제21조에 따라 각각의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안전기준과 관행이 안전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안전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

해 원전운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확

인・증진하는 데 있다. 본 안전심사지침은 가압경수로형 원전의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대한 

심사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1.2 추진배경

1.2.1 원전의 가동년수의 증가와 노후화에 따른 새로운 안전현안의 발생, 경험적 지식의 축적, 

안전개념 변천에 따른 안전 기준의 변화 및 해석기법의 진보 등으로 주기적인 종합 안전

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다수의 국가들이 공감하게 되었다.

1.2.2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동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확인을 위하여 기존의 검사방법

에 추가하여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성평가인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수행을 의무화하였

다.

1.2.3 국제원자력기구는 상업용 원전 운영국들에게 주기적안전성평가제도의 채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안전지침(IAEA Safety Series Guide SSG-25)과 안전문서 등을 제시해 놓고 있

다.

1.2.4 국제원자력기구가 주관하는 원자력안전협약에서는 원전의 수명기간 중에 체계적이고 종

합적인 안전성평가의 시행을 체약국의 의무사항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체약국보고서

작성지침에 안전성평가를 주기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5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협약의 의무사항의 일환으로 1998년 9월에 제출한 체약국보고서에 

안전성증진을 위한 활동계획으로서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의 도입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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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추진경위

1.3.1 1998년 11월 과학기술부는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관련기관에 주

기적안전성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평가 

추진방안(안)"을 수립하였다.

1.3.2 1999년 12월 21일 제11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상기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평가 

추진방안(안)"을 의결하였다. 가동년수가 20년이 경과한 고리 1호기에 대하여는 2000년 5

월부터 시범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2000년에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의 법제화를 완료하였

다. 2002년 이후에는 가동중인 모든 원전에 대하여 확대 시행하되 가동년수가 오래된 원

전부터 우선 시행하도록 하였다.

1.3.3 정부는 2000년 1월부터 원자력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주기적안전성평가 실무협의

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술기준, 평가기준시점 등 주요현안에 대해 토의 후 원자력안전전문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시행과 법제화를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시행

지침(안)"을 마련하였다.

1.3.4 원자력안전법령상 주기적안전성평가 11개 평가항목은 1994년도 IAEA PSR 지침

(50-SG-O12)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으로 2013년 개정된 IAEA 주기적안전성평가 지침서

(SSG-25) 14개 평가항목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4월 11일 제24회원

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규 3개 평가항목을 관계법령에 반영하여 주기적안전성평가 항목

을 확대(11개→ 14개)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어 

2014년 11월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3개의 평가항목이 포함된 가압경수로형 원전 주기적

안전성평가 심사지침서를 개발하였다.

1.4 지침의 적용

1.4.1 본 "주기적안전성평가 일반심사지침"은 가동중 가압경수로형 원전에 대한 주기적안전성

평가의 수행에 필요한 평가원칙, 평가범위 및 방법, 기술기준, 평가보고서의 구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한다.

1.4.2 본 지침은 가압경수로형 원전의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대한 심사업무를 위한 것으로서 효율

적이고, 일관성 있는 심사, 평가를 위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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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용어정의

1.5.1 "원전운영자"라 함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5.2 "가동원전"이라 함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말한다.

1.5.3 "주기적안전성평가"라 함은 가동원전에 대해 경년열화, 시설변경, 운전경험, 기술발전 등

과 같은 누적된 영향을 고려하여, 원전 운전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

하여 일정 주기로 수행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성평가를 말한다.

1.5.4 "경년열화"라 함은 시간경과 또는 사용정도에 따라 원전의 구조물·계통·기기에 변화를 

야기하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말한다.

1.5.5 "기술기준"라 함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허가기준) 2호에 따라 규정되는 기준을 말한다.

1.5.6 "위해도"라 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위험과 

재해를 말한다.

1.5.7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라 함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

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중에서 안전에 중요한 설비로서 필수안전기능을 수행

하는 안전관련 설비와 고장시 안전관련 설비의 기능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안

전관련 설비를 말한다.

1.5.8 "유효한 기술기준"라 함은 운영허가 당시 및 그 이후에 사용이 승인된 기술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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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기적안전성평가 추진방법

2.1 평가의 주기 및 방법

2.1.1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력안전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

영허가를 받은 날(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원자로가 최초로 임계에 

도달한 날을 운영허가를 받은 날로 본다)부터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1.2 평가보고서는 원자로시설마다 별도로 작성하되,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

터 매 10년이 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평가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2.1.3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유하는 원자로시설

에 대하여는 먼저 설치된 원자로시설의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여 하나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전의 운전년수 증가에 따른 설비노

후화의 차이, 운전조건의 상이성 등은 평가에서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

2.2 추진주체 및 절차

2.2.1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수행은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지침서의 제안과, 수행국들의 운용사례,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보유 등을 고려하여 원전운영자가 대상 원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체계로 운용한다.

2.2.2 원전운영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주기적안전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로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2.2.3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기적안전성평가 결과와 취약점 개선 현황 및 계획 등을 심사하고 

주기적안전성평가 수행결과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자

력안전법 제23조에 의거 원전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2.2.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대한 심사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에 보고하여야한다. 주기적안전성평가 이행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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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운영자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성평가수행
· 취약점 도출 및 개선
· 평가보고서 작성

심사의뢰

조치결과 보고서 

작성
심사의뢰 심사수행

시정조치 이행 심사결과 접수
심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안전현안 도출

시정조치
요구

종결

<그림 1> 주기적안전성평가 이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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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의 내용, 범위 및 방법

3.0 공통사항

3.0.1 주기적안전성평가는 각 평가항목이 현재의 안전기준과 관행을 충족하는가를 확인하는 것

이지만 원전의 안전수준은 모든 평가항목들의 복합적인 효과에 의해 결정되므로 각 평가

항목의 개별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평가시점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평가항목

의 복합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평가되어야 한다.

3.0.2 품질보증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의 공통분야이므로 별개의 평가항목으로 고려

하지 않고 각 평가항목 평가시 해당 사항에 대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에 대하

여는 조직과 행정에서 상세사항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방사선 방호분야도 대부분 다

른 평가항목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별개의 평가항목으로 고려하지 않고 그 대책과 유효성

은 안전성능, 절차서 및 원전의 실제 물리적 상태에서 상세사항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3.0.3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모든 원전에 대하

여 수행하여  주기적안전성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3.0.4 주기적안전성평가 내용과 기존 규제요건에 의하여 수행되는 안전성평가 내용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연구와 정기 및 특별 안전점검의 결과들이 주기적안전성평가

에 활용되어야 한다.

3.0.5 원전 안전성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는 모든 평가항목들에 대한 평가와 미해결 취약점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1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관한 사항

3.1.1 목적 및 내용

3.1.1.1 본 평가의 목적은 발전소 설계 및 관련 문서가 원자력안전 관계법령, 설계기준, 규제요

건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어 관리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3.1.1.2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안전성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 목록 및 안전등급 분류

(2) 설계문서(원본 및 개정본)의 적절성

(3) 발전소 설계에 적용된 기술기준과 현행 기술기준 간의 차이점

(4) 심층방어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확인된 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

(5) 인구밀도·산업시설 및 교통시설(공항·도로 및 철도 등)을 포함한 원자로시설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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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

3.1.2 평가범위 및 방법 

3.1.2.1 안전관련 구조물·계통 및 기기 목록은 발전소 현재의 실제 상태를 반영하여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3.1.2.2 발전소 건설 당시 설계기준과 최신 설계기준 간의 차이점이 확인되어야 하며, 안전관

련 구조물·계통 및 기기 설계특성을 고려하여 최신 설계기준 반영의 필요성이 확인

되어야 한다. 

3.1.2.3 발전소 변경사항 등에 대한 설계평가 시에 설계기준 적용 원칙이 확인되어야 한다. 

3.1.2.4 발전소 변경사항 및 부지특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또는 인허

가 근거문서가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3.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3.2.1 목적 및 내용

3.2.1.1 본 평가의 목적은 원자로시설의 평가 당시 물리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최소한 다음 주

기적안전성평가까지 설계 요건을 적합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

한, 현재 유효한 기록이 원자력발전소의 상태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

인하는 것이다.

3.2.1.2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안전성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 및 기능 수행능력에 관한 정보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현재 상태와 진행 또는 예상되는 경년열화에 

관한 정보

(3)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기능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

(4)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검사결과 및 보수기록

(5)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운전이력과 현재 상태

(6) 보수 및 수리 작업장을 포함한 발전소 내·외의 지원시설 현황

3.2.2 평가범위 및 방법

3.2.2.1 원자력발전소의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실제 물리적인 상태는 가능한 주기적 안

전성평가 초기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최신의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 

3.2.2.2 원자력발전소의 실제 물리적인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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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특별한 시험이나 검사를 통하여 자료를 생산 하여야 한다. 물리적 장애물로 인하

여 실제 상태의 파악이 어려운  구조물·계통 및 기기를 확인하여 이로 인한 안전성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운전 초기에 사업계약자로 부터 안전설비 설계 근거문서를 

제공받지 못한 장기가동 원전에 대하여는 주기적안전성평가를 통하여 누락된 주요 안

전관련 설비 설계 근거문서를 구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주요 안전관련 설비 설계 근

거문서는 발전소 구조물·계통 및 기기 및 절차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3.2.2.3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관련 구조물·계통·기기의 실제 상태는 현재 또는 예상되는 경

년열화 과정 또는 발전소 계통 및 기기의 노후화에 대한 지식, 변경 이력 및 운전 이력

을 사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발전소 상태는 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이후 변경된 사

항의 영향이 평가되어야 한다.

3.2.2.4 원자력발전소 설계 또는 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이후 설계기준의 변경이 발전소 상태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결과 설계기준의 변경이 발전소의 상태에 영

향을 미칠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조치 내용 및 평가결과를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3.3 결정론적 안전성 분석에 관한 사항

3.3.1 목적 및 내용

3.3.1.1 본 평가의 목적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다음 주기적 안전

성평가 시점에서의 예상 상태 및 현행 안전성분석방법 및 기술기준을 고려하여 기존의 

안전성분석이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3.3.1.2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안전성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결정론적 안전성분석을 위하여 가정한 초기사건, 해석방법 및 컴퓨터 코드와 현행 

기술기준과의 비교

(2)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의 방사선 선량과 방사성물질 방출제한치

(3) 단일고장기준, 다중성, 다양성 및 독립성 등을 고려한 결정론적 안전성분석 지침

(4)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1회 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운전상태

3.3.2 평가범위 및 방법

3.3.2.1 현행 안전성 분석에 포함된 초기사건, 해석방법 및 기준을 정의하고, 기존의 안전성분

석에 적용된 사항들과의 비교 방법 및 유효성 확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3.2.2 안전성 분석의 범위 및 방법, 가정들은 발전소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초기 및 개정된 

설계기준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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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 원전의 실제 설계에 근거하고 평가기준일로부터 10년 후까지의 상태를 반영하며, 적절

한 가상초기사건이 고려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안전성을 재분석할 수 있

다. 특히 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평가되어

야 한다.

3.3.2.4 원전의 현행 구조물·계통 및 기기 설계가 가상사고에 기인한 방사선량과 방사성물질 

누출에 대한 규제 제한치를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3.2.2.1항에 

따라 기존 평가방법론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3.3.2.5 단일고장기준, 다중성, 다양성 및 독립성 등의 결정론적 안전성분석 지침과 관련한 현

행 기준과 기존기준을 비교하고, 기존 기준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3.3.2.6 기존의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1회 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운전상태와 운전

경험 및 현행기준에 따른 예상되는 각종 운전상태를 비교하고, 기존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3.4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3.4.1 목적 및 내용  

3.4.1.1 본 평가의 목적은 발전소 설계 및 운영상의 안전성 취약점을 파악하고 제시된 안전성 

향상방안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결과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다. 

3.4.1.2 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석모델의 유효성

   (2) 분석모델 및 결과와 사고관리프로그램간의 일관성

   (3) 결과 활용의 적절성

3.4.2 평가범위 및 방법

3.4.2.1 설계 및 운영상의 변경사항, 운전경험, 개선된 평가 방법론 등을 분석모델에 적절히 반

영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3.4.2.2 설계기준사고 및 설계기준초과사고 조건에 대한 사고관리프로그램들이 분석 모델 및 

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3.4.2.3 발전소의 리스크가 충분히 낮게 관리되고 모든 사고경위 및 운전상태에 대한 리스크가 

적절히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적절한 안전성향상방안이 이행되는

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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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위해도 분석에 관한 사항

3.5.1 목적 및 내용

3.5.1.1 본 평가의 목적은 발전소의 부지 및 설계특성, 평가기간 말기의 예상조건 그리고 현재 

가용한 분석기법·안전기준·정보를 고려하여 내부 위해 및 자연적·인위적 외부 위

해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소 방호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3.5.1.2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위해도 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내부 위해 및 외부 위해의 예상규모와 발생빈도

(2) 원자로시설의 상태, 경년열화, 현행 안전기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수행한 위해도 

평가결과

(3) 내․외부 위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운전원 조치를 포함한 절차

3.5.2 평가범위 및 방법 

3.5.2.1 발전소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 및 외부 위해에 대하여 각각의 위해도를 

분석하여야 한다. 

3.5.2.2 위해도 검토에서는 현재 가용한 분석기법·안전기준·정보에 따른 내부위해 평가결과

와 발전소 현 상태에 따른 내부위해 예방(또는 완화) 대책이 확인되어야 한다. 

3.5.2.3 위해도 분석은 최신의 유효한 분석기법, 안전기준 및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위해도 

분석에는 관련 국제 기준 및 관행을 고려할 수 있다.

3.5.2.4 위해도 분석시 국내외 원자력발전소 및 기타 시설의 재해 사례 및 운전경험을 고려하

여야 한다. 이를 위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재해로부터 습득한 정보가 확인되어야 

한다.

3.5.2.5 위해에 대한 발전소 예방(또는 완화) 절차의 적절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3.6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3.6.1 목적 및 내용

3.6.1.1 본 평가의 목적은 원자로시설의 주요 안전관련 기기가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 기

간 동안에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이 검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3.6.1.2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안전성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기의 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목록 및 관리절차 목록 

(2) 기기검증 방법 및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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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기고장이 기기검증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기기의 검증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

(4) 불리한 환경조건으로부터 검증된 기기의 보호대책 

(5) 검증된 기기의 물리적인 상태와 기능성

(6) 기기가 설치된 기간에 취하여진 검증조치기록

 

3.6.2 평가범위 및 방법

3.6.2.1 안전에 중요한 기기는 자연적인 사건과 사고를 포함하는 가상운전조건하에서 안전기

능의 수행능력을 보증하기 위해 적절하게 검증되어야 하며 그 검증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3.6.2.2 안전에 중요한 기기의 검증은 기기가 수명기간동안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평가

하여야 한다.

3.6.2.3 요구되는 기기의 성능에 대한 보증이 초기에 이루어졌는지, 또한 계획된 보수, 시험 및 

교정과 같은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기기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가 확인되

어야 한다.

3.7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3.7.1 목적 및 내용

3.7.1.1 본 평가의 목적은 요구되는 안전여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현재 상태와 진행 또는 예상되는 경년열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향후 원자력발전소 안전운전을 위하여 적절한 경년열화관리계획이 

확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3.7.1.2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안전성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대상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분류 및 선정

(2) 평가대상 구조물·계통 및 기기별 경년열화 현상분석

(3) 경년열화현상에 따른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기능 및 안전여유도

(4)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성능미달시점 및 미래상태 예측

(5)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현재 상태와 진행 또는 예상되는 경년열화 완

화대책 및 관리계획

3.7.2 평가범위 및 방법

3.7.2.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경년열화관리에서는 요구되는 안전기

능과 사용수명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시점을 예측하고 감지하여야 하며, 적절한 보

수 및 완화조치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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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2 운전수명 기간동안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안전여

유도가 유지됨을 보증하기 위해 점검, 보수, 화학제어 및 운전경험 등이 반영된 모

든 활동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경년열화 관리계획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체제를 가

지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3.7.2.3 경년열화 관리계획에는 경년열화 관리방법론, 관련 경년열화 현상의 이해, 각 계통․
기기․구조물별 허용기준, 성능미달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성능확보 방안 및 계획, 

경년열화 감지 및 완화방법과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실제 상태 등을 포함하

여야 한다.

3.8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3.8.1 목적 및 내용

3.8.1.1 본 평가의 목적은 원전의 안전성능에 관한 운전경험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안전성 향상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3.8.1.2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안전성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련 사건의 분류 및 근본원인 분석결과 반영 체계

(2)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3)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이용불능도 

(4) 안전성능지표에 대한 분석

(5) 발전소내 작업자에 대한 피폭 방사선선량, 발전소내·외 방사선 감시자료, 방사성폐

기물의 생성 및 방사성물질 방출량에 대한 기록

3.8.2 평가범위 및 방법

3.8.2.1 발전소 안전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기기․설비 고장을 비롯하여 아차사례 

등을 포함한 모든 사건의 기록 유지 및 사건 안전중요도 평가를 위한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검토한다. 이와 함께 운전, 보수, 시험, 검사, 교체 및 설비변경 등의 기록을 수

집․선별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안전하지 않은 상태 또는 경향의 발생을 확인하는지 

검토한다. 

3.8.2.2 안전성능지표 평가결과는 일정 기간 중(예 : 연간)의 종합적인 안전성능 평가결과 형식

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안전 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향분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안전성능 관련 사항이 적절히 평가되었는지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평가체계의 적절

성, 효과성, 적용된 경향분석 및 국내외 다른 유사한 원전과의 비교가 포함되어야 한

다. 미흡한 안전성능지표의 가능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결과 및 조치가 적절한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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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3 미흡한 안전성능지표의 가능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결과 및 조치가 적절한지 심사

한다. 이와 함께 다른 발전소의 안전성능지표에 대한 비교결과 및 필요시 조치내용도 

적절한지 검토한다.

   

3.8.2.4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상태 중 발생하는 방사선 관련 위험은 원전 안전성능의 중요

한 요소이므로, 원전 종사자에게 위험의 지표가 될 방사선 피폭 자료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성 방출물 자료도 관련 지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3.8.2.5 방사선피폭 및 방사성방출물이 규정된 제한치 이내이며,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에 부합되고 적절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기록을 평가하여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생성자료도 평가되어야 한

다.

3.9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3.9.1 목적 및 내용

3.9.1.1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는 발전소에 알려지지 않은 안전상의 취약점을 파

악 하거나 기존 확인된 문제점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평가의 목적은 이와 관련

한 다른 유사한 원자로시설에서의 운전경험과 원전안전성과 관련된 연구결과가 해당 

원자로시설에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안전성향상을 위하여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3.9.1.2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안전성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연구 결과의 반영을 위한 계획 및 체제의 적절성

(2) 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연구 결과의 반영 및 조치방안

3.9.2 평가범위 및 방법

3.9.2.1 발전소 운영조직이 정상적인 운영활동의 일부로서 자체 및 국내․외 다른 유사한 원자

로시설의 운전경험과 원전 안전성 관련 연구결과를 적절히 수집, 분석, 반영 등의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3.9.2.2 구축된 체계 내에서 자체 및 동일 운영자의 타발전소 정보, 국내․외  다른 유사한 원자

로시설의 운전경험보고서 및 원전 안전성 연구결과 등이 수립된 관리절차 내에서 적절

히 수집, 분석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3.9.2.3  수집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분석, 평가 결과가 발전소의 안전성이 합리적이고 실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설비개선, 안전성관련 기준의 보완, 운영절차 개선 및 교

육훈련 등을 통해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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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한 사항이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초기단계에 수행되

어 다른 인자의 평가에 적절한 입력자료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3.10 운영 및 보수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3.10.1 목적 및 내용

3.10.1.1 본 평가의 목적은 원전의 운전, 보수, 점검, 시험, 변경 및 비상대응을 위한 절차서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3.10.1.2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안전성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련 절차서 수립 및 개정 체계

(2) 절차서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보완 계획

(3) 인적 요소의 원리를 고려한 절차서의 명확성

(4) 원자로 시설의 설계, 운전경험, 안전성 분석의 가정 및 결과와 절차서의 부합성

(5) 필수 안전기능을 복구하기 위한 징후에 근거한 비상운전절차

3.10.2 평가범위 및 방법

3.10.2.1 절차서는 이해하기 쉽고 유효하며 정식으로 승인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3.10.2.2 절차서는 명확해야 하고 실제 원전에 적합하여야 하며,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한 현재의 관행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3.10.2.3 절차서는 관련된 종사자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변경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3.10.2.4 운전절차서는 안전해석에 사용된 가정 및 결과와 부합되는 지를 검토한다.

3.10.2.5 절차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정상 및 비정상상태에 대한 운전절차서, 보수・시험 및 

검사절차서, 작업허가 절차서, 문서개정을 포함한 원전설계, 절차서 및 설비의 변경을 

위한 통제 절차서와 방사선 방호 절차서, 보건물리 절차서 및 폐기물 관리 절차서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

3.11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3.11.1 목적 및 내용

3.11.1.1 본 평가의 목적은 원자력발전소 운영 조직, 관리체계, 그리고 안전문화가 안전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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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3.11.1.2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안전성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목표 및 안전 우선원칙 이행을 포함한 안전체제

(2) 문서화된 개인과 단체의 역할 및 책임

(3) 원자로 시설의 운영의 유기적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4) 외부 인력 및 전문가활용을 위한 체제

(5) 직원의 교육훈련 시설 및 계획

(6) 독립된 평가자가 포함된 정규 품질보증감사와 품질보증계획

(7) 안전문화에 대한 진단, 분석, 주기적인 평가 및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이행체계

3.11.2 평가범위 및 방법

3.11.2.1 운영 조직, 관리체계, 그리고 조직의 안전문화는 안전 운전을 보증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하므로 IAEA 등 국제적인 기구에서 발간하여 제안하는 평가범위와 방법을 따르

고,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유발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11.2.2 관리체계(자체평가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대책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전

운영자 조직체계의 변경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 조직구성 통제, 기술 및 계약

상의 지원, 훈련, 품질보증, 기록 및 규제요건의 준수, 안전우선 원칙의 이행, 안전문

화 진단‧분석‧평가 및 증진을 위한 이행체계 등이 검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3.11.2.3 검토대상의 일부는 원전운영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 외부 자문을 받거나 외부전문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3.12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3.12.1 목적 및 내용

3.12.1.1 본 평가의 목적은 원전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인적요소의 관리상태

를 평가하여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증진사항의 도출을 확인하는 것이다.

3.12.1.2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안전성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대근무 및 초과근무 제한을 포함한 직원관리수준

(2) 자격이 있는 직원이 상시 임무를 수행하는 지의 여부

(3) 모의제어반 사용을 포함한 초기・재교육 및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계획

(4) 인적 정보요건과 업무량에 대한 분석

(5) 인간-시스템 연계체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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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평가범위 및 방법

3.12.2.1 원전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인적요소에 대하여 인적오류 발생을 최

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3.12.2.2 직원구성, 채용 및 훈련, 직원 관련 현안, 절차서의 인적요소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3.12.2.3 운전원이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 정보요건이 만족되고 있는지 또한 

운전원이 직무 수행에 있어 시간이나 공간적 제약이 수반되는 업무 조건으로 직무수

행도가 저하되지 않음을 평가하여야 한다.

3.12.2.4 인간-기계 연계설비에 대해 적절히 이행되는 형상관리를 바탕으로 인간-기계 연계체

제에 대한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3.12.2.5 인간-기계 연계제체 분석에서 원전의 사고 및 사고근접 사례에서 도출된 교훈에 따라 

운전 및 정비작업에서 고려해야 할 인적요소가 적절히 관리되는지에 대해 평가하여

야 한다.

3.13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3.13.1 목적 및 내용

3.13.1.1 본 평가의 목적은 원전 비상사태의 대응에 적합한 계획과 인원, 설비 및 기기를 갖추

고 있고 원전운영자의 비상체제가 지방/중앙 정부기구와 유기적 협조관계를 유지하

고 있으며 정기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3.13.1.2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안전성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시를 위한 전략·조직 및 계획서·절차서

(2) 비상시를 위한 발전소내 기기와 설비

(3) 발전소 내·외 비상대응설비 및 통신시설의 적합성

(4) 관련 조직을 포함한 비상훈련, 경험반영 및 상호 공조체계

(5) 비상계획 및 절차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계획

(6) 주민 소개시 예상 소요시간

3.13.2 평가범위 및 방법

3.13.2.1 방사성물질의 방출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이 만족스럽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평가 작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3.13.2.2 비상계획서가 현재의 안전성분석과 사고완화에 관련된 연구 및 관행에 따라 유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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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되고 있는 지를 검토한다.

3.13.2.3 비상훈련은 부지내·외 요원의 역할, 설비에 대해 필요한 기능(통신설비 포함) 및 비

상계획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주기적 비상훈련 및 평가 후 개선사항이 비상계획에 적

합하게 반영되는 지를 평가한다.

3.13.2.4 원전 부지의 이용 변화, 원전과 비상장비의 개선/보수, 부지주변의 산업, 상업 및 주택

의 개발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주기적안전성평가에 고려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14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3.14.1 목적 및 내용

3.14.2.1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시설의 운영으로 방출되는 유출 경로별 방사성물질의 방출기

록 및 경보장치, 주민 피폭선량평가 결과, 방사선환경감시 결과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3.14.2.2 발전소 주변지역의 방사선환경감시 보고서의 발간 및 배포 현황을 확인하고 그 적절

성을 검토한다.

(1) 방사능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유출경로에 대한 방출제한치 및 방출기록 

(2) 발전소 내로부터 계획되지 아니한 유출물 방출에 대한 경보장치 

(3) 원자로시설의 주변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4)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방사선 환경감시 

(5) 환경감시 자료의 발간 및 배포 

3.14.2 평가범위 및 방법

3.14.2.1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시설의 운영으로 방출되는 유출 경로별 방사성물질의 방출기

록 및 경보장치, 주민 피폭선량평가 결과, 방사선환경감시 결과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3.14.2.2 발전소 주변지역의 방사선환경감시 보고서의 발간 및 배포 현황을 확인하고 그 적절

성을 검토한다.

4. 기술기준

4.1 가동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의 안전기준과 관행에 따라 종합적

이고 체계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안전성평

가 당시 해당 원자로시설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때 최신 원전에 적용된 안

전기준 및 관행이 해당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확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고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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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현행 원자력안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전의 위치・구조・설비・성능・운영・품질보증에 

관한 기술기준을 기반으로 한다.

4.3 4.2항에서 규정한 기술기준 중 당해 원전의 사용목적, 그 원리적 차이 또는 설계의 특성상 당

해 원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4 운영중인 원전의 특성으로 인하여 4.2항에서 규정한 기술기준을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안전중요도 평가, 비용-편익 분석, 확률론적 안전성평

가를 통하여 그 타당성이 제시 되어야 한다. 해당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안전중요도 평가는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방법을 통하여 종합위험도에의 상대적 기여도를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한

다.

5. 보고서 구성체계 기본방향

5.1 주기적안전성평가의 14개 평가항목을 적절히 반영하여 가동 원전의 안전성 확보현황 및 유지

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2 주기적안전성평가 수행보고서는 평가와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6. 주기적안전성평가를 통한 안전성 개선

6.1 안전성 개선사항의 도출

6.1.1 원전 운영자가 수행하는 14개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는 관련 법령에 제시되어 있는 기

술기준을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

여야 한다.

6.1.2 원전 운영자는 평가를 통해 도출된 안전성 개선사항을 포함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원

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 수행중이라도 긴급한 안전 현안사항이 도출되

었을 때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내용을 요약하여 평가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6.1.3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전 운영자가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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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6.1.4 원전운영자는 평가보고서에 기술한 안전성 개선사항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2 안전성 개선사항의 이행

6.2.1 원전 운영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필요한 안전성 개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2.2 원전 운영자는 안전성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종합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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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세부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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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전소 설계



- 26 -

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심사총괄

지원부서

안전평가실, 

기계재료평가실, 

계측전기평가실,

계통평가실 

구조부지평가실

방사선·폐기물평가실

1.1 발전소 일반사항

1. 검토범위

주기적안전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발전소에 대한 일반사항의 기술내용을 확인한다. 또한 부지

설명 및 발전소 배치, 계통 및 설비의 개요, 소내・외 지원시설, 주요 설계기준에 대한 것으로

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검토한다.

- 발전소 일반현황

-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설계특성

- 주요 설비 및 계통에 대한 개요

- 주요 운전 및 정비 실적

2. 검토기준

발전소 일반사항에 대한 검토는 해당 발전소에 대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비롯하여 

원전운영자의 설계, 운전 및 정비관련 자료 등을 참조한다.

3. 검토절차

발전소 일반현황을 포함하여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설계특성 및 주요 설비 및 계통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는 해당 발전소에 대한 FSAR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주요 운전 및 정비 

실적과 관련해서는 운전실적, 주요 설비개선 및 정비 실적, 가동중검사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

한다.

- 27 -

4. 검토결과

검토자는 본 평가지침의 각 조항에 따른 검토에 기초하여 발전소 일반사항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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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안전평가실, 

기계재료평가실, 

계측전기평가실,

계통평가실 

구조부지평가실

방사선·폐기물평가실

지원부서

1.2 발전소 설계

1. 검토범위

원자로시설의 안전관련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설계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의 유효한 기준 

및 관행을 기초로 하여 설계의 적합성과 문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

항이 최소한 검토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 목록 및 안전등급 분류

 나. 설계기준문서의 적절성

 다. 발전소 설계에 적용된 기술기준과 현행 기술기준 간의 차이점

 라. 심층방어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확인된 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

 마. 인구밀도·산업시설 및 교통시설(공항·도로 및 철로 등)을 포함한 원자로 시설 주변의 

특성

2. 검토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목록 및 안전등급 분류

발전소 실제 상태를 반영하여 구조물·계통 및 기기 목록은 노심, 원자로냉각재계통, 격

납건물계통, I&C 계통, 전력계통 및 보조계통 등으로 안전등급 기기 분류가 관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발전소 설계규격과 일치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목록으로 관리되고 있

어야 한다. 

나. 설계기준문서의 적절성

설계기준문서에 대한 관리기준이 문서화되어 있어야 하고, 발전소 변경사항 및 부지특성 

재평가 결과가 평가시점에서 유효한 기술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건, 방사성 물질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심층방어, 공학적 방벽의 적

용, 안전에 중요한 SSC의 신뢰성, 건전성 및 성능에 대한 안전요건, 설계기준문서의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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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발전소 설계규격과의 일관성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다. 발전소 설계시 적용된 기술기준과 현행 기술기준 간의 차이

발전소 설계 당시 기술기준과 현행 설계기준 간의 차이점이 확인되어야 하며, 안전관련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설계특성에 따라 현행 설계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한

다. 

라. 심층방어 관점에서 취약하다고 확인된 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

다중성, 다양성 및 분리 측면의 심층방어 각 단계별 설계특성과 각 단계별 신뢰성 및 독

립성 등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현행 발전소의 심층방어 설계 및 개념

과의 비교를 통해 유효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에 중요한 설계변경사항이 있었

다면, 설계변경의 누적영향이 평가되어야 한다.

 마. 인구밀도·산업시설 및 교통시설(공항·도로 및 철로 등)을 포함한 원자로 시설 주변의 

특성

원자로시설 및 주변의 지리적 특성, 인구분포,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 및 인구

밀도에 관한 기술내용이 관련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원자로 시설의 안전운전에 영향

을 주거나 방사능 누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인접 산업시설 및 교통시설 등의 현황 

및 주요 변동사항이 관련 기준에 부합되게 제시되어야 한다. 

3. 검토절차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목록 및 안전등급 분류

발전소 현재의 물리적 상태를 반영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 목록의 안전등급 기기 분류 

등을 검토한다.

나. 설계기준문서의 적절성

구조물·계통·기기의 설계기준문서에 대한 적절성은 발전소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성분

석보고서(SAR) 개정 내용 및 인허가 관련문서 중심으로 검토한다.

다. 발전소 설계시 적용된 기술기준과 현행 기술기준 간의 차이

안전성평가보고서에 열거된 국내외 요건 및 기준, 검토 과정 중 확인된 요건 및 기준 등

과 발전소 설계시 적용된 요건 및 기준을 비교 검토한다. 

라. 심층방어 관점에서 취약하다고 확인된 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

심층방어의 변경사항은 누적영향에 대한 평가와 심층방어 단계의 독립성, 예방 및 완화

를 위한 안전기능 적절성을 검토하고,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다중성 및 

다양성 등을 검토한다. 또한 격납건물 등의 구조설계에 설계 및 사고관리 측면 등 심층

방어 개념이 고려되었는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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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인구밀도·산업시설 및 교통시설(공항·도로 및 철로 등)을 포함한 원자로 시설 주변의 

특성

원자로시설 및 주변의 지리적 특성과 인구분포에 관한 기초자료의 적절성을 검토하며, 

시간경과에 따른 인구·사회적인 변화를 포함하여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 및 

인구밀도에 대한 평가결과가 관련 기준에 부합되도록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검토한다. 

또한 원자로시설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주거나 방사능 누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인접 산업시설 및 교통시설(공항·도로 및 철도 등)의 현황 및 주요 변동 사항 등이 관

련 기준에 맞춰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검토한다.

4. 검토결과

검토자는 발전소 설계시 적용된 기술기준, 설계기준문서, 안전에 중요한 SSC의 목록 및 안

전등급 등이 평가시점의 유효한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토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6.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5호(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9호(원자로.21),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4. IAEA Safety Standards No. NS-G-2.10, “Periodic Safety Review of Nuclear Power 

Plants”

5. IAEA Specific Safety Guide No. SSG-25, “Periodic Safety Review for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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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기계재료평가실

지원부서 구조부지평가실

1.3 설계특성

1. 검토범위

본 안전평가지침은 경수로형 원전의 ‘평가대상 설비의 분류 및 선정’에 대해 원자력안전

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의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

항”,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

항”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대상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분류 및 선정은 실제 상태 

및 경년열화의 평가에 앞서 수행되어야 하며, 해당 경수로형 원전에 대한 대상설비의 분류

방법과 선정기준을 검토한다.

2. 검토기준

검토범위에 대한 기준은 대상설비의 분류 및 선정과 관련한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을 정의한다.

가. 대상설비의 분류방법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주기적안전성평가의 기준)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

조(주기적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기술기준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1]”에서는 “안전설비”, “안전에 중요

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정의와 “안전등급 및 규격”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한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으로 경수로형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5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되어 있다[2]. 주기적안전성평가의 경년열화 평가를 위한 대상설비 

분류방법 검토에 이들 관련규정을 참조한다.

나. 대상설비의 선정기준

국내 가동원전에 대한 주기적안전성평가 관련 법규의 모태가 되었던 IAEA의 주기적안전성

평가 안전지침[3]에 따르면 평가의 범위는 안전에 중요한 측면을 다루도록 요구하고 있다. 

“가”항에 따른 경수로형 원자로시설의 설비에 대한 분류로부터 안전등급(안전등급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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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3) 및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안전등급에 해당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를 평가대상 

설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검토절차

IAEA의 주기적안전성평가 안전지침을 포함한 국내의 해당 법령에 따르면 평가의 범위는 안

전에 중요한 측면을 다루도록 요구하고 있다. 평가항목인 “실제 상태”, “경년열화” 및 

“안전성능” 평가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에 중

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분류 및 선정에 다음의 검토절차를 고려한다.

가. 대상설비의 분류방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주기적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에서 규정한 기술기준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전설비”, “안전에 중

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정의와 “안전등급 및 규격”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다. 한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4-15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상설비의 분류

방법을 검토한다. 설비의 분류방법에 대한 검토를 위해 원전운영자의 해당 품질보증계획서

를 검토할 수 있다.

나. 대상설비의 선정기준

원자로시설에 대해 “가”항으로부터 분류된 “안전설비”,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해당하는 설비들을 평가대상에 포함하였는지 검토한다. 원자로시설에 대해서 

설계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품질정도를 분류,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검토할 

수 있다.

○ 안전성 등급(Safety-related Class, Q 등급) : 고장 또는 결함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

선 장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원자로 및 원자로의 안전에 관

련된 품목

○ 안전성 영향등급(Safety-impact Class, A 등급) : 고장 또는 결함발생시 안전성 등급 

품목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또는 전력설비의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대

규모의 복구 작업이 필요한 품목

○ 일반산업 등급(Industrial Standard, IS 등급) : Q-, A-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발전소

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도면 또는 각종 코드에 명시된 규격품 및 소방설비 보수

용 자재 등 국가검정품

4. 검토결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의 2호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및 7호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에서 기술하

고 있는 평가대상 설비의 분류 및 선정이 적절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요약 서술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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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대해 해당 검토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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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물·계통 및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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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구조부지평가실

지원부서 기계재료평가실

2.1 구조물

2.1.1 원자로 격납건물

1. 검토범위

본 안전평가지침은 경수로형 원전의 원자로 격납건물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

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의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안전성능

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원자로 격납건물에 대한 정보는 원전의 안전성분석보고서(SAR) 검토를 위한 

안전심사지침[1]과 부합하는 FSAR의 제3장 “구조물, 기기, 설비 및 계통의 설계”에 기술

되어 있다.

원자로 격납건물에 대한 기술기준, 성능을 포함한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기초로 경년열화와 성능의 평가, 관리에 대

한 사항을 검토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원자로 격납건물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이때 기술기준,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

한 정보들을 고려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원자로 격납건물의 각 부위에 대해 NUREG-1800[2], NUREG-1801[3]에 제시된 경년열화

를 포함하여 기존의 연구경험, 연구 등으로부터 알려져 있는 고유의 경년열화를 검토한

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검토자는 다음의 경년열화를 포함하여 “가”항으로부터 확인된 발생가능한 모든 경년

열화를 대상으로 원자로 격납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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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크리트 부위의 경년열화

동결융해, 공격적인 화학침해, 알칼리 골재반응, 매입강재의 부식으로 인한 재료손실

(파쇄, 박리)과 균열, 수산화칼슘의 용출과 공격적인 화학침해로 인한 공극률 및 침투

성(투수계수)의 증가, 매입강재의 부식으로 인한 부착력 손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콘

크리트 특성 저하 등이 콘크리트에서 발생할 수 있다. 구조물의 콘크리트 요소를 대

상으로 이들 경년열화에 기인한 영향을 검토한다.

(2) 침하에 기인한 균열, 비틀림 및 기기 응력 증가, 기초하부 투수콘크리트의 침식에 의

한 기초강도의 감소

원자로 격납건물의 침하로 인한 균열, 비틀림, 기기의 응력증가에 대한 관리상태를 

검토한다. 또한, 기초하부 투수콘크리트의 침식으로 인한 기초강도의 감소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한 영향을 검토한다. 

(3) 온도 상승에 기인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및 탄성계수의 저하

NUREG-1801에서는 구조물의 어떤 부분이 온도한계를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한 평가

를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온도상승으로 인한 강도 및 탄성계

수의 감소에 대하여 검토한다.

(4) 응력이완, 건조수축, 크리이프 및 고온에 의한 프리스트레싱 텐돈의 긴장력 변동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원자로 격납건물의 프리스트레싱 텐돈의 긴장력은 응력이

완, 건조수축, 크리이프 및 온도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

와 환경 조건의 변화에 따른 프리스트레싱 텐돈의 긴장력 변화를 평가한다. 

(5) 강재요소의 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및 반복하중과 응력부식에 의한 균열발생

원자로 격납건물의 텐돈, 정착앵커, 관통 슬리브 및 벨로우즈, 인원 및 장비출입구, 

라이너, 라이너 앵커, 일체형 부착물, 압력유지볼트 등의 강재요소는 부식에 의한 재

료손실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의 영향을 검토한다. 또한 관통 슬리브 및 벨로우즈 

등은 반복하중과 응력부식으로 인해 관통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VT-3 육안검사로

는 이러한 균열이 탐지되지 않을 수 있다. 원자로 격납건물의 관통슬리브, 관통 벨로

우즈에 대하여 이의 영향을 검토한다.

(6) 유기재료의 경년열화

원자로 격납건물 내의 유기재료(Epoxy Coating, Sealant, Seal)는 수분, 방사선, 고온, 

자외선 등의 영향으로 균열, 박리, 들뜸, 물성변화, 마모, 침식 등 열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 물질에 대한 경년열화 영향을 검토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원전운영자의 평가결과가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검토

자는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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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

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원자로 격납건물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의 제1항 및 제2항, 제63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원자로 격납건물과 관련된 원전운영자의 보수, 시험 및 검사의 수행계획, 수행방법 그리

고 수행결과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항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 관련 절차서에 대한 개정/관리의 체계성 

- 안전관련 운전・성능 변수의 취득 및 관리

- 운전・성능 변수의 경향분석 방법과 결과

- 운전・성능 변수와 안전계통 기능과의 연관성

- 안전계통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나 계통 운전자료 관리/분석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63조에 따른 성능분석 및 관리와 관련

하여 원자로 격납건물의 기밀성능을 포함한 성능관련 변수들을 확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의 유지상태와 그 경향을 검토한다. 또한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대하여 적절

한 성능을 유지하여 안전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2. 검토기준

원자로 격납건물의 검토범위에 대한 경년열화 및 안전성능의 평가, 관리와 관련한 검토기준 

또는 방법을 규정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원자로 격납건물에 대한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때 해당 기술기준,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에 대한 정보 등을 함께 고려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원자로 격납건물에 대한 경년열화의 검토는 NUREG-1800, NUREG-1801을 포함하여 선

행경험에 근거한 해당 경년열화의 발생조건 등을 참조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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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년열화의 평가

원자로 격납건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운전을 보증하기 위한 평가의 검

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때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

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도 검토에 고려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부위의 경년열화

검토자는 동결융해, 화학침해, 알칼리 골재반응, 매입강재의 부식 등으로 인한 재료손

실(파쇄, 박리)과 균열, 수산화칼슘의 용출과 화학침해로 인한 공극률 및 침투성(투수

계수)의 증가, 매입강재의 부식으로 인한 부착력 손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콘크리트 

특성 저하 등에 대한 구조물의 관리상태가 적절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원

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이 적절하여야 한다. ASME Code, Section XI, IWL[4], 

NUREG-1557[5], ACI 201.1R[6], ACI 201.2R[7], ACI 349.3R[8] 등을 참조한다.

(2) 침하에 기인한 균열, 비틀림 및 기기 응력 증가, 기초하부 투수콘크리트의 침식에 의

한 기초강도의 감소

원자로 격납건물의 침하량을 확인하는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과 기초하부 투수

콘크리트의 침식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이 적절하여야 한다. NRC IN 98-26[9]을 참조한

다.

(3) 온도 상승에 기인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및 탄성계수의 저하

콘크리트 구조물의 온도상승으로 인한 강도 및 탄성계수의 감소에 대하여 원전운영

자의 관리프로그램이 적절해야 한다. ASME Code, Section XI, IWL과 Section III, 

Division 2[11]의 CC-3400의 콘크리트 온도제한치를 참조한다.

(4) 응력이완, 건조수축, 크리이프 및 고온에 의한 프리스트레싱 텐돈의 긴장력 변동

시간경과 및 환경변화에 따른 원자로 격납건물 프리스트레싱 텐돈의 긴장력 감소를 

평가하는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이 적절하여야 한다. ASME Code, Section XI, 

IWL, Reg. Guide 1.35, 1.35.1, 1.90[4, 12-14]을 참조한다.

(5) 강재요소의 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및 반복하중과 응력부식에 의한 균열발생

텐돈, 정착앵커 등의 부식에 의한 재료손실과 관통 슬리브 및 벨로우즈, 인원 및 장

비출입구, 라이너, 라이너 앵커, 일체형 부착물, 압력유지볼트 등 강재요소의 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및 반복하중과 응력부식으로 인한 균열발생을 관리하기 위한 원전운

영자의 관리프로그램이 적절하여야 한다. 원자로 격납건물의 텐돈, 정착앵커의 부식

은 Reg. Guide 1.35[11] 및 ASME Code, Section XI, IWL, 기타 원자로 격납건물 강재

요소의 부식 및 균열발생에 대해서는 ASME Code, Section XI, IWE[14]의 지침 또는 

권고사항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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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기재료의 경년열화

원전의 가동년수 증가에 따라 원자로 격납건물 내의 유기재료의 열화현상을 평가하

고 해당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원전운영자의 유지관리 계획이 적절하여야 한

다. Reg. Guide 1.54[16], EPRI TR-109937[17], NRC IN 97-13[18]과 GL 98-4[19] 등을 

참조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전운영자의 평가내용에 대해 사안별로 확인,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원자로 격납건물에 대해 

발생 가능한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이 적절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나. 경년열화의 평가”에 기술된 

해당 경년열화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 등을 참조할 수 있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원자로 격납건물과 관련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검토에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의 제1항 및 제2항, 제41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제63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원자력안전법 제18조・제25조・제39조・제49조・제52조제4항・제58조・제67조・제82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자료의 취득뿐만 아니라 사고/고장시 원인분석을 위한 

운전기록과 관련한 기록사항, 기록시기 및 보존기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원자

로 격납건물에 대한 안전관련 운전자료의 선별 및 기록과 관련하여 관리체계의 적절성

과 그 이행실적을 검토하는데 이들 규정을 참조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1조,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

간의 경과에 따른 원자로 격납건물의 안전과 관련한 성능이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되어

야 하며, 그 관리상태도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 결과를 포

함하여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3. 검토절차

각 검토분야에 대해 다음의 검토절차를 적용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원자로 격납건물의 경년열화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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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해당 기술기준,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원자로 격납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년열화의 검토를 위해 원자로 격납건물의 재료 

및 운전환경을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를 포함하여 고유의 해당 경년열화의 

발생조건과 비교, 검토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이때 원자로 격납건물에 대한 국내

외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원자로 격납건물에 대한 평가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

에 관한 사항”에 기초하여 수행하며 해당 운전, 정비, 검사 및 시험 내역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콘크리트 부위의 경년열화

검토자는 “2. 검토기준”에 따라 원자로 격납건물에 대해 동결융해, 화학침해, 알칼

리 골재반응, 매입강재의 부식 등으로 인한 재료손실(파쇄, 박리)과 균열, 수산화칼슘

의 용출과 화학침해로 인한 공극률 및 침투성(투수계수)의 증가, 매입강재의 부식으로 

인한 부착력 손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콘크리트 특성 저하 등을 관리하기 위한 가동

중검사를 포함하여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 동결융해 : NUREG-1557에 기술된 바와 같이 부지의 풍화조건을 평가하여 풍화지

수가 일정기준을 넘을 경우 구조물의 콘크리트 배합설계에서 공기량과 물시멘트

비가 ACI 318-63(또는 그 이후) 또는 ACI 349-85(또는 그 이후)에 발효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 화학침해

- 지상층 : NUREG-1557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공격적인 환경(pH<5.5) 또는 정해진 

제한치(염화물>500ppm 또는 황화물>1,500ppm)를 초과하는 염화물 또는 황화물 

용액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는 경년열화 관리는 요구되지 않는다.

- 지하층(접근 불가능 지역) : 지표하 환경이 공격적인 환경인(pH<5.5, 염화

물>500ppm, 또는 황화물>1,500ppm) 경우에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

요하다. 만약 지표하 환경이 공격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는 요구되지 

않으며 지표하 수질은 주기적인 감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알칼리 골재반응 : 알칼리 골재반응은 NUREG-1557에 기술된 바와 같이 ASTM C 

295 또는 ASTM C 227에 따라 조사, 시험하여 평가한다. 잠재적으로 반응할 수 있

는 골재라 할지라도, 콘크리트가 ACI 201.2R에 따라 타설된 경우에는 콘크리트 부

위의 경년열화 평가과정에서 알칼리 골재 반응을 무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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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화칼슘의 용출 : NUREG-1557에 기술된 내용과 같이 유동하는 물에 노출되지 

않거나 유동하는 물에 노출되더라도 ACI 201.2R-77의 지침에 따라 콘크리트가 타

설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경년열화관리는 요구되지 않는다.

○ 매입강재의 부식

- 지상층 : NUREG-155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격적인 환경(콘크리트 pH<11.5 또

는 염화물 >500ppm)에 노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매입강재에서의 부식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다. 만약 공격적인 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낮은 물-

시멘트비(0.35~0.45), 적정한 공기연행(3~6%) 및 낮은 투수계수, ACI 318-63(또는 

그 이후) 또는 ACI 349-85(또는 그 이후)에 따라 설계되었을 경우 부식관리는 요

구되지 않는다.

- 지하층(접근 불가능 지역) : 지표하 환경이 공격적인 환경인(pH<5.5, 염화

물>500ppm, 또는 황화물>1,500ppm) 경우에는 해당 관리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 

경우는 지표하 콘크리트에 대한 표본시험이 관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만

약 지표하 환경이 공격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가 요구되지 않으며 지

표하 수질은 주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침하에 기인한 균열, 비틀림 및 기기 응력 증가, 기초하부 투수콘크리트의 침식에 의

한 기초강도의 감소

원자로 격납건물의 침하량을 확인하는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 때 초기 십년정도 동안 침하가 명백히 발생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침하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을 중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하수 배수계통이 침하

조절에 영향을 주는 경우 검토자는 지하수 배수계통의 적절한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

다. 또한 검토자는 기초하부 투수콘크리트의 침식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이때 NRC IN 98-26의 지침 또는 권고사항을 참조한다.

(3) 온도상승에 기인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및 탄성계수의 저하

원전운영자의 ASME Code, Section XI, IWL에 따른 가동중검사 만으로는 상승온도에 

의한 강도와 계수의 손실확인이 어렵다. 검토자는 원자로 격납건물에 대해 ASME 

Code, Section III, Division 2, CC-3400의 콘크리트 온도제한치를 참조하여 구조물의 

운전환경 및 그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다.

(4) 응력이완, 건조수축, 크리이프 및 고온에 의한 프리스트레싱 텐돈의 긴장력 변동

원자로 격납건물의 시간경과 및 환경변화에 따른 프리스트레싱 텐돈의 긴장력 변동

을 평가하는 가동중검사 등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때 ASME Code, Section XI, IWL, Reg. Guide 1.35, 1.35.1, 1.90[4, 12-14]의 지침 또

는 권고사항을 참조하여 프리스트레싱 계통의 텐돈 긴장력 감소 추세를 분석하여 원

자로 격납건물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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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재요소의 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및 반복하중과 응력부식에 의한 균열발생

검토자는 텐돈, 정착앵커의 부식에 의한 재료손실과 관통 슬리브 및 벨로우즈, 인원 

및 장비출입구, 라이너, 라이너 앵커, 일체형 부착물, 압력유지볼트 등 강재요소들의 

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및 반복하중과 응력부식으로 인한 균열발생을 관리하는 가동

중검사 등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때 원자로 격납

건물 텐돈, 정착앵커의 부식은 Reg. Guide 1.35, 1.35.1 및 ASME Code, Section XI, 

IWL, 기타 격납용기 강재요소의 부식 및 균열발생에 대해서는 ASME Code, Section 

XI, IWE의 지침 또는 권고사항을 참조한다.

(6) 유기재료의 경년열화

원전의 가동년수 증가에 따라 원자로 격납건물 내부의 유기재료의 열화현상을 평가

하고 해당 기능의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가동중검사 등을 포함하여 원전운영자의 유

지관리 계획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때 NRC IN 97-13과 GL 98-4, Reg. Guide 

1.54 rev.3, EPRI TR-109937을 참조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경년열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평가경험

을 참조하여 검토, 적용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원자로 격납건물의 실

제 상태,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와 관련한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원자로 격납건물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의 제1항 및 제2항, 제63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에 따라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원자로 격납건물의 시험, 검사 및 정비 분석과 관련한 각종 절차서의 체계성, 시험 계획

/수행/결과의 관리체계, 시험결과의 분석 및 후속조치 등을 검토한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부여된 운전 및 성능 상태 유지와 관련한 성능의 추이 및 경향, 설비 및 설계 변경 등을 

통한 안전성 개선활동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발전용 원자로는 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 확인, 기기의 성능저하 예측, 예방정비 또는 고

장 발생시 원인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발전소 상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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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위한 운전변수의 취득,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운전자료에는 실시간으로 취득, 관

리되는 운전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검토자는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행된 원자로 격납건물의 안

전과 관련한 성능변수에 대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과 그 관리상태를 검토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과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4. 검토결과

본 지침의 각 조항에 따른 검토를 통해 원자로 격납건물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결

과를 기술한다. 또한, 경년열화와 성능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적절성,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걸쳐 해당 고유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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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구조부지평가실

지원부서 기계재료평가실

2.1.2 안전관련 구조물

1. 검토범위

본 안전평가지침은 원자로 격납건물을 제외한 안전관련 구조물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시행

규칙 제20조(주기적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의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인 “안전

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관련 구조물에 대한 정보는 원전의 안전성분석보고서(SAR) 검토

를 위한 안전심사지침[1]과 부합하는 FSAR의 제3장 “구조물, 기기, 설비 및 계통의 설계”

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관련 구조물에 대한 기술기준, 성능을 포함한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기초로 경년열화와 성능의 평가, 관리에 대

한 사항을 검토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안전관련 구조물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이때 기술기준,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

한 정보들을 고려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안전관련 구조물의 각 부위에 대해 NUREG-1800[2], NUREG-1801[3]에 제시된 경년열화

를 포함하여 기존의 운전경험, 연구 등으로부터 알려져 있는 고유의 경년열화들에 대해 

검토한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검토자는 다음의 경년열화를 포함하여 “가”항으로부터 확인된 발생가능한 모든 경년

열화를 대상으로 안전관련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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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크리트 부위의 경년열화

동결융해, 공격적인 화학침해, 알칼리 골재반응, 매입강재의 부식으로 인한 재료손실

(파쇄, 박리)과 균열, 수산화칼슘의 용출과 공격적인 화학침해로 인한 공극률 및 침투

성(투수계수)의 증가, 매입강재의 부식으로 인한 부착력 손실 등이 콘크리트에서 발생

할 수 있다. 구조물의 콘크리트 요소를 대상으로 이들 경년열화에 기인한 영향을 검

토한다.

(2) 침하에 기인한 균열, 비틀림 및 기기 응력 증가, 기초하부 투수콘크리트의 침식에 의

한 기초강도의 감소

콘크리트 구조물 및 강구조물의 침하로 인한 균열, 비틀림, 기기의 응력증가에 대한 

관리상태를 검토한다. 또한, 기초하부 투수콘크리트의 침식으로 인한 기초강도의 감

소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한 영향을 검토한다. 

(3) 온도 상승에 기인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및 탄성계수의 저하

NUREG-1801에서는 구조물의 어떤 부분이 온도한계를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온도상승으로 인한 강도 및 탄성계수

의 감소에 대하여 검토한다.

(4) 강재요소의 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및 강구조물의 강재연결부와 정착부의 경년열화

안전관련 구조물의 강재요소는 부식에 의한 재료손실이 일어날 수 있으며 콘크리트 

탱크의 강재라이너 및 강재 탱크, 고장력 구조용 볼트 등은 응력부식으로 인한 균열

생성・성장 및 재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의 영향을 검토한다. 또한 강구조

물의 강재 사이의 연결부와 정착부의 경년열화 및 구조용 볼트의 자기풀림으로 인한 

예비하중 감소로 인하여 구조적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의 영향을 검토한다.

(5) 조적벽의 경년열화

안전관련 구조물의 조적벽에는 구속장치, 건조수축, 크리이프, 공격적인 환경, 동결융

해에 의한 박리, 박피 등의 재료 손실 등에 의하여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의 

영향을 검토한다.

(6) 핵연료(신연료 및 사용후 연료) 저장대의 경년열화

사용후연료저장대는 수중환경에 놓여있으므로 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응력부식으로 

인한 균열생성・성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의 영향을 검토한다. 또한 대기환경에 

있는 신연료저장대도 부식에 의한 재료손실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의 영향을 검토

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원전운영자의 평가결과가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았을 경우 검토

자는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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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

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안전관련 구조물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41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제63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안전관련 구조물과 관련된 원전운영자의 보수, 시험 및 검사의 수행계획, 수행방법 그리

고 수행결과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항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 관련 절차서에 대한 개정/관리의 체계성 

- 안전관련 운전・성능 변수의 취득 및 관리

- 운전・성능 변수의 경향분석 방법과 결과

- 운전・성능 변수와 안전계통 기능과의 연관성

- 안전계통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나 계통 운전자료 관리/분석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63조 등에 따라 안전관련 구조물의 

성능과 관련된 변수들을 확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의 유지상태와 그 경향을 검

토한다. 또한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대하여 적절한 성능을 유지하여 안전운전이 가능

한지 확인한다.

2. 검토기준

안전관련 구조물의 검토범위에 대한 경년열화 및 안전성능의 평가, 관리와 관련한 검토기준 

또는 방법을 규정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안전관련 구조물에 대한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때 해당 기술기준,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에 대한 정보 등을 함께 고려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안전관련 구조물에 대한 경년열화의 검토는 NUREG-1800, NUREG-1801을 포함하여 선

행경험에 근거한 해당 경년열화의 발생조건 등을 참조하여 수행한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안전관련 구조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운전을 보증하기 위한 평가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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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때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

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도 검토에 고려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부위의 경년열화

검토자는 동결융해, 화학침해, 알칼리 골재반응, 매입강재의 부식 등으로 인한 재료손

실(파쇄, 박리)과 균열, 수산화칼슘의 용출과 화학침해로 인한 공극률 및 침투성(투수

계수)의 증가, 매입강재의 부식으로 인한 부착력 손실 등에 대한 구조물의 관리상태

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원전운영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NUREG 1552[4], 

1557[5], ACI 201.2R[6], ACI 349.3R[7], Reg. Guide 1.127[8], Reg. Guide 1.160[9]을 참

조한다.

(2) 침하에 기인한 균열, 비틀림 및 기기 응력 증가, 기초하부 투수콘크리트의 침식에 의

한 기초강도의 감소

구조물의 침하량을 확인하는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과 기초하부 투수콘크리트의 

침식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이 적절해야 한다. NRC IN 98-26[10]을 참조한다.  

(3) 온도 상승에 기인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및 탄성계수의 저하

콘크리트 구조물의 온도상승으로 인한 강도 및 탄성계수의 감소에 대하여 원전운영

자의 관리프로그램이 적절해야 한다. ACI 349[11]의 콘크리트 온도제한치를 참조한다.

(4) 강재요소의 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및 강구조물의 강재연결부와 정착부의 경년열화

안전관련 구조물 강재요소의 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콘크리트 탱크의 강재라이너 및 

강재 탱크, 고장력 구조용 볼트 등의 응력부식균열로 인한 균열발생 및 재료 손실, 

강구조물의 강재 사이의 연결부와 정착부의 경년열화 및 구조용 볼트의 자기풀림으

로 인한 예비하중 감소로 인한 구조적 기능 저하 현상 등을 관리하기 위한 원전운영

자의 관리프로그램이 적절해야 한다. 만일 보호코팅이 경년열화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에는 경년열화 관리 프로그램에는 보호코팅을 감시하고 유지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한다. ACI 349.3R, ANSI/ASCE 11-90[12] 및 EPRI NP- 5380[13], Reg. Guide 

1.54[14]를 참조한다. 

(5) 조적벽의 경년열화

안전관련 구조물 조적벽의 구속장치, 건조수축, 크리이프, 공격적인 환경, 동결융해에 

의한 박리, 박피 등의 재료 손실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을 관리하기 위한 원전운영자

의 관리프로그램이 적절하여야 한다. NUREG-1557, NRC IN 87-67[18], IEB 80-11[19]

을 참조한다.

(6) 핵연료(신연료 및 사용후 연료) 저장대(storage rack)의 경년열화

수중환경에 놓여있는 사용후연료저장대와 대기환경에 있는 신연료저장대의 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및 응력부식으로 인한 균열생성・성장 등을 관리하기 위한 원전운영

자의 관리프로그램이 적절하여야 한다.

- 49 -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전운영자의 평가내용에 대해 사안별로 확인,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안전관련 구조물에 대

해 발생 가능한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

열화 관리방안이 적절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나. 경년열화의 평가”에 

기술된 해당 경년열화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 등을 참조할 수 있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안전관련 구조물과 관련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검토에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63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원자력안전법 제18조・제25조・제49조・제58조・제67조・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자료의 취득뿐만 아니라 

사고/고장시 원인분석을 위한 운전기록과 관련한 기록사항, 기록시기 및 보존기간에 대

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안전관련 구조물에 대한 운전자료의 선별 및 기록과 관련하

여 관리체계의 적절성과 그 이행실적을 검토하는데 이들 규정을 참조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간의 경과에 따

른 구조물의 안전과 관련한 성능이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며, 그 관리상태도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3. 검토절차

각 검토분야에 대해 다음의 검토절차를 적용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안전관련 구조물의 경년열화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이때 해당 기술기준,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구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년열화의 검토를 위해 해당 안전관련 구조물의 재료 및 

운전환경에 대해 NUREG-1800, NUREG-1801을 포함하여 고유의 해당 경년열화의 발생

조건과 비교, 검토하였는지 확인한다. 이때 구조물에 대한 국내외의 운전경험과 연구결

과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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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년열화의 평가

안전관련 구조물에 대한 평가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

에 관한 사항”에 기초하여 수행하며 해당 운전, 정비, 검사 및 시험 내역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콘크리트 부위의 경년열화

검토자는 “2. 검토기준”에 따라 구조물에 대해 동결융해, 화학침해, 알칼리 골재반

응, 매입강재의 부식 등으로 인한 재료손실(파쇄, 박리)과 균열, 수산화칼슘의 용출과  

화학침해로 인한 공극률 및 침투성(투수계수)의 증가, 매입강재의 부식으로 인한 부

착력 손실 등을 관리하기 위한 가동중검사를 포함하여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 동결융해 : NUREG-1557에 기술된 바와 같이 부지의 풍화조건을 평가하여 풍화지

수가 일정기준을 넘을 경우 구조물의 콘크리트 배합설계에서 공기량과 물시멘트

비가 ACI 318-63(또는 그 이후) 또는 ACI 349-85(또는 그 이후)에 발효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 화학침해

- 지상층 : NUREG-1557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공격적인 환경(pH<5.5) 또는 정해진 

제한치(염화물>500ppm 또는 황화물>1,500ppm)를 초과하는 염화물 또는 황화물 

용액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만약 공격적인 환경에 노출된 경우라도 강재가 매입

된 콘크리트가 낮은 물-시멘트비(0.35~0.45), 적정한 공기연행(3~6%), 낮은 투수계

수를 가지고 있고 ACI 318-63(또는 그 이후) 또는 ACI 349-85(또는 그 이후)에 따

라 설계되었을 경우는 경년열화관리는 요구되지 않는다.

- 지하층(접근 불가능 지역) : 지표하 환경이 공격적인 환경인(pH<5.5, 염화물>500 

ppm, 또는 황화물>1,500ppm) 경우에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만약 지표하 환경이 공격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는 요구되지 않으며 

지표하 수질은 주기적인 감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알칼리 골재반응 : 알칼리 골재반응은 NUREG-1557에 기술된 바와 같이 ASTM C 

295 또는 ASTM C 227에 따라 조사, 시험하여 평가한다. 잠재적으로 반응할 수 있

는 골재라 할지라도, 콘크리트가 ACI 201.2R에 따라 타설된 경우에는 콘크리트 부

위의 경년열화 평가과정에서 알칼리 골재 반응을 무시할 수 있다.

○ 수산화칼슘의 용출 : NUREG-1557에 기술된 내용과 같이 유동하는 물에 노출되지 

않거나 유동하는 물에 노출되더라도 ACI 201.2R-77의 지침에 따라 콘크리트가 타

설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경년열화관리는 요구되지 않는다.

○ 매입강재의 부식

- 지상층 : NUREG-155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격적인 환경(콘크리트 pH< 11.5 또

는 염화물 > 500ppm)에 노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매입강재에서의 부식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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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은 크지 않다. 만약 공격적인 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낮은 물-

시멘트비(0.35~0.45), 적정한 공기연행(3~6%) 및 낮은 투수계수, ACI 318-63(또는 

그 이후) 또는 ACI 349-85(또는 그 이후)에 따라 설계되었을 경우 부식관리는 요

구되지 않는다.

- 지하층(접근 불가능 지역) : 지표하 환경이 공격적인 환경인(pH<5.5, 염화물 >500 

ppm, 또는 황화물>1,500ppm) 경우에는 해당 관리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 경우는 

지표하 콘크리트에 대한 표본시험이 관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지표

하 환경이 공격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가 요구되지 않으며 지표하 수

질은 주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침하에 기인한 균열, 비틀림 및 기기 응력 증가, 기초하부 투수콘크리트의 침식에 의

한 기초강도의 감소

구조물의 침하량을 확인하는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 때 초기 십년정도 동안 침하가 명백히 발생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침하

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을 중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하수 배수계통이 침하조절에 영

향을 주는 경우 검토자는 지하수 배수계통의 적절한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검토자는 기초하부 투수콘크리트의 침식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이 때 NRC IN 98-26의 지침 또는 권고사항을 참조한다.  

(3) 온도상승에 기인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및 탄성계수의 저하

검토자는 ACI 349-85 App. A의 콘크리트 온도제한치를 참조하여 구조물의 운전환경 

및 그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다.

(4) 강재요소의 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및 강구조물의 강재연결부와 정착부의 경년열화

안전관련 구조물 강재요소의 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콘크리트 탱크의 강재라이너 및 

강재 탱크, 고장력 구조용 볼트 등의 응력부식으로 인한 균열발생 및 재료 손실, 강

구조물의 강재 사이의 연결부와 정착부의 경년열화 및 구조용 볼트의 자기풀림으로 

인한 예비하중 감소로 인한 구조적 기능 저하를 관리하는 가동중검사를 포함하여 원

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또한 보호코팅의 감시 및 유지

관리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때 ACI 349.3R, ANSI/ASCE 11-90, EPRI 

NP-5380, Reg. Guide 1.54를 참조한다.

(5) 조적벽의 경년열화

안전관련 구조물 조적벽의 구속장치, 건조수축, 크리이프, 공격적인 환경, 동결융해에 

의한 박리, 박피 등의 재료 손실 등에 의한 균열 발생을 관리하는 가동중검사를 포함

하여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때 NUREG-1557, NRC 

IN 87-67, IEB 80-11을 참조한다.

(6) 핵연료(신연료 및 사용후 연료) 저장대의 경년열화

검토자는 “2. 검토기준”에 따라 수중환경에 놓여있는 사용후연료저장대와 대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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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신연료저장대의 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및 응력부식균열의 생성・성장 및 재

료 손실 등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 사용후연료저장대 : 수중환경에 놓여있는 사용후연료저장대의 부식에 의한 재료손

실 및 응력부식균열로 인한 균열생성・성장 및 재료 손실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것

으로 수질관리를 포함한 관리프로그램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 신연료저장대 : 신연료저장대에 대한 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등 관리프로그램의 적

절성을 검토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경년열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평가경험

을 참조하여 검토, 적용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안전관련 구조물의 실

제 상태,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에 대한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안전관련 구조물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41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제63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안전관련 구조물의 시험, 검사 및 정비 분석과 관련한 각종 절차서의 체계성, 시험 계획

/수행/결과의 관리체계, 시험결과의 분석 및 후속조치 등을 검토한다. 또한 설계단계에

서 부여된 운전 및 성능 상태 유지와 관련한 성능의 추이 및 경향, 설비 및 설계 변경 

등을 통한 안전성 개선활동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발전용 원자로는 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 확인, 기기의 성능저하 예측, 예방정비 또는 고

장 발생시 원인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발전소 상황의 관리 

등을 위한 운전변수의 취득, 관리가 필요하다. 검토자는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63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수행된 구조물의 안전과 관련한 성능변

수에 대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과 그 관리상태를 검토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

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과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

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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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결과

본 지침의 각 조항에 따른 검토를 통해 안전관련 구조물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결

과를 기술한다. 또한, 경년열화와 성능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적절성,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걸쳐 해당 고유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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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기계재료평가실

지원부서

2.2 원자로

2.2.1 원자로압력용기

본 안전평가지침은 원자로압력용기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

가의 세부내용)제1항의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원자

로압력용기는 상부 덮게 및 플렌지, 덮게 스터드 집합체, 하부/중간/상부 쉘, 1차 냉각재 노

즐 및 하부 덮게 등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정보는 원전의 안전성분석보고서(SAR) 검토를 

위한 안전심사지침(SRG)[1]과 부합하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의 제5장 “원자로냉각

재계통 및 관련 계통”에 기술되어 있다.

원자로압력용기에 대한 기술기준, 성능을 포함한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

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기초로 경년열화와 안전성능의 평가,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원자로압력용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검토

자는 기술기준,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

한 정보들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원자로압력용기의 각 부위에 대해 ASME Code Sec. III Appendix W[2], NUREG-1800[3], 

NUREG-1801[4]에 제시된 경년열화 현상 또는 기구를 포함하여 기존의 연구경험, 연구 

등으로부터 알려져 있는 고유의 경년열화 현상 또는 기구를 검토한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검토자는 다음의 경년열화를 포함하여 “가”항으로부터 확인된 발생 가능한 경년열화

기구를 대상으로 원자로압력용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1) 피로에 의한 누적피로손상

원자로압력용기는 ASME Code Sec. III에 따라 Class 1 기기로 분류되며 예상 과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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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를 기초로 과도상태 하중을 고려하여 피로해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누적피로사용

계수(CUF: Cumulative Usage Factor)가 1.0이하 이어야 한다. 

(2) 중성자 조사취화에 의한 파괴인성의 저하

발전소 가동기간 중 발생하는 원자로압력용기 중성자 조사는 원자로압력용기 노심대 

영역 페라이트강의 파괴인성을 감소시킨다. 정상 및 비정상 운전 상태에서 원자로압력

용기의 취성파괴 방지를 위한 충분한 파괴인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중성

자 조사량, 조사후 무연성천이온도(ART: Adjusted Reference Temperature), 최대흡수에

너지(USE: Upper Shelf Energy), 가압열충격(PTS: Pressurized Thermal Shock) 및 압력-

온도 제한곡선(P-T limit curve: Pressure and Temperature limit curve)의  변화에 따른 

원자로압력용기 건전성을 검토한다.

(3) 응력부식에 의한 균열발생 및 성장

응력부식균열은 인장응력과 부식 환경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응력부식균열에 민감한 

재료에서 균열이 발생, 성장하는 경년열화 현상이다. 각 재료별로 응력부식균열이 발생

할 수 있는 고유의 환경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탄소강보다는 보호피막을 형성하고 있

는 스테인리스강 및 Ni-계 합금 등에서 발생하기 쉽다. 원자로압력용기의 각 부위별 

재료, 운전환경 및 하중상태를 고려하여 응력부식균열의 발생가능성과 그 영향을 검토

한다.

(4) 일반부식(붕산부식) 및 마모에 의한 재료의 손실

원자로압력용기의 덮개 헤드, 스터드 집합체, 하부 헤드에서의 붕산부식, 상부 덮개 플

랜지, 스터드 집합체 및 용기 플랜지 부위에서의 마모에 의한 재료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원자로압력용기의 각 부위별 재료, 운전환경 및 하중상태를 고려하여 붕산부

식 및 마모에 의한 재료의 손실 발생가능성과 그 영향을 검토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원전운영자의 평가결과가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검토

자는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

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B. 안전성능의 평가 및 관리

원자로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제41조(시험·감시·검

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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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원자로압력용기와 관련된 원전운영자의 보수, 시험 및 검사의 수행계획, 수행방법 그리

고 수행결과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항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 관련 절차서에 대한 개정/관리의 체계성 

- 안전관련 운전・성능 변수의 취득 및 관리

- 운전・성능 변수의 경향분석 방법과 결과

- 운전・성능 변수와 안전계통 기능과의 연관성

- 안전관련 계통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나 계통 운전자료 관리/분석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관련 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1조, 제41조 및 제63조 등에 따라 관

리되는 원자로압력용기 재질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물성변화 등을 포함한 성능관련 변

수들을 확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의 유지상태와 그 경향을 검토한다. 또한 향후 

10년의 가동기간 동안 적절한 성능을 유지하여 안전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2. 검토기준

원자로압력용기의 경년열화 및 안전성능의 평가, 관리와 관련된 검토기준 또는 방법은 다음

과 같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원자로압력용기에 대한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때 해당 기술기준,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함께 고려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원자로압력용기에 대한 경년열화의 검토는 ASME Code, Sec. III Appendix W를 포함하여 

선행경험에 근거한 해당 경년열화의 발생조건 등을 참조하여 수행한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원자로압력용기가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전될 수 있음을 보증하는 안전성평가에 대

한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성평가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발전소 운전경

험 및 연구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도 검토에 고려한다.

 

(1) 피로에 의한 누적피로손상

ASME Code Sec.III NB요건에 따라 설계 또는 해석된 원자로압력용기의 피로에 의한 누

적피로손상 평가는 아래에 제시된 세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평가방법 (1) : 기존의 평가결과가 평가기간에 대해서 유효함을 입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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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기간 동안 예상 과도상태 발생횟수가 설계시 고려된 과도상태 횟수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설계 CUF 계산결과가 유효하다.

○ 평가방법 (2) : 평가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재평가하는 방법

안전성평가기간 동안 예상과도상태 발생횟수를 예측하여, CUF를 평가하고 코드에

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1.0 이하로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 평가방법 (3) : 피로에 의한 영향을 평가기간에 걸쳐 적절히 관리하는 방법.

안전성평가기간 동안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기기의 압력 및 온도 과도상태의 횟수

를 감시하여 피로에 의한 영향을 평가기간에 걸쳐 적절히 관리한다. 이에 대한 검

토기준으로 NUREG-1801[4]을 참조할 수 있다.

(2) 중성자 조사취화에 의한 파괴인성의 저하

중성자 조사로 인한 원자로압력용기의 파괴인성치 감소 관리를 위한 중성자 조사량, 

조사후 무연성천이온도(ART), 최대흡수에너지(USE) 평가, 가압열충격 기준온도(RTPTS) 

평가 및 압력-온도 제한곡선 평가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 중성자 조사량 : 10CFR Part 50, App. H[5]에서는 원자로압력용기의 운영허가 만

료 시점의 최대 중성자 조사량이 1017n/cm2 (E>1MeV)를 넘지 않거나 원자로압력용

기 노심대 재료에 대해 ASTM E185 기준에 따른 감시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 조사후 무연성천이온도(ART) : USNRC Reg. Guide 1.99[6]에서는 발전소 운영허가 

만료시점에서 원자로압력용기의 벽두께 1/4 위치의 기준 무연성천이온도(ARTNDT)

가 93.3℃(2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 최대흡수에너지(USE) : 10CFR Part 50, App. G[7], Paragraph IV.A.1에서는 원자로

용기 노심대 재료에 대해 규제기관이 다른 승인을 하지 않는 한 원자로용기의 수

명에 걸쳐 68J(50ft-lb) 이상의 샤르피 최대흡수에너지를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

다.

○ 가압열충격(PTS) : 가압경수로의 경우에 10CFR Part 50.61[8]에서는 규제기관이 다

른 승인을 하지 않는 한 운영허가 만료 시점에서 원자로용기 노심대 재료에 대한 

기준온도 RTPTS가 PTS 허용기준(축방향 용접부는 132.2℃(270℉) 이하, 원주방향 

용접부는 148.9℃(300℉) 이하) 보다 작게 유지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압력-온도 제한곡선 : 10CFR Part 50, App. G paragraph IV.A.2에서는 원자로압력

용기의 압력 및 온도가 정상 및 비정상운전을 포함하여 설정된 압력-온도 제한곡

선 이내로 유지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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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력부식에 의한 균열발생 및 성장

원자로압력용기에 대해 부식억제를 위한 수질관리, 균열발생 및 성장을 탐지하기 위

한 가동중검사 등 응력부식균열 관리를 위한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적절

성을 평가한다.  

(4) 일반부식(붕산부식) 및 마모에 의한 재료의 손실

원자로압력용기에 대해 붕산부식 및 마모에 의한 재료손실을 관리하기 위한 가동중검

사 등 원전운영자의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원전운영자의 평가내용에 대해 사안별로 확인 

및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원자로압력용기에서 발

생 가능한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이 적절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나. 경년열화의 평가”에 기술

된 해당 경년열화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 등을 참조할 수 있다.

B. 안전성능의 평가 및 관리

원자로압력용기와 관련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검토에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제41조(시험·감시·

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5조(기록과 비치)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8조・제25조・제39

조・제49조・제52조제4항・제58조・제67조・제82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제3

항・제1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는 원자로시설의 검사 및 운전기록에 대한 기록사항, 기록시기 및 보존기간에 대한 규정

하고 있다. 원자로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관련 운전자료의 선별 및 기록과 관련하여 관리

체계의 적절성과 이행실적을 검토하는데 규정을 참조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1조, 제41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원자로압력용기의 안전과 관련한 성능이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며, 그 관리상태도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 결

과를 포함하여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며 원자로압력용기 감

시시험과 관련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4호(원자로.14)[9]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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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절차

각 검토분야에 대해 다음의 검토절차를 적용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원자로압력용기의 경년열화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이때 해당 기술기준,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원자로압력용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년열화의 검토를 위해 ASME Code, Sec. III 

Appendix W를 참조하여 고유의 해당 경년열화의 발생조건과 비교, 검토 내용이 적절한

지 확인한다. 이때 원자로압력용기에 대한 국내외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원자로압력용기에 대한 평가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

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에 기초하여 수행하며 해당 운전, 정비, 검사 및 시험 내역과 그 결과에 대

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피로에 의한 누적피로손상

누적피로손상에 대한 평가는 원전운영자가 선택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의 해당 검토

를 수행한다.

○ 평가방법 (1) : 검토자는 안전성평가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예상되는 운전과도 횟수

가 기존 설계 CUF 계산 시 적용된 설계과도상태 목록 및 횟수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 평가방법 (2) : 검토자는 안전성평가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예측한 과도상태 목록과 

횟수가 적절한지 확인한다. 예측 과도상태 횟수를 포함하여 CUF를 재계산하고 

1.0 이하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 평가방법 (3) : 검토자는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이 NUREG-1801에 제시된 방

법에 따라 구성되었는지 확인한다. 또한 원전운영자가 해당 관리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피로에 의한 누적피로손상을 평가하였는지 확인한다. 

(2) 중성자 조사취화에 의한 파괴인성의 저하

중성자 조사로 인한 파괴인성치의 감소 관리를 위한 중성자 조사량, 조사후 기준 무

연성천이온도, 최대흡수에너지 평가, 가압열충격 평가 및 압력-온도 제한곡선 평가의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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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성자 조사량 :  원자로 용기의 설계수명 만료 시점에서, 최대 중성자 조사량 허

용기준(1017n/cm2, E>1MeV)을 만족하거나, 또는 원자로용기 노심대 재료에 대해 

ASTM E185 기준에 따른 감시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확인한다. 

○ 조사후 무연성천이온도(ART) : 발전소 운영허가 만료 시점에서 누적된 중성자 조

사에 따른 무연성천이온도(ART)가 93.3℃(2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 최대흡수에너지(USE) : 원자로용기 노심대 재료에 대해 원자로용기의 수명에 걸쳐 

68J(50ft-lb) 이상의 샤르피 최대흡수에너지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 가압열충격(PTS) : 운영허가 만료 시점에서 원자로 용기 노심대 재료에 대한 기준

온도 RTPTS가 PTS 허용기준(축방향 용접부는 132.2℃(270℉) 이하, 원주방향 용접

부는 148.9℃(300℉) 이하) 보다 작게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 압력-온도 제한곡선(P-T limit curve) : 원자로압력용기가 정상 및 비정상운전 동

안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압력-온도 제한곡선의 평가되고 변경 관리가 적절히 유

지되는지 확인한다.

(3) 응력부식에 의한 균열발생 및 성장

원자로압력용기의 확인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및 Ni-계 합금 부위에 대해 응

력부식균열의 관리를 위한 발전소 해당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NUREG-1801

에서 권고하고 있는 관리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검토하고 발전소의 해당 관리프로그

램이 응력부식균열을 관리하는데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일반부식(붕산부식) 및 마모에 의한 재료의 손실

원자로압력용기의 붕산부식 및 마모의 발생 가능부위에 대한 재료손실 상태와 해당 

관리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검토자는 원전운영자의 해당 경년열화 프로그램

의 유효성에 대해 사안별로 검토를 수행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경년열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평가경

험을 참조하여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원자로압력용기의 실제 

상태,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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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안전성능의 평가 및 관리

원자로압력용기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 내용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

수) 및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에 따라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원자로압력용기의 시험, 검사 및 정비 분석과 관련한 각종 절차서의 적합 여부, 시험관

리체계(계획수립, 시험수행, 시험결과 관리), 시험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 등을 검토한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부여된 운전 및 성능 상태 유지와 관련한 성능의 추이 및 경향, 설비 

및 설계 변경 등을 통한 안전성 개선활동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발전용 원자로는 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 확인, 기기의 성능저하 예측, 예방정비 또는 고

장 발생시 원인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발전소 상황의 관리 

등을 위한 운전변수의 취득, 관리가 필요하다. 검토자는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1조, 제41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행된 원자로압력용기

의 안전관련 성능변수에 대한 기록내용 및 상태를 검토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과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

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과 관련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4호(원자로.14)에 따라 성능의 유지 및 관리상태 적절한지 검토한다.

4. 검토결과

본 검토지침의 각 조항에 따른 검토로부터 원자로압력용기에 대하여 안전성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을 포함하여 경년열화와 성능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적절성,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걸쳐 해당 고유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결

과를 검토 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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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기계재료평가실

지원부서

2.2.2 원자로 내부구조물

1. 검토범위

본 안전평가지침은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

평가의 세부내용) 제1항의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원자

로 내부구조물은 상부내부구조물 집합체, 노심지지통, 하부내부구조물 집합체 등을 포함하

며, 이에 대한 정보는 원전의 안전성분석보고서(SAR) 검토를 위한 안전심사지침(SRG)[1]과 

부합하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의 3.9.2절(동적 시험 및 해석), 3.9.5절(원자로 내부구

조물) 및 제5장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관련 계통”에 기술되어 있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기술기준, 성능을 포함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실제 상태를 확인

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기초로 경년열화와 

성능의 평가,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기술기준,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각 부위에 대해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2], 

NUREG-1800[3], NUREG-1801[4]에 제시된 경년열화 현상 또는 기구를 포함하여 기존의 

연구경험, 연구 등으로부터 알려져 있는 고유의 경년열화 현상 또는 기구를 검토한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검토자는 다음의 경년열화기구를 포함하여 “가”항으로부터 확인된 발생가능한 모든 

경년열화기구를 대상으로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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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력부식균열에 의한 균열 발생 및 성장 

응력부식균열은 인장응력과 부식환경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민감한 재료에서 균열이 

발생, 성장하는 경년열화 현상이다. 각 재료별로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유

의 환경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탄소강보다는 보호피막을 형성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강 등에서 발생하기 쉽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각 부위별 재료, 운전환경 및 하중상

태를 고려하여 응력부식균열의 발생가능성과 그 영향을 검토한다.

(2) 조사응력부식균열에 의한 균열 발생 및 성장

조사응력부식균열 평가는 중성자 조사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건전성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노심대 주요 영역의 중성자 조사량을 예측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각 중성자 조사량을 고려하여 조사응력부식균열의 발생가능성과 그 영향을 검토한다.

(3) 마모에 의한 재료손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중성자속 검출기 안내관, 노심지지동체, 연료정렬판, 제어봉집합

체 쉬라우드 (또는 제어봉 안내관 집합체) 등의 부속기기에서 마모가 발생할 수 있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각 부위별 재료 및 운전환경을 고려하여 마모의 발생가능성과 

그 영향을 검토한다. 

(4) 피로에 의한 피로누적손상, 균열 발생 및 성장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설계단계에서 과도상태를 정상상태, 이상상태 및 시험조건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세부 운전조건을 정의하여 열수력해석, 피로평가를 포함한 응

력해석 등이 수행된다. 경수로형 원전의 운전이력을 분석하고 운전 과도상태 발생횟

수를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피로평가 결과를 검토한다.

(5) 중성자 조사취화에 의한 파괴인성 저하

조사취화는 재료가 방사선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때 중성자속, 에너지 준위, 조사시간 

및 온도에 의해 발생 가능하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각 부위별 재료 및 운전환경을 

고려하여 조사취화의 발생가능성과 그 영향을 검토한다. 

(6) 응력이완 또는 크리프에 의한 예비하중 상실

고온 또는 중성자 조사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응력이완 또는 크리프는 볼트나 스프

링과 같이 예비하중을 가지는 부품의 예비하중 상실을 유발한다. 부품의 예비하중 상

실은 마모로 인한 재료손실 또는 피로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원자로 내부구조물

의 부속기기 중  중성자 조사량이 높거나 고온 부위에 위치한 볼트류 또는 스프링 등

에서의 응력이완 발생가능성과 그 영향을 검토한다. 

(7) 기공팽창 또는 뒤틀림에 의한 치수변화 

기공팽창(void swelling)은 중성자 조사 환경에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재질 기

기의 체적을 증가시켜 치수의 변화를 일으킨다. 기기가 구속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기공팽창에 의한 치수 변화가 발생하면 변형을 일으키게 되며 10% 이상의 팽창은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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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에 의한 취화를 일으킬 수 있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각 부위별 재료 및 운전환경

을 고려하여 기공팽창의 발생가능성과 그 영향을 검토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원전운영자의 평가결과가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검토

자는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 동안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

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제41조(시험·감시·검

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관련된 원전운영자의 보수, 시험 및 검사의 수행계획, 수행방법 그

리고 수행결과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항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 관련 절차서 개정/관리 체계 

- 안전관련 운전・성능 변수의 취득 및 관리

- 운전・성능 변수의 경향분석 방법과 결과

- 운전・성능 변수와 안전계통 기능과의 연관성

- 안전 관련 계통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나 계통 운전자료 관리/분석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 관련 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1조, 제41조 및 제63조 등에 따라 관

리되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재질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물성변화 등을 포함한 성능관련 

변수들을 확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의 유지 상태와 그 경향을 검토한다. 또한 

향후 10년의 가동기간동안 적절한 성능을 유지하여 안전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2. 검토기준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경년열화 및 안전성능의 평가, 관리와 관련한 검토기준 또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검토자는 해당 기술기준,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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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경년열화 현상 또는 기구의 검토는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를 포함하여 선행경험에 근거한 해당 경년열화의 발생조건 등을 참조하여 

수행한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원자로 내부구조물이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전될 수 있음을 보증하는 안전성평가(경

년열화평가)에 대한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

항과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도 검토에 고려한다.

 

(1) 응력부식균열에 의한 균열 발생 및 성장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해 부식억제를 위한 수질관리, 균열 발생/성장을 탐지하기 위

한 가동중검사 등 응력부식균열 관리를 위한 원전운영자의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적

절성을 평가한다.  

(2) 조사응력부식균열에 의한 균열 발생 및 성장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해 노심대 주요 영역별 중성자조사량 예측, 원자로내장품 육

안검사 등 조사응력부식균열 관리를 위한 원전운영자의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

을 평가한다.  

(3) 마모에 의한 재료손실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해 가동중검사 등 마모 관리를 위한 원전운영자의 관리 프로

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4) 피로에 의한 피로누적손상, 균열 발생 및 성장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해 운전 과도상태 발생횟수 평가, 가동중검사 등 피로 관리를 

위한 원전운영자의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5) 중성자 조사취화에 의한 파괴인성 저하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해 중성자 조사량 예측, 가동중검사 등 조사취화 관리를 위한 

원전운영자의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6) 응력이완 또는 크리프에 의한 예비하중 상실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해 중성자 조사량 예측, 가동중검사 등 응력이완 관리를 위한 

원전운영자의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7) 기공팽창 또는 뒤틀림에 의한 치수변화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해 중성자 조사량 예측, 가동중검사 등 기공팽창 관리를 위한 

원전운영자의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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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열취화에 의한 파괴인성 저하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가동중검사 등 열취화 관리를 위한 원전운영자 관리 프로

그램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전운영자의 평가내용에 대해 사안별로 확인,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 동안 원자로 내부구조물에서 발

생 가능한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이 적절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나. 경년열화의 평가”에 기술된 

해당 경년열화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 등을 참조할 수 있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관련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검토에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제41조(시험·감

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

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5조(기록과 비치)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8조・제25조・제39

조・제49조・제52조제4항・제58조・제67조・제82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자

료의 취득뿐만 아니라 사고/고장시 원인분석을 위한 운전과 관련한 기록사항, 기록시기 

및 보존기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련 운전자

료의 선별 및 기록과 관련하여 관리체계의 적절성과 그 이행실적을 검토하는데 이들 규

정을 참조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1조, 제41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안전과 관련한 성능이 허용기준 이내

로 유지되어야 하며, 그 관리상태도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3. 검토절차

각 검토분야에 대해 다음의 검토절차를 적용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경년열화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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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자는 적용 기술기준,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원자로 내부구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년열화의 검토를 위해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에 따라 고유의 해당 경년열화의 발생조건과 비교, 검토 내용이 적절한지 확

인한다. 이때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국내·외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참조할 수 있

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평가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

에 관한 사항”에 기초하여 수행하며 해당 운전, 정비, 검사 및 시험 내역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응력부식균열에 의한 균열 발생 및 성장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해 부식억제를 위한 수질관리, 균열 발생/성장을 탐지하기 위

한 가동중검사 등 응력부식균열 관리를 위한 원전운영자 관리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2) 조사응력부식균열에 의한 균열 발생 및 성장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해 노심대 주요 영역별 중성자조사량 예측, 가동중 검사 등 

조사응력부식균열 관리를 위한 원전운영자 관리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3) 마모에 의한 재료손실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해 가동중검사 등 마모 관리를 위한 원전운영자 관리 프로그

램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4) 피로에 의한 피로누적손상, 균열 발생 및 성장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해 운전 과도상태 발생횟수 평가, 가동중 검사 등 피로 관리

를 위한 원전운영자 관리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5) 중성자 조사취화에 의한 파괴인성 저하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해 중성자 조사량 예측, 가동중검사 등 조사취화 관리를 위한 

원전운영자 관리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6) 응력이완 또는 크리프에 의한 예비하중 상실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해 체결볼트 예비하중 점검, 가동중검사 등 응력이완 관리를 

위한 원전운영자 관리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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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공팽창 또는 뒤틀림에 의한 치수변화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해 중성자 조사량 예측, 가동중검사 등 기공팽창 관리를 위한 

원전운영자 관리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8) 열취화에 의한 파괴인성 저하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가동중검사 등 열취화 관리를 위한 원전운영자 관리 프로

그램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경년열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평가경

험을 참조하여 검토, 적용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 동안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실제 

상태,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원자로 내부구

조물의 경년열화 관리는 주로 KEPIC MI에 따른 가동중검사 프로그램에 의존한다. 가동

중검사(육안검사)를 통해 응력부식균열, 조사응력부식균열, 피로에 의한 균열성 징후 및 

표면 불연속부, 마모에 의한 상호 접촉 표면의 재료손실, 예비하중 상실에 따른 체결부/

체결장치의 헐거워짐, 망실, 파괴와 기공팽창에 의한 부품의 뒤틀림 및 변형 등을 확인

한다. 응력부식균열과 같은 부식성 경년열화기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질관리 프로그

램을 사용한다. 웨스팅하우스형 및 프라마톰형 원전 운영자는 배플포머집합체 볼트의 조

사응력부식균열, 피로, 조사취화 등에 의한 균열을 탐지하기 위하여 초음파탐상검사를 

추가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노내 중성자속 검출기 안내관의 마모를 관리하기 위하여 와

전류탐상검사를 활용한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 내용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에 따라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시험 및 검사 절차서의 적합 여부, 시험계획 수립, 시험 수행, 시험

결과 관리 등 시험관리체계, 시험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 등을 검토한다. 또한 설계단계

에서 부여된 운전 및 성능 상태 유지와 관련한 성능의 추이 및 경향, 설비 및 설계 변경 

등을 통한 안전성 개선활동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는 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 확인, 기기의 성능저하 예측, 예방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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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고장 발생시 원인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예상치 않게 발생되는 발전소 상황의 

관리 등을 위한 운전변수의 취득 및 관리 등이 필요하다. 검토자는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1조, 제41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행된 원

자로 내부구조물의 안전과 관련한 성능변수에 대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과 그 관리

상태를 검토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과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한다. 

4. 검토결과

본 안전평가지침의 각 조항에 따른 검토로부터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하여 안전성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을 포함하여 경년열화와 성능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적

절성, 향후 10년의 가동기간 동안 해당 고유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검토 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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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기계재료평가실

지원부서

2.2.3 제어봉 구동장치

1. 검토범위

본 안전평가지침은 제어봉 구동장치(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 CEDM)에 대해 원자

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의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제어봉 구동장치는 모터하우징 집합체, 상부압력하우

징 집합체, 모터 집합체 등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정보는 원전의 안전성분석보고서(SAR) 

검토를 위한 안전심사지침(SRG)[1]과 부합하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의 3.9.4절(제어

봉구동계통)에 기술되어 있다.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한 기술기준, 성능을 포함한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기초로 경년열화와 성능의 평가, 관리에 대

한 사항을 검토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제어봉 구동장치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기술기준,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제어봉 구동장치의 각 부위에 대해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2], 

NUREG-1800[3], NUREG-1801[4]에 제시된 경년열화 현상 또는 기구를 포함하여 기존의 

연구경험, 연구 등으로부터 알려져 있는 고유의 경년열화 현상 또는 기구를 검토한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검토자는 다음의 경년열화기구를 포함하여 “가”항으로부터 확인된 발생가능한 모든 

경년열화기구를 대상으로 제어봉 구동장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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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력부식균열

응력부식균열은 인장응력과 부식환경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민감한 재료에서 균열이 

발생, 성장하는 경년열화 현상이다. 각 재료별로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유

의 환경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탄소강보다는 보호피막을 형성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강 등에서 발생하기 쉽다. 제어봉 구동장치의 각 부위별 재료, 운전환경 및 하중상태

를 고려하여 응력부식균열의 발생가능성과 그 영향을 검토한다.

(2) 피로

제어봉 구동장치는 설계단계에서 과도상태를 정상상태, 이상상태 및 시험조건으로 구

분하고 각각에 대한 세부 운전조건을 정의하여 열수력해석, 피로평가를 포함한 응력

해석 등이 수행된다. 경수로형 원전의 운전이력을 분석하고 운전 과도상태 발생횟수

를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피로평가 결과를 검토한다.

(3) 마모/프레팅

제어봉 구동장치의 설계수명은 통상 40년이며 이에 따른 총 이동 누적거리는 

100,000ft 이다. 제어봉의 인출과 삽입 과정 중에 발생하는 스텝으로 마모가 발생할 

수 있다. 제어봉 구동장치의 운전 과도상태를 고려하여 마모/프레팅의 발생가능성과 

그 영향을 검토한다. 

(4) 기타

제어봉구동장치 코일은 열에 의한 열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제어봉 구동장치 코일

의 절연저항 및 코일 저항을 측정하고 그 영향을 검토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원전운영자의 평가결과가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검토

자는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 동안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

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제어봉 구동장치와 관련된 원전운영자의 보수, 시험 및 검사의 수행계획, 수행방법 그리

고 수행결과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항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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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절차서에 대한 개정/관리의 체계성 

- 안전관련 운전・성능 변수의 취득 및 관리

- 운전・성능 변수의 경향분석 방법과 결과

- 운전・성능 변수와 안전계통 기능과의 연관성

- 안전관련 계통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나 계통 운전자료 관리/분석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 관련 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1조, 제41조 및 제63조 등에 따라 관

리되는 제어봉 구동장치의 응력부식균열 등을 포함한 성능관련 변수들을 확인하고 시간

의 경과에 따른 성능의 유지상태와 그 경향을 검토한다. 또한 향후 10년의 가동기간 동

안 적절한 성능을 유지하여 안전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2. 검토기준

제어봉 구동장치의 검토범위에 대한 경년열화 및 안전성능의 평가, 관리와 관련한 검토기준 

또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한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검토자는 해당 기술기준,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

결과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한 경년열화 현상 또는 기구의 검토는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를 포함하여 선행경험에 근거한 해당 경년열화의 발생조건 등을 참조하여 

수행한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운전을 보증하기 위한 경년열화 

평가의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때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도 검토에 고려하여야 한다.

 

(1) 응력부식균열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해 부식억제를 위한 수질관리 등 응력부식균열 관리를 위한 원

전운영자의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2) 피로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해 운전 과도상태 발생횟수 평가 등 피로 관리를 위한 원전운영

자의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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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모/프레팅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해 제어봉집합체 운전가능성 시험 등 마모/프레팅 관리를 위한 

원전운영자의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4) 기타

제어봉 구동장치 코일에 대해 절연저항 및 코일 저항 측정 등 열에 의한 열화 관리를 

위한 원전운영자의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전운영자의 평가내용에 대해 사안별로 확인,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 동안 제어봉 구동장치에서 발생 

가능한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

방안이 적절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나. 경년열화의 평가”에 기술된 해

당 경년열화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 등을 참조할 수 있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제어봉 구동장치와 관련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검토에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제41조(시험·감시·

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5조(기록과 비치)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8조・제25조・제39

조・제49조・제52조제4항・제58조・제67조・제82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자

료의 취득뿐만 아니라 사고/고장시 원인분석을 위한 운전기록과 관련한 기록사항, 기록

시기 및 보존기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련 운전

자료의 선별 및 기록과 관련하여 관리체계의 적절성과 그 이행실적을 검토하는데 이들 

규정을 참조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1조, 제41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제어봉 구동장치의 안전과 관련한 성능이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며, 그 관리상태도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 결

과를 포함하여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3. 검토절차

각 검토분야에 대해 다음의 검토절차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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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제어봉 구동장치의 경년열화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적용 기술기준,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제어봉 구동장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년열화현상의 검토를 위해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에 따라 고유의 해당 경년열화현상의 발생조건과 비교, 검토 내용이 적절

한지 확인한다. 이때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한 국내·외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한 평가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

에 관한 사항”에 기초하여 수행하며 해당 운전, 정비, 검사 및 시험 내역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응력부식균열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해 부식억제를 위한 수질관리 등 응력부식균열 관리를 위한 원

전운영자의 관리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2) 피로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해 운전 과도상태 발생횟수 평가 등 피로 관리를 위한 원전운영

자의 관리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3) 마모/프레팅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해 제어봉집합체 운전가능성 시험 등 마모/프레팅 관리를 위한 

원전운영자의 관리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4) 기타

제어봉 구동장치 코일에 대해 절연저항 및 코일 저항 측정 등 열에 의한 열화 관리를 

위한 원전운영자의 관리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경년열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평가경

험을 참조하여 검토, 적용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 동안 제어봉 구동장치의 실제 

상태,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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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와 관련한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 내용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에 따라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제어봉 구동장치의 시험 및 검사 절차서의 적합 여부, 시험계획 수립, 시험 수행, 시험결

과 관리 등 시험관리체계, 시험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 등을 검토한다. 또한 설계단계에

서 부여된 운전 및 성능 상태 유지와 관련한 성능의 추이 및 경향, 설비 및 설계 변경 

등을 통한 안전성 개선활동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는 기기의 건전성 확인, 기기의 성능저하 예측, 예방정비 또는 고

장 발생시 원인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예상치 않게 발생되는 발전소 상황의 관리 등

을 위한 운전변수의 취득 및 관리 등이 필요하다. 검토자는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1조, 제41조 및 제63조 1항제1호에 따라 수행된 제어봉 구동장

치의 안전과 관련한 성능변수에 대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과 그 관리상태를 검토한

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과 성능변

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한다.

4. 검토결과

본 안전평가지침의 각 조항에  따른 검토로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하여 안전성 개선을 위

한 향후 계획을 포함하여 경년열화와 성능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적절

성, 향후 10년의 가동기간 동안 해당 고유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결

과를 검토 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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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기계재료평가실

지원부서 계통평가실

2.3 원자로 냉각재계통

2.3.1 증기발생기

1. 검토범위

본 안전평가지침은 경수로 원전의 원자로 냉각재계통 증기발생기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시

행규칙 제20조의(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의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

항”,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

항”을 검토한다. 증기발생기에 대한 정보는 원전의 안전성분석보고서(SAR) 검토를 위한 표

준안전심사지침(SRG)[1]과 부합하는 최종안전성분성보고서(FSAR)의 제5장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및 관련 계통”에 수록되어 있다.

증기발생기에 대한 기술기준, 성능을 포함한 증기발생기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기초로 경년열화와 안전성능의 평가,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증기발생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검토자

는 기술기준, 증기발생기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

구결과에 대한 정보들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증기발생기의 각 부위에 대해 ASME Code, Sec. III, Appendix W[2], NUREG-1800[3], 

NUREG-1801[4]에 제시된 경년열화를 포함하여 기존의 운전경험, 연구 등으로부터 알려

져 있는 고유의 경년열화들을 대상으로 검토한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검토자는 다음의 경년열화를 포함하여 “가”항으로부터 확인된 발생가능한 경년열화기

구를 대상으로 해당 발전소의 증기발생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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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로에 의한 누적피로손상

증기발생기는 안전등급 1 또는 2 기기로 분류된다. 안전등급 1에 해당하는 증기발생

기 구조물(헤드, 노즐 및 쉘 등)은 ASME Code, Section III의 NB-3200에 따라 예상 과

도상태 횟수를 기초로 과도상태 하중을 고려하여 피로해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누적

피로사용계수(CUF: Cumulative Usage Factor)가 1.0이하 이어야 한다. 안전등급 2에 해

당하는 증기발생기의 구조물은 NC-3200에 따라 피로해석이 수행된다.

(2) 부식, 유동가속부식, 침식, 프레팅/마모, 덴팅에 의한 재료손상

증기발생기 쉘 및 헤드 부위에서의 일반부식, 공식 및 틈부식, 증기/급수 노즐  및 노

즐 안전단, 전열관 지지물의 유동가속부식(FAC), 침식에 의한 재료손실을 검토한다. 

또한 전열관과 슬리브 등에 대한 프레팅/마모 및 부식, 탄소강 재료의 전열관 지지판

의 덴팅에 의한 재료손상을 검토한다.

(3) 응력이완에 의한 예비하중 감소

증기발생기의 압력경계 및 구조물에 해당하는 1차 및 2차측 맨웨이와 핸드홀 볼트는 

응력이완으로 인하여  예비하중이 저하될 수 있다. 볼트결합의 건전성 유지 관점에서 

응력이완에 의한 예비하중 감소를  검토한다.

(4) 응력부식에 의한 균열발생 및 성장

응력부식균열은 예민화된 인코넬 합금 재료 및 스테인리스강 재료에서 부식 환경이 

존재하고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증기발생기의 각 부위별 재

료, 운전환경 및 하중상태를 고려하여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지 

검토한다. 증기발생기에서 주로 발생하는 응력부식균열은 전열관의 외면에서 발생하

는 2차측 응력부식균열(Outer Diame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ODSCC) 및 내면에

서 발생하는 일차수 응력부식균열(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PWSCC) 

이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원전운영자의 평가결과가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았을 경우 검토

자는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

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B. 안전성능의 평가 및 관리

증기발생기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 감시, 검

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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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증기발생기와 관련된 원전운영자의 보수, 시험 및 검사의 수행계획, 수행방법 그리고 수

행결과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항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 관련 절차서에 대한 개정/관리의 체계성 

- 안전관련 운전・성능 변수의 취득 및 관리

- 운전・성능 변수의 경향분석 방법과 결과

- 운전・성능 변수와 안전계통 기능과의 연관성

- 안전관련 계통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나 계통 운전자료 관리/분석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관련 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41조와 제63조 등에 따라 관리되는 

증기발생기의 내부수위, 증기발생기 2차 냉각재 출구에서의 압력・온도 및 유량 등 성

능변수들을 확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의 유지상태 및 추이변동을 검토한다. 또

한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대하여 적절한 성능을 유지하여 안전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한

다.

2. 검토기준

증기발생기의 경년열화 및 안전성능의 평가, 관리와 관련한 검토기준 또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증기발생기에 대한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검토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때 해당 기술기준, 증기발생기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도 검토에 고려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증기발생기에 대한 경년열화의 검토는 ASME Code, Sec. III, Appendix W를 포함하여 선

행경험 등에 근거한 해당 경년열화의 발생조건을 참조하여 수행한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증기발생기가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전될 수 있음을 보증하는 안전성평가에 대한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증기발생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도 검토에 고려한다.

 

(1) 피로에 의한 누적피로손상

ASME Code, Sec. III NB요건에 따라 설계 또는 해석되는 증기발생기의 피로에 의한 누

적피로손상은 아래에 제시된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82 -

○ 평가방법 (1) : 기존의 평가결과가 평가기간에 대해서 유효함을 입증하는 방법

  안전성평가기간 동안 예상 과도상태 발생횟수가 설계시 고려된 과도상태 횟수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설계 CUF 계산결과가 유효하다.

○ 평가방법 (2) : 평가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재평가하는 방법

안전성평가기간 동안 예상과도상태 발생횟수를 예측하여, CUF를 평가하고 코드에

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1.0 이하로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 평가방법 (3) :  피로에 의한 영향을 평가기간에 걸쳐 적절히 관리하는 방법.

안전성평가기간 동안 원자로냉각재계통 기기의 압력 및 온도 과도상태 횟수를 감

시하여 피로에 의한 영향을 적절히 관리한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NUREG-1801[4]을 참조할 수 있다.

(2) 부식, 유동가속부식, 침식, 프레팅/마모, 덴팅에 의한 재료손상

○ 부식에 의한 재료의 손상 : 증기발생기 압력경계 부위의 일반부식, 공식 및 틈부

식으로 인한 재료손상 관리상태를 평가한다. 기존의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에서는 

손상을 발견하기 위한 가동중검사에 의존하나 NRC IN 90-04[5]에 따른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유동가속부식, 침식, 마모/프레팅, 덴팅에 의한 재료의 손상 : 유동가속부식, 침식, 

마모/프레팅, 덴팅으로 인한 재료손상 관리상태를 평가하며 이때 경년열화 관리프

로그램은 해당 발전소를 기준으로 수행한다.

(3) 응력이완에 의한 예비하중 감소

검토자는 증기발생기에 대해 응력이완으로 인한 예비하중 상실을 관리하기 위한 원전

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때 NUREG-1339[6], EPRI 

NP-5769[7] 및 EPRI TR-104213[8]의 지침 또는 권고사항을 참조한다.

(4) 응력부식에 의한 균열발생 및 성장

증기발생기 기기에 대해 응력부식으로 인한 균열의 발생 및 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원

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기존의 경년열화 관리 프로그램

에서는 손상을 발견하기 위한 가동중검사에 의존한다. 또한 응력부식균열의 발생을 

완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압경수로형 원전에 대해 EPRI가 권고하고 있는 수질관리 

지침[9],[10]을 참조할 수 있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전운영자의 평가내용에 대해 사안별로 확인 

및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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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증기발생기에 대해 발

생 가능한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이 적절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나. 경년열화의 평가”에 기술

된 해당 경년열화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 등을 참조할 수 있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증기발생기와 관련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검토에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 감

시, 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5조(기록과 비치)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8조·제25조·제

39조·제49조·제52조제4항·제58조·제67조·제82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

제3항・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

기서는 원자로시설의 검사 및 운전기록에 대한 기록사항, 기록시기 및 보존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증기발생기에 대한 안전관련 운전자료의 선별 및 기록과 관련하여 관리

체계의 적절성과 이행실적을 검토하는데 규정을 참조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41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 등에 따

라 증기발생기의 내부수위, 증기발생기 2차 냉각재 출구에서의 압력・온도 및 유량 등 

성능변수에 대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의 변화가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며, 

그 관리상태도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성

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3. 검토절차

   각 검토분야에 대해 다음의 검토절차를 적용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증기발생기의 경년열화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이때 

해당 기술기준, 증기발생기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증기발생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년열화의 검토를 위해 증기발생기의 재료 및 운전환

경을 ASME Code, Sec. III, Appendix W를 포함하여 고유의 해당 경년열화 기구의 발생조

건과 비교, 검토하였는지 확인한다. 이때 증기발생기에 대한 국내외의 운전경험과 연구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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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년열화의 평가

증기발생기에 대한 평가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

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에 기초하여 수행하며 해당 운전, 정비, 검사 및 시험 내역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피로에 의한 누적피로손상

증기발생기의 누적피로손상에 대한 평가는 원전운영자가 선택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

음의 해당 검토를 수행한다.

○ 평가방법 (1) : 검토자는 안전성평가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예상되는 운전과도 횟수

가 기존 설계 CUF 계산 시 적용된 설계과도상태 목록 및 횟수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 평가방법 (2) : 검토자는 안전성평가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예측한 과도상태 목록과 

횟수가 적절한지 확인한다. 예측 과도상태 횟수를 포함하여 CUF를 재계산하고 

1.0 이하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 평가방법 (3) : 검토자는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이 NUREG-1801에 제시된 방

법에 따라 구성되었는지 확인한다. 또한 원전운영자가 해당 관리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피로에 의한 누적피로손상을 평가하였는지 확인한다. 

(2) 부식, 유동가속부식, 침식, 프레팅/마모, 덴팅에 의한 재료손상

○ 부식에 의한 재료의 손상 : 검토자는 증기발생기 압력경계 기기의 일반부식, 공식 

및 틈 부식으로 인한 재료손상에 대한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을 검토한다. 기

존의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은 ASME Code, Section XI[11]에 따른 가동중 검사와 

수질관리로 구성된다. 이들 관리프로그램에서의 경년열화 감지방법에 대한 유효성

을 평가하기 위해서 NRC IN 90-04를 참조할 수 있다.

○ 유동가속부식, 침식, 마모/프레팅, 덴팅에 의한 재료의 손상 : 유동가속부식, 침식, 

마모/프레팅, 덴팅에 의한 재료손상 관리프로그램은 해당 발전소를 기준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원전운영자의 해당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유효성을 사안별로 검토한다.

(3) 응력이완에 의한 예비하중 감소

검토자는 증기발생기에 대해 응력이완으로 인한 예비하중의 상실을 관리하기 위한 가

동중검사 등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이때 1차 및 2차

측 맨웨이 및 핸드홀 볼트의 결합에 대해 NUREG-1339, EPRI NP-5769 및 EPRI 

TR-104213의 지침 또는 권고사항을 참조하여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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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력부식에 의한 균열발생 및 성장

검토자는 확인된 증기발생기의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 및 니켈기 합금 부위에 대해 

응력부식균열의 관리를 위한 발전소 해당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NUREG-1801에서 권고하고 있는 관리프로그램으로 EPRI의 수질관리 지침 및 균열의 

발생 및 성장을 확인하기 위한 가동중검사 등의 이행상태를 검토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경년열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평가경

험을 참조하여 검토 및 적용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증기발생기의 실제 상

태,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에 대한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증기발생기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 내용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증기발생기의 시험, 검사 및 정비 분석과 관련한 각종 절차서의 적합 여부, 시험관리체

계(계획수립, 시험수행, 시험결과 관리), 시험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 등을 검토한다. 또

한 설계단계에서 부여된 운전 및 성능 상태 유지와 관련한 성능의 추이 및 경향, 설비 

및 설계 변경 등을 통한 안전성 개선활동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발전용 원자로는 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 확인, 기기의 성능저하 예측, 예방정비 또는 고

장 발생시 원인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발전소 상황의 관리 

등을 위한 운전변수의 취득, 관리가 필요하다. 검토자는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41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관리되는 증기발생기의 내부

수위, 증기발생기 2차 냉각재 출구에서의 압력・온도 및 유량 등 안전과 관련한 성능변

수를 확인하고, 성능변수에 대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과 그 관리상태를 검토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과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한다.

4. 검토결과

본 검토지침의 각 조항에 따른 검토로부터 증기발생기에 대하여 안전성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을 포함하여 경년열화와 성능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적절성,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걸쳐 해당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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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토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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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기계재료평가실

지원부서

2.3.2 가압기

1. 검토범위

본 안전평가지침은 경수로형 원전의 냉각재계통 압력을 제어하는 가압기에 대해 원자력안

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의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

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가압기에 대한 기술기준, 성능을 포함한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

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기초로 경년열화와 성능의 평가,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가압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기술기준,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

보들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가압기의 각 부위에 대해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1], NUREG-1800[2], 

NUREG-1801[3]에 제시된 경년열화를 포함하여 기존의 운전경험, 연구 등으로부터 알려

져 있는 고유의 경년열화 기구를 대상으로 검토한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검토자는 다음의 경년열화를 포함하여 “가”항으로부터 확인된 발생 가능한 경년열화

를 대상으로 해당 발전소의 가압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1) 피로에 의한 누적피로손상

가압기는 ASME Code, Section III에 따라 Class 1 기기로 분류되며 예상 과도상태 횟수

를 기초로 과도상태 하중을 고려하여 피로해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누적피로사용계수

(CUF: Cumulative Usage Factor)가 1.0이하 이어야 한다.  피로평가 대상은 가압기의 

헤드, 용기, 노즐 및 노즐 안전단 등이며 가동기간중 피로에 의한 누적피로손상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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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검토한다.

(2) 일반부식, 틈부식, 붕산부식 및 덴팅, 유동가속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가압기 헤드 및 용기 부위에서의 일반부식, 틈부식, 붕산부식 및 덴팅과 노즐 및 노즐 

안전단의 유동가속부식(FAC), 침식에 의한 재료손실을 검토한다.

(3) 응력이완에 의한 예비하중 감소

가압기의 압력경계 및 구조물에 해당하는 맨웨이 볼트는 응력이완으로 인하여 예비하

중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볼트의 체결력 유지 관점에서 응력이완에 의한 예비하중 감

소를 검토한다.

(4) 응력부식균열

응력부식균열은 인장응력과 부식환경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민감한 재료에서 균열이 

발생, 성장하는 경년열화 현상이다. 각 재료별로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유

의 환경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탄소강보다는 보호피막을 형성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강 등에서 발생하기 쉽다. 가압기의 각 부위별 재료, 운전환경 및 하중상태를 고려하

여 응력부식균열의 발생가능성과 그 영향을 검토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원전운영자의 평가결과가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았을 경우 검토

자는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

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가압기에 대한 성능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 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가압기와 관련된 원전운영자의 보수, 시험 및 검사 수행계획, 수행방법 그리고 수행결과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한다.

- 관련 절차서 개정/관리 체계 

- 안전관련 운전・성능 변수의 취득 및 관리

- 운전・성능 변수의 경향분석 방법과 결과

- 운전・성능 변수와 안전계통 기능과의 연관성

- 안전 관련 계통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나 계통 운전자료 관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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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 관련 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41조와 제63조 등에 따라 관리되는 

가압기의 내부수위를 포함한 성능변수들을 확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의 유지상

태와 그 경향을 검토한다. 또한 향후 10년의 가동기간 적절한 성능을 유지하여 안전운

전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2. 검토기준

가압기의 경년열화 및 안전성능의 평가, 관리와 관련된 검토기준 또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가압기 적용 기술기준,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

과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가압기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검토 기준은 다음과 같

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가압기에 대한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검토에 “나. 경년열화의 평가”에 제시

된 기준을 적용한다. 적용 기술기준, 현재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

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도 검토에 고려한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가압기가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전될 수 있음을 보증하는 안전성평가(경년열화평가)

에 대한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성평가(경년열화평가) 당시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도 검토에 고려한다.

(1) 피로에 의한 누적피로손상

가압기는 ASME Code, Class 1 기기로 피로에 의한 누적피로손상은 아래에 제시된 세

가지 방법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 평가방법 (1) : 기존의 평가결과가 평가기간에 대해서 유효함을 입증하는 방법

안전성평가기간 동안 예상 과도상태 발생횟수가 설계시 고려된 과도상태 횟수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설계 CUF 계산결과가 유효하다.

○ 평가방법 (2) : 평가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재평가하는 방법

평가기간에 대하여 과도상태 횟수를 예측하여 CUF를 재평가 한다. CUF는 평가기

간 동안 코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1.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3) : 피로에 의한 영향을 평가기간에 걸쳐 적절히 관리하는 방법.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기기에 대한 경년열화관리를 위하여 평가방법(3) “피로에 의

한 영향을 평가기간에 걸쳐 적절히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기기에 대한 열 및 압력 과도상태의 횟수를 감시한다. 평가방법(3)에 대한 검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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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NUREG-1801을 참조할 수 있다.

(2) 일반부식, 틈부식, 붕산부식 및 덴팅, 유동가속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 부식에 의한 재료의 손실 : 가압기 압력경계 부위의 일반부식, 공식, 붕산부식 및 

틈부식으로 인한 재료손실 관리상태를 평가한다.

○ 틈부식 및 덴팅, 유동가속부식에 의한 재료의 손실 : 틈부식 및 덴팅, 유동가속부

식으로 인한 재료손실 관리상태를 평가한다.

(3) 응력이완에 의한 예비하중 감소

검토자는 가압기에 대해 응력이완으로 인한 예비하중 상실을 관리하기 위한 원전운영

자의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때 NUREG-1339[4], EPRI NP-5769[5] 

및 EPRI TR-104213[6]의 지침 또는 권고사항을 참조한다.

(4) 응력부식균열

가압기 헤드, 용기, 플랜지 및 노즐에 대해 부식억제를 위한 수질관리 등 응력부식균

열 관리를 위한 원전운영자의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전운영자의 평가내용에 대해 사안별로 확인,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가압기에 대해 발생 가

능한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

안이 적절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나. 경년열화의 평가”에 기술된 해당 

경년열화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 등을 참조할 수 있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가압기와 관련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검토에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5조(기록과 비치)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자료의 

취득뿐만 아니라 사고/고장시 원인분석을 위한 운전과 관련한 기록사항, 기록시기 및 보

존기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가압기에 대한 운전자료의 선별 및 기록과 관련

하여 관리체계의 적절성과 그 이행실적을 검토하는데 이들 규정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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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41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 등에 따

라 가압기의 내부수위 등 성능변수에 대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변화가 허용기준 이

내로 유지되어야 하며, 그 관리상태도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3. 검토절차

   각 검토분야에 대해 다음의 검토절차를 적용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가압기의 경년열화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이때 적용 

기술기준,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

보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가압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년열화의 검토를 위해 가압기의 재료 및 운전환경을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를 포함하여 고유의 해당 경년열화의 발생조건과 비

교, 검토하였는지 확인한다. 이때 가압기에 대한 국내·외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참

조할 수 있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가압기에 대한 평가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

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에 기초하여 수행하며 해당 운전, 정비, 검사 및 시험 내역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피로에 의한 누적피로손상

가압기의 누적피로손상에 대한 평가는 원전운영자가 선택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의 

해당 검토를 수행한다.

○ 평가방법 (1) : 기존 설계 CUF 계산에서 적용된 설계 과도상태의 목록과 평가기간

의 종료시점까지 예상되는 운전 과도상태 횟수가 설계 과도상태 횟수를 초과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 평가방법 (2) : 평가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예측한 가정 과도상태 목록과 과도상태 

예측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예측 과도상태 횟수에 기초한 CUF 재계산결과가 평가기간의 

종료시점에서 1.0 이하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 평가방법 (3) : 검토자는 원전운영자가 적용이 가능할 경우 NUREG-1801에 기술된 

바와 같은 적절한 관리프로그램을 검토하였는지 확인한다. 또한 검토자는 원전운

영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기술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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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부식, 틈부식, 붕산부식 및 덴팅, 유동가속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 일반부식에 의한 재료의 손실 : 검토자는 가압기 압력경계 부위의 일반부식, 공식, 

붕산부식 및 틈부식으로 인한 재료손실에 대한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을 검토

한다.

   기존의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은 가동중검사, 수화학, 재료의 선택적 침출, 유동가

속부식 등으로 구성된다.

○ 틈부식 및 덴팅, 유동가속부식에 의한 재료의 손실 : 틈부식 및 덴팅, 유동가속부식

에 의한 재료손실 관리프로그램은 해당 발전소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검토자

는 원전운영자의 해당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의 유효성에 대해 사안별 검토를 수행

한다.

(3) 응력이완에 의한 예비하중 감소

검토자는 가압기에 대해 응력이완으로 인한 예비하중의 상실을 관리하기 위한 가동중

검사를 포함하여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이때 맨웨이 

볼트의 결합에 대해서는 NUREG-1339, EPRI NP-5769 및 EPRI TR-104213의 지침 또

는 권고사항을 참조하여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4) 응력부식균열

가압기 헤드, 용기, 플랜지 및 노즐에 대해 부식억제를 위한 수질관리 등 응력부식균

열 관리를 위한 원전운영자의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경년열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평가경

험을 참조하여 검토, 적용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가압기의 물리적 상태,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

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가압기에 대한 성능 평가 및 관리 내용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

수) 등에 따라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가압기의 시험, 검사 및 정비 분석과 관련한 각종 절차서의 적합 여부, 시험계획수립, 

시험수행, 시험결과 관리 등 시험관리체계, 시험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 등을 검토한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부여된 운전 및 성능 상태 유지와 관련한 성능의 추이 및 경향,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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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및 설계 변경 등을 통한 안전성 개선활동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는 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 확인, 기기의 성능저하 예측, 예방정비 

또는 고장 발생시 원인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예상치않게 발생되는 발전소 상황의 

관리 등을 위한 운전변수의 취득 및 관리 등이 필요하다. 검토자는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41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관리되는 가압기

의 내부수위 등 성능변수를 확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과 그 관리상태를 검토

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과 성능

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한다.

4. 검토결과

본 검토지침의 각 조항에 따른 검토로부터 가압기에 대하여 안전성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

을 포함하여 경년열화와 성능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적절성, 향후 10년

의 가동기간에 걸쳐 해당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검

토 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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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기계재료평가실

지원부서

2.3.3 1차 계통 배관

1. 검토범위

본 안전평가지침은 안전관련 1차 계통의 배관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의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

다. 1차계통 배관은 원자로 냉각재계통과 원자로 보조 및 안전지원과 관련된 계통의 배관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정보는 원전의 안전성분석보고서(SAR) 검토를 위한 표준 안전심사지침

(SRG)[1]과 부합하는 FSAR의 제5장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관련계통”, 제6장 “안전계통” 

및 제9장 “보조계통”에 수록되어 있다.

1차계통 배관에 대한 기술기준, 성능을 포함한 1차 계통 배관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기초로 경년열화와 성능의 평

가,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1차 계통의 배관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이때 기술기준, 1차 계통 배관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들을 고려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1차계통의 배관에 대해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2], NUREG-1800[3], 

NUREG-1801[4]에 제시된 경년열화를 포함하여 기존의 운전경험, 연구 등으로부터 알려

져 있는 고유의 경년열화를 대상으로 검토한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검토자는 다음의 경년열화를 포함하여 “가”로부터 확인된 발생가능한 모든 경년열화

를 대상으로 해당 발전소의 1차계통의 배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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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복하중에 의한 누적피로손상

ASME Code Section III에서는 Class 1 기기에 대해 예상 과도상태 횟수를 기초로 모든 

반복하중을 고려한 피로해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1.0 이하의 누적피로사용계수(CUF: 

Cumulative Usage Factor)를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가동기간에 대해 1차계통 배관의 

압력경계에 해당하는 직관, 피팅류 등을 대상으로 반복하중에 의한 영향을 검토한다. 

Class 2,3 배관에 대해서는 NC-3611과 ND-3611에 따라 그 영향을 검토한다. 

(2) 일반부식, 공식, 틈부식, 유동가속부식,  침식 및 열취화에 의한 재료손실

1차 계통 배관에서 유체와 접촉하는 모든 부위는 일반부식, 공식, 틈부식, 미생물부식, 

유동가속부식, 침식 및 열취화에 의한 재료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발전소의 계통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 경년열화에 의한 재료손실의 영향을 검토한다.

(3) 응력부식에 의한 균열발생 및 성장

응력부식균열은 인장응력과 부식환경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민감재료에서 균열이 발

생, 성장하는 경년열화 현상이다. 각 재료별로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유의 

환경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탄소강보다는 보호피막을 형성하고 있는 스테인리스강 등

에서 발생하기 쉽다. 스테인리스강 재료의 배관부위에 대해 운전환경 및 하중상태를 

고려하여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지 검토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원전운영자의 평가결과가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았을 경우 검토

자는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

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1차 계통의 배관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제63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에 따라 다음의 사

항을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1차 계통의 배관과 관련된 원전운영자의 보수, 시험 및 검사의 수행계획, 수행방법 그리

고 수행결과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항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 관련 절차서에 대한 개정/관리의 체계성 

- 안전관련 운전・성능 변수의 취득 및 관리

- 운전・성능 변수의 경향분석 방법과 결과

- 운전・성능 변수와 안전계통 기능과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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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통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나 계통 운전자료 관리/분석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와 제63조에 따라 관리되는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동안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설계조건의 초과여부, 일정한 냉각재의 압력

과 양의 유지여부 등 1차계통 배관의 성능변수들을 확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

의 유지상태와 그 경향을 검토한다. 또한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대하여 적절한 성능

을 유지하여 안전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2. 검토기준

1차 계통 배관의 검토범위에 대한 경년열화 및 안전성능의 평가, 관리와 관련한 검토기준 

또는 방법을 규정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1차 계통의 배관에 대한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때 해당 기술기준, 1차 계통 배관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함께 고려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1차 계통 배관에 대한 경년열화의 검토는 ASME Code, Sec. III Appendix W을 포함하여 

선행경험에 근거한 해당 경년열화의 발생조건 등을 참조하여 수행한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1차 계통 배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운전을 보증하기 위한 평가의 검토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때 1차 계통 배관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발전소 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도 검토에 고려하여야 한다.

 

(1) 반복하중에 의한 누적피로손상

ASME Code, Class 1 요건에 따라 설계 또는 해석되는 1차 계통 배관의 반복하중에 의

한 누적피로손상은 아래에 제시된 방법의 한 가지를 적용한다.

○ 평가방법 (1) : 기존의 평가결과가 평가기간에 대해서 유효함을 입증하는 방법

설계시 고려된 과도상태 횟수를 평가기간 동안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설계 

CUF 계산이 유효하다.

○ 평가방법 (2) : 평가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재평가하는 방법

평가기간에 대하여 과도상태 횟수를 예측하여 CUF를 재평가하였다. CUF는 평가기

간 동안 코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1.0 이하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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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3) : 피로에 의한 영향이 평가기간에 걸쳐 적절히 관리하는 방법.

NUREG-1801[2]에 따라 1차 계통의 기기에 대해 열 및 압력 과도상태의 횟수를 감

시, 추적하는 프로그램의 운용을 평가방법 (3)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경년열화 관

리프로그램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NUREG-1801을 참조

할 수 있다.

ASME Code, Class 2, 3 요건에 따라 설계 또는 해석되는 1차 계통 배관의 반복하중에 

의한 누적피로손상의 영향은 다음에 제시된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평가한다.

○ 평가방법 (1) : 기존의 평가결과가 평가기간에 대해서 유효함을 입증하는 방법

등가사이클을 기준으로 계산된 열팽창에 의한 응력과 압력, 무게, 기타 지지하중 및 

열팽창에 의한 응력이 허용응력 이내이므로 기존의 계산결과가 유효하다.

○ 평가방법 (2) : 평가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재평가하는 방법

가동기간에 대하여 신규로 과도상태 횟수를 가정하여 허용응력을 재평가하였다. 열

팽창에 의한 응력과 압력, 무게, 기타 지지하중 및 열팽창에 의한 응력이 가동기간

에 대한 허용응력 이내로 유지한다.

○ 평가방법 (3) : 피로에 의한 영향이 평가기간에 걸쳐 적절히 관리하는 방법.

배관의 반복하중에 따른 피로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

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ASME Code Section XI을 참조

할 수 있다.

 

(2) 일반부식, 공식, 틈부식, 유동가속부식,  침식 및 열취화에 의한 재료손실

1차 계통 배관에 대해 일반부식, 공식, 틈부식, 유동가속부식, 침식 및 열취화에 의한 

재료손실을 관리하기 위한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기

존의 경년열화 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이들 손상을 발견하기 위한 가동중검사에 의존한

다. 원전운영자가 해당 배관에 대하여 재료손실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시한 경우 그 적

절성을 검토한다.

(3) 응력부식에 의한 균열발생 및 성장

1차 계통 배관에 대해 응력부식으로 인한 균열의 발생 및 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원전

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기존의 경년열화 관리 프로그램에

서는 손상을 발견하기 위한 가동중검사에 의존한다. 또한 응력부식균열의 발생을 완화

하기 위한 조건으로 미국 전력연구원(EPRI)이 권고하고 있는 수질관리 지침[5],[6]을 참

조할 수 있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전운영자의 평가내용에 대해 사안별로 확인,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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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1차 계통 배관에 대해 

발생 가능한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이 적절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나. 경년열화의 평가”에 기술

된 해당 경년열화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 등을 참조할 수 있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1차 계통 배관과 관련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검토에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제41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제63조(시험, 감

시, 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5조(기록과 비치)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자료의 

취득뿐만 아니라 사고/고장시 원인분석을 위한 운전기록과 관련한 기록사항, 기록시기 

및 보존기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차 계통 배관에 대한 운전자료의 선별 및 

기록과 관련하여 관리체계의 적절성과 그 이행실적을 검토하는데 이들 규정을 참조한

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41조,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상

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동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설계조건의 초과여부, 일정한 냉각재

의 압력과 양의 유지여부 등 1차 계통 배관의 성능변수에 대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

능이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며, 그 관리상태도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3. 검토절차

    각 검토분야에 대해 다음의 검토절차를 적용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다음의 절차에 따라 1차 계통 배관의 경년열화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이

때 해당 기술기준, 1차 계통 배관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

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1차 계통 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년열화의 검토를 위해 배관의 재료 및 운전환경을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를 포함하여 고유의 해당 경년열화의 발생조건과 비

교, 검토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이때 1차 계통 배관에 대한 국내외의 운전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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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1차 계통 배관에 대한 평가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

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에 기초하여 수행하며 해당 운전, 정비, 검사 및 시험 내역과 그 결과에 대

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반복하중에 의한 누적피로손상

1차 계통 Class 1 배관에 대한 평가는 원전운영자가 선택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의 

해당 검토를 수행한다.

○ 평가방법 (1) : 기존 설계 CUF 계산에서 적용된 설계 과도상태의 목록과 평가기간

의 종료시점까지 예상되는 운전 과도상태 횟수가 설계 과도상태 횟수를 초과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 평가방법 (2) : 평가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예측한 가정 과도상태 목록과 과도상태 예

측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예측 과도상태 횟수에 기초한 CUF 재 계산결과가 평가기

간의 종료시점에서 CUF가 1.0 이하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 평가방법 (3) : 검토자는 원전운영자가 적용이 가능할 경우 NUREG-1801에 기술된 

바와 같은 적절한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는지 확인한다. 또한 검토자는 원전운영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구성요소

를 기술했는지 확인한다.

1차 계통 Class 2,3 배관에 대한 평가는 원전운영자가 선택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의 

해당 검토를 수행한다.

○ 평가절차 (1) : ASME Code, NC 3611 및 ND 3611에 따른 등가사이클을 검토한다. 

등가사이클이 7,000회 미만인 경우와 C 및 D급 운전한계, 시험하중 및 외압응력에 

대해서는 피로평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경험한 운전하중 조건이 가동기간에 대해 

가정한 운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 평가절차 (2) : 가동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예측한 가정 과도상태 목록과 과도상태 예

측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ASME Code, NC 3611 및 ND 3611에 따른 등가사이클을 

재산출한 결과가 허용범위 이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 평가절차 (3) : 검토자는 원전운영자가 NUREG-1801에 기술된 바와 같은 적절한 프

로그램을 검토하였는지 확인한다. 또한 검토자는 원전운영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평

가하고 NUREG-1801의 해당 일반 프로그램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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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했는지 확인한다.

(2) 일반부식, 공식, 틈부식, 유동가속부식,  침식 및 열취화에 의한 재료손실

배관의 유체접촉 부위에 대한 일반부식, 공식, 틈부식, 유동가속부식, 침식 및 열취화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검토하고 유체접촉 부위에 대한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을 

검토한다. 기존의 관리프로그램으로는 ASME Code Section XI에 따른 가동중검사 및 수

질관리로 구성된다. 관리프로그램의 유효성은 EPRI가 권고하고 있는 수질관리 지침과 

ASME Code Section XI을 참조할 수 있다.

(3) 응력부식에 의한 균열발생 및 성장

원전운영자가 평가한 응력부식균열에 대하여 발생가능성과 그 영향을 검토한다. 확인

된 1차계통 배관의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에 대해 응력부식균열 관리를 위한 발전소 

해당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또한 미국 전력연구원(EPRI)이 권고하고 있는 수

질관리 지침[5],[6]을 포함하여 균열의 발생 및 성장을 확인하기 위한 가동중검사가 적

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경년열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평가경험

을 참조하여 검토, 적용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1차 계통 배관의 실제 

상태,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이 적절성한지를 검토한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1차 계통 배관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재계통 등), 제41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제63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1차 계통 배관의 시험, 검사 및 정비 분석과 관련한 각종 절차서의 체계성, 시험 계획/

수행/결과의 관리체계, 시험결과의 분석 및 후속조치 등을 검토한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부여된 운전 및 성능 상태 유지와 관련한 성능의 추이 및 경향, 설비 및 설계 변경 등

을 통한 안전성 개선활동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발전용 원자로는 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 확인, 기기의 성능저하 예측, 예방정비 또는 고

장 발생시 원인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발전소 상황의 관리 

등을 위한 운전변수의 취득, 관리가 필요하다. 검토자는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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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칙 제22조, 제41조,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되는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

도 동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설계조건의 초과여부, 일정한 냉각재의 압력과 양의 유

지여부 등 1차 계통 배관의 안전과 관련한 성능변수를 확인하고, 성능변수에 대한 시간

의 경과에 따른 성능과 그 관리상태를 검토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

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과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4. 검토결과

본 검토지침의 각 조항에 따른 검토로부터 1차 계통 배관에 대하여 안전성 개선을 위한 향

후 계획을 포함하여 경년열화와 성능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적절성, 향

후 10년의 가동기간에 걸쳐 해당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결

과를 검토 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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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계통평가실

지원부서 기계재료평가실

2.3.4 원자로냉각재펌프

1. 검토범위

본 지침은 경수로 원전의 원자로냉각재펌프(Reactor Coolant Pump, RCP)에 대해 원자력안전

법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의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 경년열화에 관한 사

항”, “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및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

항”을 검토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정보는 원전의 안전성분석보고서(SAR) 검토를 

위한 표준안전심사지침(SRG)[1]과 부합하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제3장 “구조물, 부

품, 기기 및 계통의 설계” 및 동 보고서 5.4.1절 “원자로냉각재펌프”에 기술되어 있다. 

본 검토에서는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기술기준, 성능을 포함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기초로 

경년열화와 성능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다.  

A.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본 검토의 목적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Structures, Systems and 

Components, SSC)의 실제 상태를 결정하고 이러한 SSC가 최소한 차기 주기적안전성평가

시 까지 설계 요건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본 검토는 안전

에 중요한 SSC의 상태가 적절히 문서화되어 있음을 입증하며, 진행중인 정비, 감시 및 가

동중 검사 계획을 적용 가능한 한 검토하여야 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기기구성 및 기능

○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설계 및 운전 특성

○ 시험, 검사, 운전 및 정비기록

○ 현장점검 결과

B.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원자로냉각재펌프와 관련하여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경년열화 현상 평

가결과, 경년열화 기구별 평가결과 및 경년열화 관리방안을 원자로냉각재펌프 몸체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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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치를 구별하여 검토한다. 이때 적용 기술기준, 평가범위 및 방법, 실제 상태 등을 확

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와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들을 고려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경년열화 평가를 위해 각 부위를 대상으로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2], NUREG-1800[3], NUREG-1801[4]에 제시된 경년열화를 포함하

여 기존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등으로부터 알려져 있는 고유의 경년열화 기구를 대상

으로 검토한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검토자는 다음의 경년열화를 포함하여 ‘가’항으로부터 확인된 발생가능한 모든 경년

열화를 대상으로 해당 발전소의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1) 피로에 기인한 누적피로손상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압력경계부는 ASME Code Section III에 따라 Class 1로 분류되며, 

예상 과도상태 횟수를 기초로 모든 과도상태 하중을 고려하여 피로해석이 수행되여야

하며, 누적피로사용계수(CUF: Cumulative Usage Factor)가 1.0이하 이어야 한다. 가동기

간에 대해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압력경계부에 해당하는 케이싱, 덮개 및 스터핑 박스, 

입구 및 출구 부위 등을 대상으로 피로에 기인한 누적피로손상의 영향을 검토한다.

(2) 부식, 유동가속부식, 침식, 마모에 기인한 재료손실

원자로냉각재펌프에서의 부식, 유동가속부식, 침식 및 마모에 기인한 재료손실을 검토

한다.

(3) 응력이완에 기인한 예비하중 감소

원자로냉각재펌프 압력경계부의 스터드 및 볼트는 응력이완으로 인하여 예비하중이 저

하될 수 있다. 응력이완에 기인한 예비하중 감소를 포함하여 볼트결합의 건전성 유지 

관점에서 검토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원전운영자의 평가결과가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았을 경우 검토

자는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

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C. 안전성능의 평가 및 관리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제41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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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감시, 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원자로냉각재펌프와 관련된 원전운영자의 보수, 시험 및 검사의 수행계획, 수행방법 그

리고 수행결과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항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 관련 절차서에 대한 개정/관리의 체계성

○ 안전관련 운전・성능 변수의 취득 및 관리

○ 운전・성능 변수의 경향분석 방법과 결과

○ 운전・성능 변수와 안전계통 기능과의 연관성

○ 안전계통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나 계통 운전자료 관리/분석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41조와 제63조에 따라 관리되는 펌프

의 냉각재 유량, 누설밀봉 등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성능변수들을 확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의 유지 상태와 그 경향을 검토한다. 또한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대한 성능 

관리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D.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다른 유사한 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과 안전성 연구결과가 적절

하게 반영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또는 활용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2. 검토기준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검토범위에 대한 경년열화 및 안전성능의 평가, 관리와 관련한 검토기

준 또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실제 상태에 대한 평가결과를 검토할 때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원자로냉각재펌프의 평가범위 및 평가대상에 대한 구성기기, 기능 및 설계특성이 파

악되고, 그 특성을 고려하여 건전성 및 작동성이 적절히 유지 및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가동중검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4-16호[5]와 ASME 

Code Section XI IWB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계통누설시험은 ASME Code 

Case N-498-1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운전기록  및 정비기

록은 적절히 유지 및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수행하여 펌프 케이싱의 

누설여부, 외관상태 및 체결상태와 플라이 휠의 균열 발생여부 등을 파악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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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원자로냉각재펌프와 관련된 적용 기술기준, 평가범위 및 평가방법,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경년열화의 평

가 및 관리에 대한 검토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경년열화 기구 검토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경년열화의 검토는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를 포함

하여 선행경험 등에 근거한 해당 경년열화의 발생조건을 참조하여 수행한다.

나. 경년열화 평가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운전을 보증하기 위한 평가의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때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발전

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도 검토에 고려하여야 한다.

(1) 피로에 기인한 누적피로손상

ASME Code Class 1 요건에 따라 설계 또는 해석되는 원자로냉각재펌프의 피로에 기인

한 누적피로손상은 시간제한 경년열화 평가의 대상으로 원전운영자의 평가방법에 따라 

아래에 제시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적용한다.

○ 평가방법 1 : 기존의 평가결과가 평가기간에 대해서 유효함을 입증하는 방법 

설계시 고려된 과도상태 횟수를 평가기간 동안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설계 CUF 

계산이 유효하다.

○ 평가방법 2 : 평가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재평가는 방법 

평가기간에 대하여 과도상태 횟수를 예측하여 CUF를 재평가하였다. CUF는 평가기간 

동안 코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1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3 : 피로에 의한 영향을 평가기간에 걸쳐 적절히 관리하는 방법 

NUREG-1801의 Chapter X에 의하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기기에 대해 열 및 압력 과

도상태의 횟수를 감시하고, 추적하는 프로그램의 운용을 '평가방법 3'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경년열화관리프로그램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NUREG-1801을 참조할 수 있다.

(2) 부식, 유동가속부식, 침식, 마모에 기인한 재료손실

○ 부식에 기인한 재료의 손실

원자로냉각재펌프 압력경계 기기의 부식으로 인한 재료손실의 관리상태를 평가한다. 

기존의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에서는 수질관리와 손상을 발견하기 위한 가동중검사

에 의존한다.

○ 유동가속부식, 침식, 마모에 기인한 재료의 손실

유동가속부식, 침식, 마모로 인한 재료손실의 관리상태를 평가하며 이때 경년열화 관

리프로그램은 해당 발전소를 기준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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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력이완에 기인한 예비하중 감소

검토자는 응력이완으로 인한 원자로냉각재펌프 볼팅재의 예비하중 상실을 관리하기 

위한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때 NUREG-1339[6], 

EPRI NP-5769[7] 및 EPRI TR-104213[8]의 지침 또는 권고사항을 참조할 수 있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위의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전운

영자의 평가내용에 대해 사안별로 확인,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

해 발생 가능한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

열화 관리방안이 적절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나. 경년열화의 평가’에 

기술된 해당 경년열화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 등을 참조할 수 있다.

C. 성능의 평가 및 관리

원자로냉각재펌프와 관련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검토에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제41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및 제63

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5조(기록과 비치)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8조·제25조·제

39조·제49조·제52조 제4항·제58조·제82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자료의 

취득뿐만 아니라 사고/고장시 원인분석을 위한 운전기록과 관련한 기록사항, 기록시기 

및 보존기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운전자료의 선별 

및 기록과 관련하여 관리체계의 적절성과 그 이행실적을 검토하는데 이들 규정을 참조

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41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유량, 누설밀봉 등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성능변수에 대해 시간의 경

과에 따른 성능이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며, 그 관리상태도 적절하게 운영되어

야 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D.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

원자로냉각재펌프와 관련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한 검토에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운전경험의 반영)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운전경험 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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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경험에 대한 분석결과를 설비․안전성 관련 기준․운영절차서 및 교육 훈련에 반

영할 것

3. 검토절차

각 검토분야에 대해 다음의 검토절차를 적용한다.

A. 시험/점검/보수기록 및 실제 상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실제 상태에 대한 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전운영자가 수행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 원자로냉각재펌프의 평가범위 및 평가대상에 대한 구성기기, 기능 및 설계특성 파악 

결과

○ ASME Code Section XI IWB를 적용하여 수행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가동중검사 평

가결과 및 ASME Code Case N-498-1에 따라 수행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계통누설

시험 평가결과,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운전성능을 파악할 수 있는 운전변수에 대한 

기록  및 정비기록 분석 결과

○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건전성, 펌프 케이싱의 누설여부, 외관상태 및 체결상태와 플라

이 휠의 균열 발생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현장점검 결과 

B.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경년열화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이때 해당 기술기준, 현재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원자로냉각재펌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년열화의 검토를 위해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재

료 및 운전환경을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를 포함하여 고유의 해당 경년열화

의 발생조건과 비교, 검토하였는지 확인한다. 이때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국내외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평가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및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

용에 관한 사항‘에 기초하여 수행하며 해당 운전, 정비, 검사 및 시험 내역과 그 결과

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피로에 기인한 누적피로손상

원자로냉각재펌프의 누적피로손상에 대한 평가는 원전운영자가 선택한 평가방법에 따

라 다음의 해당 검토를 수행한다.

○ 평가방법 1 : 기존 설계 CUF 계산에서 적용된 설계 과도상태의 목록과 평가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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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시점까지 예상되는 운전 과도상태 횟수가 설계 과도상태 횟수를 초과하지 않는

지를 확인한다.

○ 평가방법 2 : 평가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예측한 가정 과도상태 목록과 과도상태 예측

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예측 과도상태 횟수에 기초한 CUF 재계산결과가 평가기간의 

종료시점에서 CUF가 1이하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 평가방법 3 : 검토자는 원전운영자가 적용이 가능할 경우 NUREG-1801에 기술된 바

와 같은 적절한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는지 확인한다. 또한 검토자는 원전운영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구성요소

를 기술했는지 확인한다.

(2) 부식, 유동가속부식, 침식, 마모에 기인한 재료손실

○ 부식에 기인한 재료의 손실 : 검토자는 원자로냉각재펌프 압력경계 부위의 부식으로 

인한 재료손실에 대한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을 검토한다. 기존의 경년열화 관

리프로그램은 ASME Code Section XI[9]에 따른 가동중검사와 수질관리[10],[11]로 구

성된다. 이들 관리프로그램에서의 경년열화 감지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유효성을 검

토한다. 

○ 유동가속부식, 침식, 마모에 기인한 재료의 손실 : 유동가속부식, 침식, 마모에 기인

한 재료손실 관리프로그램은 해당 발전소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원전운영자의 해당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의 유효성에 대해 사안별 검토를 수행한

다.

(3) 응력이완에 기인한 예비하중 감소

검토자는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해 응력이완으로 인한 예비하중의 상실을 관리하기 위

한 가동중검사를 포함하여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이때 

볼트의 결합에 대해 NUREG-1339, EPRI NP-5769 및 EPRI TR-104213의 지침 또는 권

고사항을 참조하여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경년열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평가경험

을 참조하여 검토, 적용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실

제 상태,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에 대한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C. 성능의 평가 및 관리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제41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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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감시, 검사 및 보수)에 근거,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시험, 검사 및 정비 분석과 관련한 각종 절차서의 체계성, 시험 계

획/수행/결과의 관리체계, 시험결과의 분석 및 후속조치 등을 검토한다. 또한 설계단계에

서 부여된 운전 및 성능 상태 유지와 관련한 성능의 추이 및 경향, 설비 및 설계 변경 

등을 통한 안전성 개선활동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발전용원자로는 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 확인, 기기의 성능저하 예측, 예방정비 또는 고

장 발생시 원인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발전소 상황의 관리 

등을 위한 운전변수의 취득, 관리가 필요하다. 검토자는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41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관리되는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유량, 누설밀봉 등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안전과 관련한 성능변수를 확인하고, 성능변수에 

대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과 관리 상태를 검토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

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과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

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D.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

원자로냉각재펌프와 관련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한 검토에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운전경험의 반영)에 근거,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 국내외 운영경험과 연구결과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반영하는 계

획이 마련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 운전경험에 대한 분석결과를 설비, 관련 기술기준, 운영절차서 및 교육 훈련 계획을 

적절히 보완, 개선하고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관련내용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적절히 취했는지를 확인한다.

4. 검토결과

본 검토지침의 각 조항에 따른 검토로부터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하여 안전성 개선을 위한 

향후계획을 포함하여 경년열화와 성능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적절성,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걸쳐 해당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검토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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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기계재료평가실

지원부서

2.3.5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

1. 검토범위

본 안전평가지침은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

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의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인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안전성능에 관

한 사항”,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는 지지대상이 되는 기기와 배관을 설계에 명시된 위치

에서 역학적 평형상태를 유지토록 지지하여 설계조건 내에서 배관 및 기기의 건전성을 확

보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기기와 일체형으로 제작되는 지지대는 해당 기

기의 지침을 참조한다.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에 대한 기술기준, 성능을 포함한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기초로 경년열화와 성능의 평

가,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A. 경년열화 현상의 평가 및 관리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년열화 현상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

항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기술기준,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

험 및 연구결과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가. 경년열화 현상의 검토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에 대한 경년열화 현상 평가를 위해 각 부위에 대해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1], NUREG-1800[2], NUREG-1801[3]에 제시된 경년열화 현

상을 포함하여 기존의 운전경험, 연구 등으로부터 알려져 있는 고유의 경년열화 현상을 

대상으로 검토한다.

나. 경년열화 현상의 평가

검토자는 다음의 경년열화 현상을 포함하여 “가”항으로부터 확인된 발생가능한 모든 

경년열화 현상을 대상으로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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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의 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점식, 일반부식, 공식, 틈부식 등 부식으로 인한 재료손실을 검토한다. 검토는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를 구성하는 용접부, 볼트 결합부, 건물 구조물과 결합되어 있는  

지지 앵커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의 피로 현상에 의한 손상

가동기간중에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의 피로에 의한 손상의 영향을 검토한다. 

이때 피로손상의 영향은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를 구성하는 요소(용접부, 볼트 

결합부, 건물 구조물과 결합되어 있는  지지 앵커 등) 중 피로해석이 존재하는 부위들

을 대상으로 한다.

(3)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의 응력부식균열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에 사용되는 고강도 볼트부위에 대해 응력부식으로 인한 

균열의 발생 및 성장을 검토한다. 

(4)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의 부식, 변형, 오물, 이물질 및 과하중 등에 의한 기계적 

기능 상실

일정하중 또는 변동하중을 받는 스프링 행거, 상대운동을 하는 표면, 설계에서 고려된 

틈새, 방진기에 대해서는 부식, 변형, 오물, 이물질  및 과하중 등에 의한 기계적 기능 

상실을 검토한다.

(5) 콘크리트 앵커의 균열 또는 국부적 콘크리트 경년열화에 의한 앵커 성능 저하

확장형 앵커 및 그라우트 앵커와 같은 콘크리트 앵커는 가동 중 균열이나 국부적인 

콘크리트 경년열화 현상에 의하여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콘크리트 앵커에 대하

여 이의 영향을 검토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원전운영자의 평가결과가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았을 경우 검토

자는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현상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 동안 경년열화 영상을 관리하

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현상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에 대한 성능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

수) 등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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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와 관련된 원전운영자의 보수, 시험 및 검사의 수행계획, 수

행방법 그리고 수행결과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항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다.

- 관련 절차서에 대한 개정/관리의 체계성 

- 안전관련 운전・성능 변수의 취득 및 관리

- 운전・성능 변수의 경향분석 방법과 결과

- 운전・성능 변수와 안전계통 기능과의 연관성

- 안전관련 계통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나 계통 운전자료 관리/분석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관련 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와 제63조 등의 규정에서는 안전관련 구

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재질 및 성능이 취약화되는 정도를 

감시·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본 규정에 따라 방진기의 등속도 저항력, 속도 등 배

관 및 기기 지지대의 성능상태를 확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의 변화를 검토한

다. 또한 시험, 보수 등의 결과에 따른 성능의 유지상태를 검토하여 향후 10년의 가동기

간동안 적절한 성능을 유지하여 안전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2. 검토기준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의 검토범위에 대한 경년열화 현상 및 안전성능의 평가, 관리와 

관련한 검토기준 또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경년열화 현상의 평가 및 관리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에 대한 경년열화 현상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

준을 적용한다. 검토자는 해당 기술기준,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가. 경년열화 현상의 검토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경년열화 현상 검토는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에 제시된 경년열화 현상을 포함하여 선행경험 등에 근거한 해당 

경년열화 현상의 발생조건을 참조하여 수행한다.

나. 경년열화 현상의 평가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가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전될 수 있음을 보증하는 경

년열화에 대한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성능을 포함하여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과 원자

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도 검토에 고려한다.

 

(1)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의 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의 점식, 일반부식 등 부식으로 인한 재료손실의 관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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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평가한다. 기존의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으로는 손상을 발견하기 위한 안전등급 

지지대 가동중검사가 있다.

(2)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의 피로에 의한 손상

ASME Code, Class 1,2,3 요건에 따라 설계 또는 해석되는 배관 및 기기 지지대로 피

로해석이 요구되는 기기는 다음에 제시된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한

다.

○ 평가방법 (1) : 기존의 평가결과가 평가기간에 대해서 유효함을 입증하는 방법

가정한 과도상태 횟수를 가동기간 동안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존 피로평가 결과가 

유효하다.

○ 평가방법 (2) : 평가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재평가하는 방법

가동기간에 대하여 신규로 과도상태 횟수를 가정하여 피로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기

존 피로평가 결과가 유효하다. 

○ 평가방법 (3) : 피로에 의한 영향을 평가기간에 걸쳐 적절히 관리하는 방법.

NUREG-1801의 Chapter X에 의하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기기에 대해 열 및 압력 

과도상태의 횟수를 감시하고, 추적하는 프로그램의 운용을 평가방법 (3)에 따라 허

용할 수 있는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

으로 NUREG-1801을 참조할 수 있다.

 

(3)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의 응력부식균열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에 사용되는 고강도 볼트부위에 대하여 응력부식으로 인

한 균열의 발생 및 성장을 관리하기 위해 원전운영자가 적절한 관리프로그램을 운용

하여야 한다.

(4) 배관 및 기기 지지물의 부식, 변형, 오물 및 과하중 등에 의한 기계적 기능 상실

일정하중 또는 변동하중을 받는 스프링 행거, 상대운동을 하는 표면, 설계에서 고려된 

틈새, 방진기의 부식, 변형, 오물 및 과하중 등에 의한 기계적 기능 상실을 관리하기 

위한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5) 콘크리트 앵커의 균열 또는 국부적 콘크리트 경년열화 현상에 의한 앵커 성능 저하

콘크리트 앵커의 사용중 균열 또는 국부적인 콘크리트 경년열화 현상에 의한 성능 저

하현상을 평가하고 콘크리트 앵커가 해당 고유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원전운영

자의 유지관리 계획이 적절하여야 한다. NUREG-1801, ACI 349.3R[4], IEB 79-02[5]를 

참조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현상 평가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전운영자의 평가내용에 대해 사안별로 확인, 

- 115 -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현상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 동안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

장치에서 발생 가능한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현상 관리방안이 적절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나. 경년열화의 

평가”에 기술된 해당 경년열화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 등을 참조할 수 있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와 관련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검토에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5조(기록과 비치)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8조·제25조·제

39조·제49조·제52조 제4항·제58조·제67조·제82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자료의 취득뿐만 아니라 사고/고장시 원인분석을 위한 운전기록과 관련한 기록사항, 기

록시기 및 보존기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배관 및 기기 지지물에 대한 운전자

료의 선별 및 기록과 관련하여 관리체계의 적절성과 그 이행실적을 검토하는데 이들 규

정을 참조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배관 

및 기기 지지대 중 방진기에 대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을 감시, 평가하여야 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방진기의 등속도 저항력, 속도 등 성능이 허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

루어져야 한다.

3. 검토절차

   각 검토분야에 대해 다음의 검토절차를 적용한다.

A. 경년열화 현상의 평가 및 관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에서 발생가능한 경년열화 현상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사항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적용 기술기준,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가. 경년열화 현상의 검토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에 대한 경년열화 현상 평가를 위해 각 부위에 대해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에 제시된 경년열화 현상을 포함하여 기존의 운전경험, 연



- 116 -

구 등으로부터 알려져 있는 고유의 경년열화 현상이 검토되었는지 확인하다.  이때 지지

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에 대한 국내외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나. 경년열화 현상의 평가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에 대한 경년열화 현상 평가는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

한 사항”에 기초하여 수행하며 해당 운전, 정비, 검사 및 시험 내역과 그 결과에 대해

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의 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검토자는 배관 및 기기 지지대의 점식, 일반부식, 공식, 틈부식 등 환경에 의한 부식

으로 인한 재료손실에 대한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을 검토한다. 기존의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으로는 안전등급지지대 가동중검사가 있다.

(2)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의 피로에 의한 손상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의 피로손상에 대한 평가는 원전운영자가 선택한 평가방

법에 따라 다음의 해당 검토를 수행한다.

○ 평가방법 (1) : 기존 피로 평가에서 적용된 설계 과도상태의 목록과 평가기간의 종

료시점까지 예상되는 운전 과도상태 횟수가 설계 과도상태 횟수를 초과하지 않는지

를 확인한다.

○ 평가방법 (2) : 평가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예측한 가정 과도상태 목록과 과도상태 예

측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예측 과도상태 횟수에 기초한 피로평가 결과가 평가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유효한지 확인한다.

○ 평가방법 (3) : 검토자는 원전운영자가 적용이 가능할 경우 NUREG-1801에 기술된 

바와 같은 적절한 관리프로그램을 검토하였는지 확인한다. 또한 검토자는 원전운영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구

성요소를 기술하였는지 확인한다.

(3)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의 응력부식균열

검토자는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에 사용되는 고강도 볼트부위에 대해 응력부식

균열 관리를 위한 발전소 해당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균열의 발생 및 성장

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가동중검사 결과와 그 수행체계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4)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 부식, 변형, 오물, 이물질 및 과하중 등에 의한 기계적 

기능 상실

일정하중 또는 변동하중을 받는 스프링 행거, 상대운동을 하는 표면, 설계에서 고려된 

틈새, 방진기의 부식, 변형, 오물, 이물질 및 과하중 등에 의한 기계적 기능 상실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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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기 위한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이 ASME Code, Section XI, Subsection IWF 

또는 KEPIC, MI, MIA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5) 콘크리트 앵커의 균열 또는 국부적 콘크리트 경년열화 현상에 의한 앵커 성능 저하

콘크리트 앵커의 사용 중 균열 또는 국부적인 콘크리트 경년열화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현상을 평가하고 콘크리트 앵커의 상태를 점검하는 가동중검사 등 원전운영자의 

유지관리 계획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현상 평가

별도의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경년열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평가경험

을 참조하여 검토, 적용한다.

라. 경년열화 현상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 동안 안전관련 배관 및 기기 

지지대의 실제 상태,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현상에 대한 관리방안의 적절성

을 검토한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 내용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의 시험 및 검사 절차서의 적합 여부, 시험계획 수립, 시험 

수행, 시험결과 관리 등 시험관리체계, 시험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 등을 검토한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부여된 운전 및 성능 상태 유지와 관련한 성능의 추이 및 경향, 설비 및 

설계 변경 등을 통한 안전성 개선활동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는 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 확인, 기기의 성능저하 예측, 예방정비 

또는 고장 발생시 원인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예상치 않게 발생되는 발전소 상황의 

관리 등을 위한 운전변수의 취득 및 관리 등이 필요하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1항 1호 등의 규정에 따라 배관 및 기기 지지대에 대한 시간의 경과

에 따른 성능의 평가결과와 그 변화를 검토한다. 또한 방진기에 대해서는 시간의 경과

에 따른 등속도 저항력, 속도 등 성능이 향후 10년의 운전기간 동안 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

법과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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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결과

본 안전평가지침의 각 조항에 따른 검토로부터 지지대 및 배관파단구속장치에 대하여 안전

성 개선을 위한 향후계획을 포함하여 경년열화와 성능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

에 대한 적절성, 향후 10년의 가동기간 동안 해당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검토 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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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계통평가실

지원부서 기계재료평가실

2.4 공학적안전설비

2.4.1 밸브 및 밸브 구동장치

1. 검토범위

발전소 안전운전에 중요한 기능을 갖는 안전관련 밸브 및 밸브 구동장치들에 대하여 현행 

기술기준,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근거한 평가 범위 및 방법, 기술기준, 실제 상태, 경년열

화 정도가 발전소 계속운전기간 중 안전성능을 유지하기에 적합지를 검토한다.

안전관련 밸브는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기기의 작동성을 유지하도

록 설계, 제작, 운전되어야 한다. 운전 시작전과 수명기간동안 저온 수력검증시험, 고온 성

능검증시험 및 주기적 가동중검사 및 가동중시험을 수행하여 밸브의 건전성 및 작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밸브의 다양한 형태와 기능에 따라 밸브의 건전성 및 작동성 보증방법은 

각 밸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본 지침은 경수로 원전의 안전관련 밸브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

성평가의 세부내용) 제1항의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 안전성능에 관한 사

항” 및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

다. 안전관련 밸브에 대한 정보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제3장 ‘구조물, 부품, 기기 

및 계통의 설계’, 제5장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관련계통’, 제6장 ‘공학적안전설비’, 제

9장 ‘보조계통’ 및 제10장 ‘동력변환계통’등에 수록되어 있다.  본 검토에서는 안전관

련 밸브에 대한 기술기준과 성능을 포함한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기초로 경년열화와 성능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평가한다.

A.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본 검토의 목적은 안전에 중요한 원전 구조물, 계통 및 기기(Structures, Systems and 

Components, SSC)의 실제 상태를 결정하고 이러한 SSC가 최소한 차기 주기적안전성평가

시까지 설계요건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또한, 본 검토는 안전에 

중요한 SSC의 상태가 적절히 문서화되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원전 가동중 정비, 감

시 및 검사 계획이 적용 가능한 한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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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밸브의 현재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 안전관련 밸브의 구성 및 기능

○ 안전관련 밸브의 설계 및 제작 특성

○ 안전관련 밸브의 시험, 검사, 운전 및 정비기록

○ 안전관련 밸브의 현장점검 결과

B.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안전관련 밸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경년열화 

현상 평가결과, 경년열화 기구별 평가결과 및 경년열화 관리방안을 밸브 몸체와 구동장치

에 대해 구별하여 검토한다. 이때 적용 기술기준, 평가범위 및 방법 및 현재의 실제 상태

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들을 고려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 검토

원자로 공정계통의 밸브들에 대해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에 제시된 경년열

화를 포함하여 기존의 운전경험, 연구 등으로부터 알려져 있는 고유의 경년열화를 대상

으로 검토한다.

나. 경년열화 평가

검토자는 다음의 경년열화를 포함하여 ‘가’항으로부터 확인된 발생가능한 모든 경년

열화를 대상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 등의 안전관련 밸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1) 피로에 기인한 누적피로손상

ASME Code Section III에서는 Class 1 기기에 대해 NB-3200에 따라 예상 운전과도상태 

횟수를 기초로 모든 과도상태 하중을 고려한 피로해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CUF(Cumulative Usage Factor)가 1이하 이어야 한다. 밸브의 압력경계를 구성하는 몸

체, 노즐, 볼트류 등의 부속기기를 대상으로 운전에 따른 피로손상의 영향을 검토한

다.

(2) 부식, 침식, 마모에 기인한 재료손실

일반부식은 주위환경에 의해 금속표면이 균일하게 감육되거나 손실되는 현상이다. 일

반부식은 탄소강 재질의 밸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용유체, 유체농도, 사용온도 

등에 따라 경년열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몸체, 볼트류 등 탄소강 재질의 밸브 부속

기기의 부식, 침식, 마모 등에 의한 경년열화의 영향을 검토한다.

(3) 응력부식에 기인한 균열발생 및 성장

응력부식균열은 부식환경에서 인장응력이 존재할 경우 민감한 재료에서 균열이 발생, 

성장하는 경년열화 현상이다. 각 재료별로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유의 환

경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탄소강보다는 보호피막을 형성하고 있는 스테인리스강 등

에서 발생하기 쉽다.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밸브 부속기기에 대해 운전환경 및 하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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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고려하여 응력부식균열의 발생가능성과 그 영향을 검토한다.

(4) 응력이완에 기인한 예비하중 감소

안전관련 밸브에 대해 압력경계부의 스터드 및 볼트는 응력이완으로 인하여 예비하중

이 저하될 수 있다. 응력이완에 기인한 예비하중 감소를 포함하여 볼트결합의 건전성 

유지 관점에서 검토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원전운영자의 평가결과가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았을 경우, 별도

의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경년열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평가경험을 

참조하여 검토, 적용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

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C. 안전성능 평가 및 관리

안전관련 밸브에 대한 안전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등에 따

라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안전관련 밸브와 관련된 원전운영자의 보수, 시험 및 검사의 수행계획, 수행방법 그리고 

수행결과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항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 관련 절차서에 대한 개정/관리의 체계성

○ 안전관련 운전, 성능 변수의 취득 및 관리

○ 운전, 성능 변수의 경향분석 방법과 결과

○ 운전, 성능 변수와 안전계통 기능과의 연관성

○ 안전계통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나 계통 운전자료 관리/분석

나. 안전관련 밸브의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와 제63조에 따라 관리되는 안전관련 밸

브의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의 감시 및 평가에 대하여 검토

한다.

다. 안전관련 밸브의 성능평가를 포함한 정비관리의 적절성

안전관련 밸브에 대한 가동중시험 및 보수 등의 결과에 따른 성능의 유지상태를 검토한

다. 또한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대한 성능 관리가 가능한지 확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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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

안전관련 밸브에 대한 다른 유사한 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과 안전성 연구결과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또는 활용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2. 검토기준

안전관련 밸브에 대한 주기적안전성평가 인자별 검토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안전관련 밸브의 현재 실제 상태에 대한 평가를 검토할 때,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안전관련 밸브의 평가범위 및 평가대상에 대한 구성, 기능 및 설계특성이 파악되고, 그 

특성을 고려하여 건전성 및 작동성이 적절히 유지 및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 안전관련 밸브의 가동중시험, 가동중검사, 수압시험, 운전이력 및 정비 기록이 적절히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 안전관련 밸브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수행하여 밸브의 누설징후, 외

관상태 및 체결상태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B.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안전관련 밸브와 관련된 적용 기술기준, 현재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검토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경년열화 기구 검토

밸브에 대한 경년열화의 검토는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를 포함하여 선행경

험 등에 근거한 해당 경년열화의 발생환경을 참조하여 수행한다.

나. 경년열화 평가

안전관련 밸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운전을 보증하기 위한 평가의 검토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때 평가당시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발전소 운전경

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도 검토에 고려하여야 한다.

(1) 피로에 기인한 누적피로손상

ASME Code Section III의 Class 1 요건에 따라 설계 또는 해석되는 밸브의 피로에 기

인한 누적피로손상은 시간제한 경년열화 평가 대상으로 원전운영자의 평가방법에 따

라 아래에 제시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적용한다. 단 설계단계에서 

피로해석이 면제된 밸브는 제외한다.

○ 평가방법 1 : 기존의 평가결과가 평가기간에 대해서 유효함을 입증하는 방법

설계시 고려된 과도상태 횟수를 평가기간 동안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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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설계 CUF 계산이 유효하다.

○ 평가방법 2 : 평가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재평가하는 방법

평가기간에 대하여 과도상태 횟수를 예측하여 CUF를 재평가하였다. 

CUF는 평가기간 동안 코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1이하로 유지하여

야 한다.

○ 평가방법 3 : 피로에 의한 영향을 평가기간에 걸쳐 적절히 관리하는 방법

NUREG-1801의 Chapter X에 의하면 피로에 기인한 주요 부위의 결함

발생 및 성장 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가동중검사 프로그램의 운용을 

‘평가방법 3’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의 하나

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할 경우 

NUREG-1801을 참조할 수 있다. 한편 NUREG-1801의 Chapter X에 의

하면 피로에 기인한 주요 부위의 결함발생 및 성장 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가동중검사 프로그램의 운용을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안전관련 밸브의 피로손상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NUREG-1801을 참조할 수 있다.

(2) 부식, 침식, 마모에 기인한 재료손실

탄소강 재료의 밸브 표면에서 발생하는 부식 등에 의한 재료손실의 관리상태를 평가

한다. 기존의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에서는 손상을 발견하기 위한 가동중검사, 부식 

억제를 위한 계통 수질관리 등에 의존한다.

(3) 응력부식에 의한 균열발생 및 성장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밸브에 대해 부식억제를 위한 수질관리, 균열 발

생/성장을 탐지하기 위한 가동중검사 등 응력부식균열의 관리와 관련하여 원전운영자

가 운용하는 해당 관리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4) 응력이완에 기인한 예비하중 감소

검토자는 안전관련 밸브에 대해 응력이완으로 인한 볼트의 예비하중 상실을 관리하기 

위한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때 NUREG-1339, EPRI 

NP-5769 및 EPRI TR-104213의 지침 또는 권고사항을 참조할 수 있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위의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결과에 대하여 별

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경년열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경험을 참조하여 검토, 적용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안전관련 밸브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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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생 가능한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

열화 관리방안이 적절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나. 경년열화 평가’에 기

술된 해당 경년열화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 등을 참조할 수 있다.

C. 안전성능 평가 및 관리

안전관련 밸브와 관련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검토에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5조(기록과 비치)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8조·제25조·제

39조·제49조·제52조 제4항·제58조·제82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자료의 

취득뿐만 아니라 사고/고장시 원인분석을 위한 운전기록과 관련한 기록사항, 기록시기 

및 보존기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밸브에 대한 운전자료의 선별 및 기록과 관련하여 관리체계의 적절성과 그 이행실적을 

검토하는데 이들 규정을 참조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밸브의 범

주별, 기능별 주요 성능변수에 대한 성능상태의 확인, 감시, 조치내용을 적절히 관리하고 

고유의 해당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관련 밸브의 성능 관리체계 및 성능의 유지에 

대한 적정여부에 대한 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29호(안전관련펌프 및 밸

브의 가동중시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전력산업기술기준 MOC(2000년판)’ 또는 

‘ASME OM Code ISTC(1995년판 및 추록)’을 참조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 결

과를 포함하여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 안전관련 밸브의 성능평가를 포함한 정비관리의 적절성

발전운영자는 확률론적 방법 및/또는 결정론적 방법에 따라 안전관련 밸브의 안전중요도

(또는 위험도)를 평가하고, 안전중요도가 높은 밸브를 대상으로 과거의 운전자료 등을 

고려하여 성능기준을 설정하여 안전관련 밸브들의 성능평가를 수행하며, 성능평가 결과

에 따라 현재의 정비관리 적절성을 평가한다. 안전관련 밸브의 성능평가시 10CFR50.65 

및 NUMARC 93-01의 요건, 지침 또는 권고사항을 검토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D.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

안전관련 밸브와 관련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한 검토에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운전경험의 반영)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운전경험 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할 것

○ 운전경험에 대한 분석결과를 설비, 안전성 관련 기준, 운영절차서 및 교육 훈련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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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

3. 검토절차

각 검토분야에 대해 다음의 검토절차를 적용한다.

A. 평가범위 및 방법

밸브의 평가범위는 원자로 안전 관련 및 안전에 영향을 주는 계통의 안전관련 밸브들을 계

통별, 유형별로 그룹화 하여 안전성이 높은(Q, A등급 및 가동중시험 관리대상 밸브) 밸브를 

선정하고, 계통별로 운전조건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거나 안전성 측면에서 중요한 밸브가 

최소한 1개 이상 포함되도록 하였는지 확인한다.  평가방법은 밸브의 설계, 운전, 시험/검사, 

보수/정비 등의 운영자료를 근거로 실제 상태를 확인하고, 경년열화평가와 경년열화관리계

획을 수립하여 안전여유도를 유지하도록 하여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

평가의 세부내용) ①의 2, 7, 8호 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B. 기술기준의 적용

본 보고서에서 적용한 기술기준은 현재 밸브 및 밸브 구동장치에 유효한 기술기준임을 확

인하고, 밸브에 대한 지적/권고 사항 등의 규제권고사항 및 FSAR 개정사항을 적절하게 반

영하였는지 확인한다.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고시

○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고시

○ ASME OM Code “Code for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Nuclear Power Plants”

○ 검사지적, 권고 및 기타 규제권고사항

○ FSAR 개정사항

C. 밸브 및 밸브 구동장치의 실제 상태

안전관련 밸브의 고유기능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의 유효한 기록들이 밸브의 실제 

상태를 적절히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한다.

○ 실제 상태 점검결과

○ 안전관련 밸브의 가동중시험, 가동중검사, 수압시험, 운전이력 및 정비 기록

○ 안전관련 밸브의 현장점검 결과

D.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안전관련 밸브의 경년열화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이때 

해당 기술기준과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

한 정보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동중검사절차서, 누설점검절차서 및 수

질관리절차서와 기기운전주기 및 과도상태 관리지침서 등 현재의 발전소 운영절차서로 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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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의 경년열화관리가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가. 경년열화기구에 대한 평가

밸브 및 밸브 구동장치들의 경년열화기구 평가 및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 평가결과가 관

계법령 및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히 작성, 관리되고 있으며, 밸브의 경년열화관리와 관련

된 현행 발전소 운영절차서들은 발전소 가동중검사계획서 및 가동중시험계획서에 부합하

게 유지되고,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6호(원자로시설의 가동중검사에 관한 

규정), 제2014-20호(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제2014-29호(안전

관련 펌프밸브의 가동중시험에 관한 규정)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나. 경년열화 상태점검

안전관련 밸브류에 대한 평가는 ‘원자로시설의 평가 당시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및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

항’에 기초하여 수행하며 해당 운전, 정비, 검사 및 시험 내역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종

합적으로 검토한다.경년열화기구에 대한 평가결과와 현장상태점검결과에 근거하여 밸브 

몸체 및 내장재의 부식, 침식, 열취화, 마모, 피로 등에 따른 경년열화가 진행될 수 있으

나, 이것은 매 계획예방정비시의 주기점검, 시험 및 정비를 통하여 적절히 관리되고 있음

을 확인한다. 열취화가 발생 가능한 주조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밸브에 대

한 평가결과의 적합성, 밸브의 정비이력 검토 결과 침식/침부식 발생 경험이 없었는지, 

현재까지 발생한 운전과도상태 횟수가 설계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았는지와 정비시의 중대

한 결함사례에 대한 안전성영향 평가의 적절성 등을 확인한다.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안전관련 밸브류의 물리

적 실제 상태,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

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에 대한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다.

E. 안전성능의 평가 및 관리

안전관련 밸브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

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안전관련 밸브의 시험, 검사 및 정비 분석과 관련한 각종 절차서의 체계성, 시험 계획/

수행/결과의 관리체계, 시험결과의 분석 및 후속조치 등을 검토한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부여된 운전 및 성능 상태 유지와 관련한 성능의 추이 및 경향, 설비 및 설계 변경 등을 

통한 안전성 개선활동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과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 127 -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발전용원자로는 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 확인, 기기의 성능저하 예측, 예방정비 또는 고

장 발생시 원인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발전소 상황의 관리 

등을 위한 운전변수의 취득, 관리가 필요하다. 안전관련 밸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29호에 따라 주기적으로 가동중시험을 수행하여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관련 밸브에 대해 기능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되는 누설시험, 동작시험 및 위치

지시확인시험 결과 등이 허용범위 이내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성

능변수가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포함하여 시정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고 있는지 검토한다. 이때 성능변수에 대한 기준값 설정, 허용범위 및 조치사항에 

대한 관리체계 등은 ‘전력산업기술기준 MOC(2000년판)’ 또는 ‘ASME OM Code 

ISTC(1995년판 및 추록)’을 참조한다.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과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안전관련 밸브의 성능평가를 포함한 정비관리의 적절성

검토자는 안전관련 밸브의 안전중요도(또는 위험도) 평가결과, 성능기준 설정 결과 및 

안전관련 밸브들의 성능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10CFR50.65 및 NUMARC 93-01의 요건 및 

지침을 활용하여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안전관련 밸브의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현재의 

정비관리의 적절성을 적절히 평가하였는지 검토한다.

라. 안전성증진사항

발전소 운전, 시험, 정비, 설계변경 및 국내외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로부터 안전관련 밸

브에 대한 안전성증진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성 증진 효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F.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

안전관련 밸브와 관련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한 검토에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운전경험의 반영) 등에 따라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 국내․외 운영경험과 연구결과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반영하는 계

획이 마련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 운전경험에 대한 분석결과를 설비, 안전성 관련 기술기준, 운영절차서 및 교육 훈련 

계획을 적절히 보완, 개선하고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등의 조

치를 적절히 취했는지를 확인한다.

4. 검토결과

본 검토지침의 각 조항에 따른 검토로부터 안전관련 밸브에 대하여 안전성 개선을 위한 향

후계획을 포함하여 경년열화와 성능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적절성, 향

후 10년의 가동기간에 걸쳐 해당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결

과를 검토 보고서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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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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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계통평가실

지원부서 기계재료평가실

2.4.2 펌프 그룹

1. 검토범위

본 안전평가지침은 원자로냉각재펌프를 제외한 안전관련 펌프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

칙 제20조(주기적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의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안전

성능에 관한 사항” 및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검

토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관련 펌프에 대한 정보는 원전의 안전성분석보고서(SAR) 검토를 

위한 안전심사지침(SRG)[1]과 부합하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의 제3장 “계통/구조물/

기기의 분류” 제5장 “원자로 냉각재계통 및 관련계통”, 제6장 “공학적안전설비”, 제9

장 “보조계통” 및 제10장 “동력변환계통”에 기술되어 있다.

원자로냉각재펌프를 제외한 안전관련 펌프에 대한 기술기준, 성능을 포함한 펌프의 실제 상

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기초로 경

년열화와 성능의 평가,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A.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안전관련 펌프의 평가 당시의 실제 상태를 파악하고 현재 유효한 기록이 펌프상태를 정확

히 나타내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펌프의 시험결과, 보수기록, 실제 상태 등

을 검토한다.

가. 펌프 설계특성 검토

펌프의 설계특성이 발전소 상태 및 운전 적용 주기에 대하여 발전소 안전성 및 성능 요

건을 만족하는데 적절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검토한다.  

- 펌프 관련 기술기준

- 펌프의 구성 및 기능

- 펌프의 설계근거 및 제작특성

나. 펌프 실제 상태 검토

안전에 중요한 펌프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예상되는 경년열화를 예측하는데 효

과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펌프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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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되어야 한다.   

- 펌프의 시험, 검사, 운전 및 정비기록

- 펌프의 설계변경 이력 및 현장점검 결과

B.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안전관련 펌프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사항을 검토한다. 이때 

기술기준, 현재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에 대한 정보들을 고려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 검토

안전관련 펌프들에 대해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2], NUREG-1800[3], 

NUREG-1801[4]에 제시된 경년열화를 포함하여 기존의 운전경험, 연구 등으로부터 알려져 

있는 고유의 경년열화를 대상으로 검토한다.

나. 경년열화 평가

검토자는 다음의 경년열화를 포함하여 “가”항으로부터 확인된 발생가능한 모든 경년열

화를 대상으로 안전관련 펌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1) 피로에 기인한 누적피로손상

ASME Code, Section III에서는 Class 1 기기에 대해 NB-3200에 따라 예상 과도상태 횟

수를 기초로 모든 과도상태 하중을 고려한 피로해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1이하의 

CUF(Cumulative Usage Factor)를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펌프의 압력경계를 구성하는 

몸체, 노즐, 볼트연결부 등의 부속기기를 대상으로 운전에 따른 피로손상의 영향을 검

토한다.

(2) 부식, 침식, 마모에 기인한 재료손실

일반부식은 주위환경에 의해 금속표면이 균일하게 감육되거나 손실되는 현상이다. 일

반부식은 탄소강 재질의 펌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유체, 유체농도, 사용온

도 등에 따라 경년열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몸체, 노즐, 볼트 연결부 등 탄소강 재

질의 펌프 부속기기의 일반부식에 의한 경년열화의 영향을 검토한다.

(3) 응력부식에 기인한 균열발생 및 성장

응력부식균열은 인장응력과 부식 환경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민감 재료에서 균열이 

발생, 성장하는 경년열화 현상이다. 각 재료별로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유

의 환경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탄소강보다는 보호피막을 형성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강 등에서 발생하기 쉽다.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펌프 부속기기에 대해 운전환경 및 

하중상태를 고려하여 응력부식균열의 발생가능성과 그 영향을 검토한다.

(4) 응력이완에 기인한 예비하중 감소

정지냉각펌프를 포함한 원자로 공정계통의 안전관련 펌프는 압력경계부 스터드 및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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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응력이완으로 인하여 예비하중이 저하될 수 있다. 응력이완에 기인한 예비하중 

감소를 포함하여 볼트결합의 건전성 유지 관점에서 검토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원전운영자의 평가결과가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경년열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평가경험을 참조

하여 검토, 적용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

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C. 안전성능의 평가 및 관리

원자로 공정계통의 안전관련 펌프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안전관련 펌프와 관련된 원전운영자의 보수, 시험 및 검사의 수행계획, 수행방법 그리고 

수행결과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항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 관련 절차서에 대한 개정/관리의 체계성

- 펌프의 운전・성능 변수의 취득 및 관리

- 펌프의 운전・성능 변수의 경향분석 방법과 결과

- 펌프의 운전・성능 변수와 안전계통 기능과의 연관성

- 안전계통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펌프의 운전자료 관리/분석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와 제63조 등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29호에서는 안전관련 펌프 등에 대해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5]. 원자로 공정계통에 포함된 안전관련 펌프의 성능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

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29호에 따라 이행된 성능의 확인, 감시, 평가내용과 이에 기

초한 경향을 검토한다. 또한 가동중시험, 보수 등의 결과에 따른 성능의 유지상태를 검

토하여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대한 성능 관리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D.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활용

안전관련 펌프에 대한 다른 유사한 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과 안전성 연구결과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또는 활용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

하여 아래사항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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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의 안전성과 관련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물이 평가되고 필요시 이행하기 위한 절

차수립 검토

-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반영 및 조치방안의 적합성 검토

2. 검토기준

안전관련 펌프의 검토범위에 대한 경년열화 및 안전성능의 평가, 관리와 관련한 검토기준 

또는 방법을 규정한다.

A.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안전관련 펌프의 실제 상태에 대한 평가결과를 검토할 때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안전관련 펌프의 평가범위 및 평가대상에 대한 구성, 기능 및 설계특성이 파악되고, 그

특성을 고려하여 건전성 및 작동성이 적절히 유지 및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 가동중시험, 가동중검사, 누설시험, 운전이력 및 정비기록이 적절히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 안전관련 펌프의 구성, 기능 및 설계특성 등이 유효한 기술기준에 만족되어야 한다.

B.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안전관련 펌프에 대한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때 해당 기술기준,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함께 고려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 검토

원자로 공정계통의 안전관련 펌프에 대한 경년열화의 검토는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를 포함하여 선행경험 등에 근거한 해당 경년열화의 발생조건을 참조하여 

수행한다.

나. 경년열화 평가

안전관련 펌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운전을 보증하기 위한 평가의 검토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때 성능을 포함한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발전소 운전경

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도 검토에 고려하여야 한다.

(1) 피로에 기인한 누적피로손상

ASME Code, Section III의 Class 1에 따라 설계 또는 해석되는 펌프의 피로에 기인한 

누적피로손상은 시간제한 경년열화 평가 대상으로 원전운영자의 평가방법에 따라 아

래에 제시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적용한다. 단 설계단계에서 피로해

석이 면제된 펌프는 제외한다.

○ 평가방법 (1) : 기존의 평가결과가 평가기간에 대해서 유효함을 입증하는 방법

설계시 고려된 과도상태 횟수를 평가기간 동안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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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F 계산이 유효하다.

○ 평가방법 (2) : 평가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재평가하는 방법

평가기간에 대하여 과도상태 횟수를 예측하여 CUF를 재평가 한다. CUF는 평가기

간 동안 코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1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3) : 피로에 의한 영향을 평가기간에 걸쳐 적절히 관리하는 방법

NUREG-1801의 Chapter X에 의하면 피로에 기인한 주요 부위의 결함발생 및 성장 

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가동중검사 프로그램의 운용을 평가방법 (3)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NUREG-1801을 참조할 수 있다. 한편 NUREG-1801의 Chapter X에 의하면 피로에 

기인한 주요 부위의 결함발생 및 성장 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가동중검사 프로그램

의 운용을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안전관련 펌프의 피로

손상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적용이 가능 할 경우 NUREG-1801을 참조할 수 있다.

(2) 부식, 침식, 마모에 기인한 재료손실

탄소강 재료의 펌프 표면에서 발생하는 일반부식에 의한 재료손실과 그 관리상태가 

적절하여야 한다. 기존의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에서는 손상을 발견하기 위한 가동중

검사, 부식억제를 위한 계통 수질관리 등에 의존하고 있다.

(3) 응력부식에 의한 균열발생 및 성장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펌프에 대해 부식억제를 위한 수질관리, 균열 발

생/성장을 탐지하기 위한 가동중검사 등 응력부식에 기인한 균열의 발생 및 성장과 

관련하여 원전운영자의 해당 관리프로그램들이 적절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4) 응력이완에 기인한 예비하중 감소

검토자는 정지냉각펌프를 포함한 원자로 공정계통의 안전관련 펌프에 대해 응력이완

으로 인한 볼트연결부의 예비하중 상실을 관리하기 위한 원전운영자의 해당 관리프로

그램들이 적절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이때 관리프로그램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NUREG-1339, EPRI NP-5769 및 EPRI TR-104213의 지침 또는 권고사항을 참조할 수 

있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원전운영자의 평가결과가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았을 경우 않은 

경우, 별도의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경년열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평가경험을 참조하여 검토, 적용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안전관련 펌프들에 대

해 발생 가능한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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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 관리방안이 적절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나. 경년열화의 평가”에 

기술된 해당 경년열화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 등을 참조할 수 있다.

C. 안전성능의 평가 및 관리

원자로 공정계통의 안전관련 펌프와 관련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검토에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5조(기록과 비치)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8조・제25조・제

39조・제49조・제52조 제4항・제58조・제67조・제82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자료의 취득뿐만 아니라 사고/고장시 원인분석을 위한 운전기록과 관련한 기록사항, 기

록시기 및 보존기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펌프에 대한 운전자료의 선별 및 기

록과 관련하여 관리체계의 적절성과 그 이행실적을 검토하는데 이들 규정을 참조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29호에서는 안전관련 펌프의 성능과 관련하여 수력 성능과 기

계적 성능을 등에 대해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 평가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관련 펌프의 성

능 관리체계 및 성능의 유지에 대한 적정여부에 대한 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4-29호를 포함하여 “전력산업기술기준 MOB(2000년판)”또는 “ASME OM Code, 

ISTB (1995년판 및 추록)”를 참조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성능

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D.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활용

안전관련 펌프들과 관련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한 검토는 원자력시설의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운전경험의 반영)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자료를 수집․분석․관리되어야 한다.

나.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설비․안전성 관련기준․운영절차서 및 교육

훈련에 반영 되어야 한다.

3. 검토절차

각 검토분야에 대해 다음의 검토절차를 적용한다.

A. 시험/점검/보수기록 및 실제 상태검토

안전관련 펌프들의 실제 상태에 대한 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전운영자가 수행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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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관련 펌프들의 설계특성(설계 시 기준) 등을 파악하여 현 물리적 상태가 현행 인

허가 기준(유효한 기술기준)에 만족되는지 확인한다. 

나. 안전관련 펌프들의 가동중시험, 가동중검사, 누설시험, 운전이력, 설계변경이력 및 정

비기록 검토한다. 

다. 안전관련 펌프들의 현장점검 결과를 확인한다.

라. 안전관련 펌프의 실제 상태가 설계기준에 만족되고 차기 PSR 주기까지 유지됨을 확증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설계근거에 대하여 평가한다.

마. 안전관련 펌프가 설계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하는 경우, 시정조치(검사 또는 시험, 안전

분석 또는 기기 교체 등)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조치방안 적정성 검토)

B.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원자로 공정계통 펌프의 경년열화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

한다. 이때 해당 기술기준, 현재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가. 경년열화기구 검토

안전계통의 펌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년열화의 검토를 위해 해당 펌프의 재료 및 운

전환경을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를 포함하여 고유의 해당 경년열화의 발생

조건과 비교, 검토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이때 펌프에 대한 국내외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안전관련 펌프에 대한 평가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

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에 기초하여 수행하며 해당 운전, 정비, 검사 및 시험 내역과 그 결과에 대

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피로에 기인한 누적피로손상

안전관련 펌프에 대한 평가는 원전운영자가 선택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의 해당검토

를 수행한다.

○ 평가방법 (1) : 기존 설계 CUF 계산에서 적용된 설계 과도상태의 목록과 평가기

간의 종료시점까지 예상되는 운전 과도상태 횟수가 설계 과도상태 횟수를 초과하

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 평가방법 (2) : 평가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예측한 가정 과도상태 목록과 과도상태 

예측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예측 과도상태 횟수에 기초한 CUF 재 계산결과가 평

가기간의 종료시점에서 CUF가 1이하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 평가방법 (3) : 검토자는 원전운영자가 적용이 가능할 경우 NUREG-1801에 기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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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은 적절한 관리프로그램을 검토하였는지 확인한다. 또한 검토자는 원전운

영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기술하였는지 확인한다. 한편 안전관련 펌프에 대해 원전운영자가 적

용이 가능할 경우 NUREG-1801에 기술된 바와 같은 적절한 프로그램을 검토하였

는지 확인한다. 또한 검토자는 원전운영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해당 프로

그램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기술했는지 확인한다.

(2) 부식, 침식, 마모에 기인한 재료손실

검토자는 펌프의 부식, 침식, 마모에 기인한 재료손실에 대한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

그램을 검토한다. 기존의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은 ASME Code, Section XI에 따른 가

동중검사와 수질관리로 구성된다. 이들 관리프로그램에서의 경년열화 감지방법에 대

한 유효성 평가를 위해서 관련 자료를 검토한다. 일반부식에 기인한 재료손실 관리프

로그램은 해당 발전소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원전운영자의 해당 경

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의 유효성에 대해 사안별 검토를 수행한다.

(3) 응력부식에 기인한 균열발생 및 성장

검토자는 확인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부위에 대해 응력부식균열의 관리를 위

한 발전소 해당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NUREG-1801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당 

관리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검토한 후 발전소의 해당 관리프로그램이 응력부식균열을 

관리하는데 적합한지 평가한다.

(4) 응력이완에 기인한 예비하중 감소

검토자는 정지냉각펌프를 포함한 원자로 공정계통의 안전관련 펌프에 대해 응력이완

으로 인한 예비하중의 상실을 관리하기 위한 가동중검사를 포함하여 원전운영자의 관

리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이때 볼트의 결합에 대해 8의 지침 또는 권고

사항을 참조하여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경년열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평가경험

을 참조하여 검토, 적용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안전관련 펌프의 실제 

상태,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에 대한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C. 안전성능의 평가 및 관리

원자로 공정계통의 펌프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등

에 따라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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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안전관련 펌프의 시험, 검사 및 정비 분석과 관련한 각종 절차서의 체계성, 시험계획/수

행/결과의 관리체계, 시험결과의 분석 및 후속조치 등을 검토한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부여된 운전 및 성능 상태 유지와 관련한 성능의 추이 및 경향, 설비 및 설계 변경 등

을 통한 안전성 개선활동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발전용 원자로는 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 확인, 기기의 성능저하 예측, 예방정비 또는 고

장 발생시 원인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발전소 상황의 관리 

등을 위한 운전변수의 취득, 관리가 필요하다. 안전관련 펌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29호에 따라 주기적으로 가동중시험을 수행하여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원자

로 공정계통의 펌프에 대한 수력시험, 기계적 시험 등이 허용범위 이내로 성능을 유지

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성능변수가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한 원인분석

을 포함하여 시정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고 있는지 검토한다. 이때 성능변수에 대한 기

준값 설정, 허용범위 및 조치사항에 대한 관리체계 등은 “전력산업기술기준 MOB(2000

년판)” 또는 “ASME OM Code, ISTB(1995년판 및 추록)”를 참조한다.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과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

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D.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활용

안전관련 펌프들과 관련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한 검토는 원자력시설의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운전경험의 반영) 등에 따라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

다.

가. 국내․외 운영경험과 연구결과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반영하는 계

획이 마련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나. 운전경험에 대한 분석결과를 설비․안전성 관련 기술기준․운영절차서 및 교육훈련 계획

에 적절히 보완․개선하고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적절

히 취했는지를 확인한다.

4. 검토결과

본 검토지침의 각 조항에 따른 검토로부터 냉각재펌프를 제외한 원자로 공정계통의 안전관

련 펌프에 대하여 안전성 개선을 위한 향후계획을 포함하여 경년열화와 성능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적절성,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걸쳐 해당 설계기준을 만족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검토 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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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기계재료평가실

지원부서

2.4.3 압력용기 그룹

1. 검토범위

본 안전평가지침은 경수로의 압력용기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

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의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인 “원자로시설 평가 실제 상태

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소 운

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압력용기는 탱크, 여과

기, 탈염기 및 이온교환기 등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정보는 원전의 안전성분석보고서(SAR) 

검토를 위한 안전심사지침[1]과 부합하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의 제3장 “구조물, 

부품, 기기 및 계통의 설계”, 제6장 “공학적 안전설비”에 기술되어 있다. 

압력용기에 대한 기술기준, 성능을 포함한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

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기초로 경년열화와 안전성능의 평가, 관리에 대한 사

항을 검토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압력용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기술기준, 현재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에 대한 정보들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압력용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검토자

는 기술기준,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

한 정보들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검토자는 다음의 경년열화를 포함하여 “가”항으로부터 확인된 발생가능한 경년열화를 

대상으로 압력용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1) 피로에 의한 누적피로손상

안전등급 1(Class 1) 압력용기는 ASME Code, Section III의 NB-3200에 따라 예상 과도

상태 횟수를 기초로 과도상태 하중을 고려하여 피로해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누적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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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용계수(CUF: Cumulative Usage Factor)가 1.0이하 이어야 한다. 안전등급 2 및 

3(Class 2, 3) 압력용기는 ASME Code, Section III의 NC-3200 및 ND-3200에 따라 피로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2) 일반부식, 공식 및 틈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압력용기에서 유체와 접촉하고 있는 부위에 대하여 경년열화에 의한 재료손실의 영향

을 발전소 계통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일반부식은 주위환경에 의해 금

속표면이 균일하게 감육되거나 손실되는 현상으로 탄소강 재질의 압력용기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유체, 유체농도, 사용온도 등에 따라 경년열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공식은 화학적 활성이 큰 부위에서 발생하는 국부부식 현상으로 합금강 재료가 

유동정체 부위에 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틈부식은 금속 표면에 형성되는 구조

적인 틈에서 다른 부위에 비해 현저한 속도로 부식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스테인리스

강 재질의 압력용기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가동 기간 중 쉘, 헤드, 노즐 등 압력용기의 

각 부속기기들에 대해 이들 경년열화에 의한 재료손실의 영향을 검토한다.

(3) 응력부식에 의한 균열발생 및 성장

응력부식균열은 인장응력과 부식환경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응력부식에 민감한 재료

에서 균열이 발생, 성장하는 경년열화 현상이다. 각 재료별로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유의 환경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탄소강보다는 보호피막을 형성하고 있는 

스테인리스강 등에서 발생하기 쉽다.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압력용기 부속기기에 대해 

운전환경 및 하중상태를 고려하여 응력부식균열의 발생가능성과 그 영향을 검토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원전운영자의 평가결과가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검토

자는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

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압력용기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

의 사항을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압력용기류와 관련된 원전운영자의 보수, 시험 및 검사의 수행계획, 수행방법 그리고 수

행결과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항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 관련 절차서에 대한 개정/관리의 체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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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련 운전・성능 변수의 취득 및 관리

- 운전・성능 변수의 경향분석 방법과 결과

- 운전・성능 변수와 안전계통 기능과의 연관성

- 안전관련 계통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나 계통 운전자료 관리/분석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관련 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63조 등에 따라 관리되는 압력용기의 

운전성능과 관련된 변수들을 확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의 유지상태 및 추이변

동을 검토한다. 또한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대하여 적절한 성능을 유지하여 안전운전

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2. 검토기준

압력용기의 경년열화 및 안전성능의 평가, 관리와 관련된 검토기준 또는 방법은 다음과 같

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압력용기에 대한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검토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때 

해당 기술기준,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

한 정보 등도 검토에 고려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압력용기에 대한 경년열화의 검토는 ASME Code, Sec. III, Appendix W를 포함하여 선행

경험에 근거한 해당 경년열화의 발생조건 등을 참조하여 수행한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압력용기가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전될 수 있음을 보증하는 안전성평가에 대한 검

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성평가 당시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발전소 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도 검토에 고려한다.

 

(1) 피로에 의한 누적피로손상

ASME Code, Section III의 NB-3200에 따라 설계 또는 해석되는 압력용기의 피로에 의

한 누적피로손상은 아래에 제시된 세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다. 단 설계단계에서 피로해석이 면제되는 압력용기는 제외한다.

○ 평가방법 (1) : 기존의 평가결과가 평가기간에 대해서 유효함을 입증하는 방법

안전성평가기간 동안 예상 과도상태 발생횟수가 설계시 고려된 과도상태 횟수를 초

과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설계 CUF 계산결과가 유효하다.

○ 평가방법 (2) : 평가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재평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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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기간 동안 예상과도상태 발생횟수를 예측하여, CUF를 평가하고 코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1.0 이하로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 평가방법 (3) : 피로에 의한 영향을 평가기간에 걸쳐 적절히 관리하는 방법.

안전성평가기간 동안 원자로냉각재계통 기기의 압력 및 온도 과도상태 횟수를 감시

하여 피로에 의한 영향을 적절히 관리한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NUREG-1801[4]

을 참조할 수 있다.

(2) 일반부식, 공식 및 틈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압력용기 유체접촉 부위에 대해 부식, 공식 및 틈부식 발생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기존의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으

로 손상 발견을 위한 안전등급 1,2,3기기 가동중검사, 수질관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

며 검토자는 원전운영자의 해당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의 유효성에 대해 사안별 검토

를 수행할 수 있다.

(3) 응력부식에 의한 균열발생 및 성장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압력용기에 대해 부식억제를 위한 수질관리, 균열 

발생 및 성장을 탐지하기 위한 가동중검사 등 응력부식균열 관리를 위한 적절한 해당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전운영자의 평가내용에 대해 사안별로 확인,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압력용기에서 발생 가능

한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

이 적절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나. 경년열화의 평가”에 기술된 해당 경

년열화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 등을 참조할 수 있다.

B. 안전성능의 평가 및 관리

압력용기류와 관련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검토에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등에 따

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7조(기록과 비치)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8조・제25조・제39

조・제49조・제52조제4항・제58조・제67조・제82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 제

3항・제1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서는 원자로시설의 검사 및 운전기록에 대한 기록사항, 기록시기 및 보존기간에 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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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관련 운전자료의 선별 및 기록과 관련하여 관리체계

의 적절성과 이행실적을 검토하는데 규정을 참조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간의 경

과에 따른 압력용기의 안전과 관련한 성능이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며, 그 관리

상태도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성능변수

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3. 검토절차

각 검토분야에 대해 다음의 검토절차를 적용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압력용기의 경년열화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이때 해

당 기술기준,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압력용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년열화의 검토를 위해 ASME Code, Sec. III, Appendix W

를 참조하여 고유의 해당 경년열화의 발생조건과 비교, 검토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이때 압력용기에 대한 국내외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압력용기에 대한 평가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

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에 기초하여 수행하며 해당 운전, 정비, 검사 및 시험 내역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피로에 의한 누적피로손상

안전등급 1 압력용기의 피로에 기인하는 손상평가는 원전운영자가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의 해당 검토를 수행한다.

○ 평가방법 (1) : 검토자는 안전성평가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예상되는 운전과도 횟수가 

기존 설계 CUF 계산 시 적용된 설계과도상태 목록 및 횟수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

인한다.

○ 평가방법 (2) : 검토자는 안전성평가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예측한 과도상태 목록과 

횟수가 적절한지 확인한다. 예측 과도상태 횟수를 포함하여 CUF를 재계산하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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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 평가방법 (3) : 검토자는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이 NUREG-1801에 제시된 방법

에 따라 구성되었는지 확인한다. 또한 원전운영자가 해당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로에 의한 누적피로손상을 평가하였는지 확인한다. 

안전등급 2,3 압력용기에 대해서는 피로해석 면제조건의 적용대상 여부를 포함하여 

사안별로 검토한다. 

(2) 일반부식, 공식 및 틈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압력용기에 대해 이들 경년열화 기구로 인한 재료손실을 관리하기 위한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원전운영자가 해당 압력용기에 대하여 재료

손실 평가 및 발생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 또는 가동기간 동안 압력용기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

를 검토한다. 한편 재료손실 평가 및 발생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식, 공식 및 틈부식 으로 인한 재료손실의 관리 상태를 검토한다. 

(3) 응력부식에 의한 균열발생 및 성장

검토자는 원전운영자가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기기의 응력부식균열을 관리하기 

위해 운용하는 해당 관리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NUREG-1801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검토하고 발전소의 해당 관리프로그램이 응력부식균

열을 관리하는데 적절한지 평가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경년열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평가경

험을 참조하여 검토 및 적용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압력용기의 물리적 상

태,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압력용기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 내용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압력용기의 시험, 검사 및 정비 분석과 관련한 각종 절차서의 적합 여부, 시험관리체계

(계획수립, 시험수행, 시험결과 관리), 시험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 등을 검토한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부여된 운전 및 성능 상태 유지와 관련한 성능의 추이 및 경향, 설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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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경 등을 통한 안전성 개선활동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발전용 원자로는 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 확인, 기기의 성능저하 예측, 예방정비 또는 고

장 발생시 원인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발전소 상황의 관리 

등을 위한 운전변수의 취득, 관리가 필요하다. 검토자는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행된 압력용기류의 안전과 관련한 성능

변수에 대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과 그 관리 상태를 검토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과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

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한다.

4. 검토결과

본 안전성평가지침의 각 조항에 따른 검토로부터 압력용기에 대하여 안전성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을 포함하여 경년열화와 성능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적절성,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걸쳐 해당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결

과를 검토 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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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계측전기평가실

지원부서

2.5  계측제어계통

1. 검토범위

본 안전평가지침은 경수로 원전의 안전관련 계측제어 설비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의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인 “안전에 중

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안전

성능에 관한 사항” 및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검

토하기 위한 것이다. 계측제어 분야에 대한 정보는 원전의 안전성분석보고서(SAR) 검토를 

위한 표준 안전심사지침(SRG)과 부합하는 FSAR의 “7장 계측제어”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관련 계측제어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성능을 포함한 현재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기초로 경년열화와 성능의 

평가,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안전관련 계측제어 설비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

한다. 이때 기술기준, 현재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들을 고려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계측제어 설비의 각 부위에 대해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1]에 제시된 경년

열화를 포함하여 기존의 운전경험, 연구 등으로부터 알려져 있는 고유의 경년열화를 대

상으로 검토한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검토자는 다음의 경년열화를 포함하여 “가”항으로부터 확인된 발생가능한 모든 경년

열화를 대상으로 해당 발전소의 계측제어계통 설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1) 안전관련 계측제어설비의 다양한 경년열화에 기인한 손상 

경수로 원전의 안전관련 계측 및 제어설비는 원자로보호계통(RPS), 공학적안전설비작

동계통(ESFAS), 안전정지계통, 안전관련 지시계통 및 데이터 통신계통 등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안전관련 계측 및 제어설비는 비교적 온화한 환경에 위치하고 있으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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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전송기 및 센서 등은 열악한 환경(Harsh Environment)에 위치하므로 온도, 방사선, 

산소, 습분 등의 환경인자들에 기인하는 다양한 경년열화가 발생할 수 있다. 검토자

는 이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원전운영자의 평가결과가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았을 경우 검토

자는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

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계측제어 설비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계측제어 설비와 관련된 원전운영자의 보수, 시험 및 검사의 수행계획, 수행방법 그리고 

수행결과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항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 관련 절차서에 대한 개정/관리의 체계성 

- 안전관련 운전・성능 변수의 취득 및 관리

- 운전・성능 변수의 경향분석 방법과 결과

- 운전・성능 변수와 안전계통 기능과의 연관성

- 안전계통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나 계통 운전자료 관리/분석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제어 및 계측장치) 등에 따라 관리되는 

계측제어 설비와 관련한 성능변수를 확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의 유지상태와 

그 경향을 검토한다. 또한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대하여 적절한 성능을 유지하여 안

전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2. 검토기준

안전관련 계측제어 설비의 검토범위에 대하여 경년열화 및 안전성능의 평가, 관리와 관련한 

검토기준 또는 방법을 규정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계측제어 설비에 대한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때 해당 기술기준, 현재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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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함께 고려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계측제어 설비의 평가를 위한 경년열화의 검토는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를 

포함하여 선행경험 등에 근거한 해당 경년열화의 발생조건을 참조하여 수행한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계측제어 설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운전을 보증하기 위한 평가의 검토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때 평가당시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발전소 운전경

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도 검토에 고려하여야 한다.

(1) 안전관련 계측제어설비의 경년열화에 기인한 손상  

안전관련 계측제어설비의 온도, 방사선, 습분 등의 환경인자들에 기인하는 경년열화 

평가와 관련하여 IAEA-TECDOC-1188[2], IAEA-TECDOC-1147[3]을 포함하여 

NUREG-1800[4], NUREG-1801[5]을 참조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전운영자의 평가내용에 대해 사안별로 확인,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안전관련 계측제어 설

비에 대해 발생 가능한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이 적절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나. 경년열화의 평

가”에 기술된 해당 경년열화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 등을 참조할 수 있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계측제어 설비관련 성능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검토에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5조(기록과 비치)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8조・제25조・제

39조・제49조・제52조제4항・제58조・제67조・제82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자료의 취득뿐만 아니라 사고/고장시 원인분석을 위한 운전기록과 관련한 기록사항, 기

록시기 및 보존기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계측제어 설비에 대한 운전자료의 

선별 및 기록과 관련하여 관리체계의 적절성과 그 이행실적을 검토하는데 이들 규정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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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등에 따라 원자로보호계통(RPS), 공학적

안전설비작동계통(ESFAS)의 계측회로응답시간 등 계측제어 설비의 성능변수가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며, 그 관리상태도 적절하여야 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 결

과를 포함하여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3. 검토절차

   각 검토분야에 대해 다음의 검토절차를 적용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안전관련 계측제어 설비의 경년열화 평가 및 관리에 대해 검토한다. 

이때 해당 기술기준, 현재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고려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계측제어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년열화의 검토를 위해 계측제어 설비의 재료 및 

운전환경을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를 포함하여 고유의 해당 경년열화의 발

생조건과 비교, 검토하였는지 확인한다. 이때 계측제어 설비에 대한 국내외의 운전경험

과 연구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검토자는 계측제어 설비에 대한 평가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

태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

용에 관한 사항”에 기준으로 수행하며 해당 운전, 정비, 검사 및 시험 내역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안전관련 계측제어설비의 경년열화에 기인한 손상  

IAEA-TECDOC-1188[2]에서는 원자로 격납건물 내부의 안전에 중요한 계측 및 제어 케

이블에 대한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으며, 

IAEA-TECDOC-1147[3]에서는 센서, 전자부품, 릴레이, 케이블 및 커넥터 등의 경년열

화에 대한 사항들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NUREG-1800[4], NUREG-1801[5]에서는 온

도, 방사선, 산소, 습분 등의 환경인자들에 기인하는 계측 및 제어설비의 경년열화와 

관련한 사항들을 기술하고 있다. 검토자는 안전관련 계측 및 제어설비에 대해 이들 

자료를 참조하여 검토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경년열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평가경험

을 참조하여 검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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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안전관련 계측제어 설

비의 물리적 상태,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계측제어 설비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계측제어 설비의 시험, 검사 및 정비 분석과 관련한 각종 절차서의 체계성, 시험 계획/

수행/결과의 관리체계, 시험결과의 분석 및 후속조치 등을 검토한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부여된 운전 및 성능 상태 유지와 관련한 성능의 추이 및 경향, 설비 및 설계 변경 등

을 통한 안전성 개선활동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발전용 원자로는 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 확인, 기기의 성능저하 예측, 예방정비 또는 고

장 발생시 원인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발전소 상황의 관리 

등을 위한 운전변수의 취득, 관리가 필요하다. 검토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20조 등에 따라 원자로보호계통(RPS),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ESFAS)의 계측

회로응답시간 등 계측제어 설비의 성능변수를 확인하고, 성능변수에 대해 시간의 경과

에 따른 성능과 그 관리상태를 검토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과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4. 검토결과

본 검토지침의 각 조항에 따른 검토로부터 안전관련 계측제어 설비에 대하여 안전성 개선

을 위한 향후계획을 포함하여 경년열화와 성능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적절성,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걸쳐 해당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

인 검토결과를 검토 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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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계측전기평가실

지원부서

2.6 전력계통

1. 검토범위

본 안전평가지침은 경수로 원전의 안전관련 전력계통 설비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의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인 “안전에 중

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안전

성능에 관한 사항”, 및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검

토하기 위한 것이다. 전력계통 분야에 대한 정보는 원전의 안전성분석보고서(SAR) 검토를 

위한 표준 안전심사지침(SRG)과 부합하는 FSAR의 “8장 전력계통”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관련 전력계통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성능을 포함한 현재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기초로 경년열화와 성능의 

평가,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안전관련 전력계통 설비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

한다. 이때 기술기준, 현재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들을 고려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전력계통 설비의 각 부위에 대해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1]에 제시된 경년

열화를 포함하여 기존의 운전경험, 연구 등으로부터 알려져 있는 고유의 경년열화를 대

상으로 검토한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검토자는 다음의 경년열화를 포함하여 “가”항으로부터 확인된 발생가능한 모든 경년

열화를 대상으로 해당 발전소의 전력계통 설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1) 안전관련 전기설비의 다양한 경년열화에 기인한 손상

경수로 원전의 안전관련 전기설비는 안전등급(Clss-1E)에 해당하는 소내전력계통과 

우선전력계통의 전기설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전기설비는 온도, 방사선, 산소, 

습분 등의 환경인자들에 기인하는 다양한 경년열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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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검토한다.

(2) 내환경검증의 대상이 되는 열악한 환경에 위치하는 안전관련 전기설비의 다양한 경

년열화에 기인한 손상

열악한 환경(Harsh Environment) 즉, 설계기준사고로 인한 냉각재 상실사고(LOCA), 

고에너지 배관파단 (HELB) 사고 또는 사고 후에 열악한 환경에 위치하는 폴리머 및 

금속성 재료의 안전관련 전기설비에서는 온도, 방사선, 산소, 습분 등의 환경인자들에 

기인하는 다양한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폴리머 및 금속성 재료의 안전관련 전기설

비에 대해 이들 환경인자에 기인한 영향을 검토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원전운영자의 평가결과가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았을 경우 검토

자는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

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전력계통 설비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감시·검

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전력계통 설비와 관련된 원전운영자의 보수, 시험 및 검사의 수행계획, 수행방법 그리고 

수행결과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항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 관련 절차서에 대한 개정/관리의 체계성 및 유효성

- 안전관련 운전・성능 변수의 취득 및 관리

- 운전・성능 변수의 경향분석 방법과 결과

- 운전・성능 변수와 안전계통 기능과의 연관성

- 안전계통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나 계통 운전자료 관리/분석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등에 따라 관리되는 전력

계통 설비와 관련한 성능변수를 확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의 유지상태와 그 경

향을 검토한다. 또한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대하여 적절한 성능을 유지하여 안전운전

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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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기준

안전관련 전력계통 설비의 검토범위에 대하여 경년열화 및 안전성능의 평가, 관리와 관련한 

검토기준 또는 방법을 규정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전력계통 설비에 대한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때 해당 기술기준, 현재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함께 고려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전력계통 설비의 평가를 위한 경년열화의 검토는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1]를 포함하여 선행경험 등에 근거한 해당 경년열화의 발생조건을 참조하여 수행한

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전력계통 설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운전을 보증하기 위한 평가의 검토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에 따르며, 이때 

평가당시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도 검토에 고려하여야 한다.

(1) 안전관련 전기설비의 다양한 경년열화에 기인한 손상

전력계통 설비의 온도, 방사선, 산소, 습분 등의 환경인자들에 기인하는 변압기 절연

권선, 케이블 및 폴리머 재료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NUREG-1800, -1801을 참조한다.

(2) 내환경검증의 대상이 되는 열악한 환경에 위치하는 안전관련 전기설비의 다양한 경

년열화에 기인한 손상

열악한 환경에 위치하는 폴리머 및 금속성 재료의 안전관련 전기설비는 시간제한 경

년열화 평가(TLAA)의 대상으로 다음에 제시된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증은 NUREG-1800[2], NUREG-1801[3], NUREG-0588[4]의 범주 I 

또는 범주 II를 참조할 수 있다.

○ 평가방법 (1) : 기존의 평가결과가 평가기간에 대해서 유효하다.

열악한 환경에 위치하는 안전관련 전기설비는 평가기간 동안 경년열화로 인한 수명

평가 결과가 유효하다.

○ 평가방법 (2) : 평가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재평가하였다.

평가기간의 종료시점까지 경년열화 재평가를 수행하여 기존 경년열화 평가결과가 

유효하다. 

○ 평가방법 (3) : 평가기간에 걸쳐 환경의 영향을 적절히 관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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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EG-1801의 Chapter X에 의하면, 안전관련 전력계통 설비에 대해 경년열화를 

감시하고, 추적하는 프로그램 운용을 평가방법 (3)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NUREG-1801을 참

조할 수 있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전운영자의 평가내용에 대해 사안별로 확인,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안전관련 전력계통 설

비에 대해 발생 가능한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이 적절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나. 경년열화의 평

가”에 기술된 해당 경년열화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 등을 참조할 수 있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전력계통 설비 관련 성능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검토에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감시·

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원자력안전법 제18조・제25조・제39조・제49조・제52조제4항・제58조・제67조・제82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자료의 취득뿐만 아니라 사고/고장시 원인분석을 위한 

운전기록과 관련한 기록사항, 기록시기 및 보존기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전력

계통 설비에 대한 운전자료의 선별 및 기록과 관련하여 관리체계의 적절성과 그 이행실

적을 검토하는데 이들 규정을 참조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등에 따라 전력계통 설비의 성능변수가 

판정기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며, 그 관리상태도 적절하여야 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3. 검토절차

   각 검토분야에 대해 다음의 검토절차를 적용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안전관련 전력계통 설비의 경년열화 평가 및 관리에 대해 검토한다. 

이때 해당 기술기준, 현재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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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전력계통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년열화의 검토를 위해 전력계통 설비의 재료 및 

운전환경을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를 포함하여 고유의 해당 경년열화의 발

생조건과 비교, 검토하였는지 확인한다. 이때 전력계통 설비에 대한 국내외의 운전경험

과 연구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검토자는 전력계통 설비에 대한 평가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기준으로 수행하며 해당 운전, 정비, 검사 및 시험 내역과 그 결

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안전관련 전기설비의 다양한 경년열화에 기인한 손상

NUREG-1800, NUREG-1801에서는 온도, 방사선, 산소, 습분 등의 환경인자들에 기인

하는 전력계통 설비에 대한 전기 케이블 및 커넥터 절연체의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들을 기술하고 있다. 검토자는 안전관련 전력계통에 대해 이들 자료를 참조하여 검토

한다.

(2) 내환경검증의 대상이 되는 열악한 환경에 위치하는 안전관련 전기설비의 다양한 경

년열화에 기인한 손상

환경검증의 대상이 되는 안전관련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시된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입증한다.

○ 평가절차 (1) : 차기 주기적안전성평가 종료시까지 초기의 검증된 수명이 유효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해석 및 운전경험 등 과거의 검증에 활용된 문서화된 

결과, 시험데이터, 해석 등을 검토한다.

○ 평가절차 (2) : 차기 주기적안전성평가 종료시까지 예측한 검증결과를 검토한다. 

검증방법에는 시험, 해석, 운전경험 또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조합을 포함한다.

○ 평가절차 (3) : 검토자는 원전운영자가 해당 발전소의 환경검증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는지 확인, 검토한다. 원전운영자가 제시한 프로그램

에 대한 확인, 검토를 위해 NUREG-1800 및 NUREG-1801의 Chapter VI. 

“Electrical Components”를 참조할 수 있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경년열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평가경험

을 참조하여 검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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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안전관련 전력계통 설

비의 물리적 상태,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전력계통 설비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감시·검

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전력계통 설비의 시험, 검사 및 정비 분석과 관련한 각종 절차서의 체계성, 시험 계획/

수행/결과의 관리체계, 시험결과의 분석 및 후속조치 등을 검토한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부여된 운전 및 성능 상태 유지와 관련한 성능의 추이 및 경향, 설비 및 설계 변경 등

을 통한 안전성 개선활동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발전용 원자로는 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 확인, 기기의 성능저하 예측, 예방정비 또는 고

장 발생시 원인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발전소 상황의 관리 

등을 위한 운전변수의 취득, 관리가 필요하다. 검토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24조 등에 따라 전력계통 설비의 성능변수를 확인하고, 성능변수에 대해 시

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과 그 관리상태를 검토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과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

고 있는지 확인한다.

4. 검토결과

본 검토지침의 각 조항에 따른 검토로부터 안전관련 전력계통 설비에 대하여 안전성 개선

을 위한 향후계획을 포함하여 경년열화와 성능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적절성,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걸쳐 해당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

인 검토결과를 검토 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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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계통평가실

지원부서 기계재료평가실

2.7 보조계통

2.7.1 열교환기

1. 검토범위

본 안전평가지침은 안전관련 계통의 열교환기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의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안전성능에 관한 사

항”,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

다. 검토대상 열교환기에는 정지냉각열교환기, 기기냉각수열교환기를 비롯한 모든 안전관련 

열교환기를 포함한다. 안전관련 열교환기에 대한 정보는 원전의 안전성분석보고서(SAR) 검

토를 위한 안전심사지침(SRG)[1]과 부합하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의 제5장 “잔열제

거계통” 등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관련 열교환기에 대한 기술기준, 성능을 포함한 실제 상

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기초로 경

년열화와 성능의 평가,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A.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안전관련 열교환기 평가 당시의 실제 상태를 파악하고 현재 유효한 기록이 열교환기 상태

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열교환기의 시험결과, 보수기록, 실

제 상태 등을 검토한다.

가. 열교환기 설계특성 검토

열교환기의 설계특성이 발전소 상태 및 운전 적용 주기에 대하여 발전소 안전성 및 성

능 요건을 만족하는데 적절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검토한다.

- 열교환기 관련 기술기준

- 열교환기의 구성 및 기능

- 열교환기의 설계근거 및 제작특성

나. 열교환기 실제 상태 검토

안전에 중요한 열교환기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예상되는 경년열화를 예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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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열교환기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변경 이력 및 운전이력 등 아래

의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 열교환기의 시험, 검사, 운전 및 정비기록

- 열교환기의 설계변경 이력 및 현장점검 결과

B.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계통의 열교환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이때 기술기준,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

한 정보들을 고려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원자로 공정계통 안전관련 열교환기의 각 부위에 대해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2], NUREG-1800[3], NUREG-1801[4]에 제시된 경년열화를 포함하여 기존의 운전경험, 

연구 등으로부터 알려져 있는 고유의 경년열화를 대상으로 검토한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검토자는 다음의 경년열화를 포함하여 “가”항으로부터 확인된 발생가능한 모든 경년

열화를 대상으로 열교환기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1) 피로에 기인한 누적피로손상

ASME Code, Section III, NB-3200에서는 Class 1 기기에 대해 모든 과도상태 하중과 예

상 과도상태 횟수에 기초한 피로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Class 1 기기에 대해서는 재료

에 대한 피로특성과 기기의 기대 수명에 기초한 누적피로사용계수(CUF :Cumulative 

Usage Factor)가 1이하의 값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ASME Code, NC-3200 

및 ND-3200에 따라 설계되는 기기도 피로의 영향을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가동

기간에 대해 열교환기의 압력경계에 해당하는 동체, 채널, 노즐, 볼트 및 고정관판을 

대상으로 피로에 기인한 누적피로손상의 영향을 검토한다.

(2) 일반부식, 유동가속부식, 마모, 미생물부식, 공식, 틈부식, 갈바닉부식에 기인한 재료 

손실

열교환기에서 유체와 접촉하고 있는 모든 부위에 대하여 이들 경년열화 기구로 인한 

재료손실 영향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때 경년열화의 영향은 세부 계통별로 차이가 있

으므로 그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부식은 탄소강, 저합금강 등 대부분의 금속재

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유동가속부식은 부식환경에서 유체유동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진동으로 인한 마모는 부품간의 접촉면과 유체유동이 있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미생물부식은 천연수가 흐르는 부위에서 발생 가능하며 공식은 합금강 재료

가 유동정체 부위에 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틈부식 발생조건은 공식 발생조건

과 유사하나 금속 접합부와 같은 틈새가 있어야 하며, 갈바닉 부식은 부식환경에서 

이종금속이 접합되어 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가동기간에 대해 동체, 채널, 노즐, 

볼트 및 고정 관판 등 열교환기의 각 부속기기들에 대해 이들 재료손실의 영향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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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한다.

(3) 부식, 이물질에 기인한 성능저하

가동기간에 대해 열교환기의 성능이 해당 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열교환기 내부의 유체는 부식생성물과 이물질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부식생성

물과 이물질이 열전달면에 침적될 경우에는 열교환 효율을 저하시키고 균열과 같은 2

차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가동기간에 대해 부식과 이물질 등에 기인한 성능상

태와 그 부차적인 영향들을 검토한다.

(4) 응력부식에 기인한 균열발생 및 성장

응력부식균열은 예민한 스테인리스강 재료가 부식환경에서 높은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열교환기 각 부위별 재료, 운전환경 및 하중 상태를 고려하여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지 검토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원전운영자의 평가결과가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았은 경우, 별도

의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경년열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평가경험을 

참조하여 검토, 적용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

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C. 성능의 평가 및 관리

계통의 안전관련 열교환기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열교환기와 관련된 원전운영자의 보수, 시험 및 검사의 수행계획, 수행방법 그리고 수행

결과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항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 관련 절차서에 대한 개정/관리의 체계성

- 안전관련 운전・성능 변수의 취득 및 관리

- 운전・성능 변수의 경향분석 방법과 결과

- 운전・성능 변수와 안전계통 기능과의 연관성

- 안전계통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나 계통 운전자료 관리/분석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와 제63조 등의 규정에서는 안전관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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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재질 및 성능이 취약화되는 정도를 

감시・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본 규정에 따라 안전관련 각 열교환기에 대한 성능상

태를 확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의 변화를 검토한다. 또한 시험, 보수 등의 결과

에 따른 성능의 유지상태를 검토하여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대한 성능 관리가 가능한

지 확인한다.

D.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활용

안전관련 열교환기에 대한 다른 유사한 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과 안전성 연구결과가 적절

하게 반영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또는 활용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검토한다.

- 열교환기의 안전성과 관련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물이 평가되고 필요시 이행하기 위

한 절차수립 검토

-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반영 및 조치방안의 적합성 검토

2. 검토기준

안전관련 열교환기와 관련한 검토범위에 대한 경년열화 및 안전성능의 평가, 관리와 관련한 

검토기준 또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안전관련 열교환기의 실제 상태에 대한 평가결과를 검토할 때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안전관련 열교환기의 평가범위 및 평가대상에 대한 구성, 기능 및 설계특성이 파악되고, 

그 특성을 고려하여 건전성 및 열전달 성능이 적절히 유지 및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 안전관련 열교환기의 성능시험, 가동중검사, 누설시험, 운전이력 및 정비기록이 적절히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 안전관련 열교환기의 구성, 기능 및 설계특성 등이 유효한 기술기준에 만족되어야 한다.

B.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안전관련 열교환기에 대한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때 해당 기술기준,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에 대한 정보 등을 함께 고려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안전관련 열교환기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경년열화의 검토는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를 포함하여 선행경험 등에 근거한 해당 경년열화의 발생조건을 참조하여 

수행한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안전관련 열교환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운전을 보증하기 위한 평가의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때 평가당시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발전소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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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도 검토에 고려하여야 한다.

(1) 피로에 기인한 누적피로손상

ASME Code, NB-3200, NC-3200 및 ND-3200에 따라 설계 또는 해석되는 열교환기의 

피로에 기인한 누적피로손상은 시간제한 경년열화 평가의 대상으로 사업자의 평가방

법에 따라 아래에 제시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적용한다.

○ 평가방법 1 : 기존의 평가결과가 평가기간에 대해서 유효함을 입증하는 방법

기존의 설계해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설계시 고려된 과도상태 횟수를 평가기간 

동안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평가방법 2 : 평가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재평가하는 방법

평가기간의 종료시점까지의 과도상태 횟수를 고려하여 피로해석을 재 수행하였다. 

해석결과는 코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3 : 피로에 의한 영향을 평가기간에 걸쳐 적절히 관리하는 방법

NUREG-1801의 Chapter X에 의하면, 열 및 압력 과도상태의 횟수를 감시하고, 추

적하는 프로그램의 운용을 평가방법 (3)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경년열화 관리프

로그램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NUREG-1801을 참조할 

수 있다.

(2) 일반부식, 유동가속부식, 마모, 미생물부식, 공식, 틈부식, 갈바닉부식에 기인한 재료 

손실

열교환기 유체접촉 부위에 대해 부식, 유동가속부식, 마모, 미생물부식, 공식, 틈부식 

및 갈바닉부식의 발생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운영

되어야 한다. 관리프로그램으로는 ASME Code, Section XI에 따른 가동중검사, 열성능

점검 및 수질관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검토자는 원전운영자의 해당 경년열화관리프

로그램의 유효성은 사안별로 검토, 적용한다.

(3) 부식, 이물질에 기인한 성능저하

열교환기에 대해 부식, 이물질 등으로 인한 성능을 평가,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

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성능은 ASME OM-S/G Part 2[5](열교환기 기술시방서에 기준

이 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에 따라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 또는 가

동기간 동안 열교환기가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이내로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열교환기의 성능감시에는 EPRI NP-7552[6]를 참조할 수 있다.

(4) 응력부식에 기인한 균열발생 및 성장

안전관련 열교환기가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있을 경우 응력부식에 

기인한 손상을 완화하고, 균열을 탐지할 수 있는 적절한 관리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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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전운영자의 평가내용에 대해 사안별로 확인,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안전관련 열교환기에 

대해 발생 가능한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

년열화 관리방안이 적절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나. 경년열화의 평가”

에 기술된 해당 경년열화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 등을 참조할 수 있다.

C. 성능의 평가 및 관리

안전관련 열교환기와 관련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검토에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5조(기록과 비치)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8조・제25조・제

39조・제49조・제52조 제4항・제58조・제67조・제82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자료의 취득뿐만 아니라 사고/고장시 원인분석을 위한 운전기록과 관련한 기록사항, 기

록시기 및 보존기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열교환기에 대한 운전자료의 선별 

및 기록과 관련하여 관리체계의 적절성과 그 이행실적을 검토하는데 이들 규정을 참조

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이 감시・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이로부터 평가, 예측되는 열교

환기의 성능이 향후 10년의 운전기간에 걸쳐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열교환기에 대

한 성능의 평가와 관리는 ASME OM-S/G Part 2, 21을 참조할 수 있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D.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활용

안전관련 열교환기들과 관련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한 검토는 원자력시설의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운전경험의 반영)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자료를 수집․분석․관리되어야 한다.

나.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설비․안전성 관련기준․운영절차서 및 교육

훈련에 반영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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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절차

각 검토분야에 대해 다음의 검토절차를 적용한다.

A.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안전관련 열교환기들의 실제 상태에 대한 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전운영자가 수행

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가. 안전관련 열교환기들의 설계특성(설계 시 기준) 등을 파악하여 실제 상태가 현행 인허

가 기준(유효한 기술기준)에 만족되는지 확인한다. 

나. 안전관련 열교환기들의 가동중시험, 가동중검사, 누설시험, 운전이력, 설계변경이력 

및 정비기록 검토한다. 

다. 안전관련 열교환기들의 현장점검 결과를 확인한다.

라. 안전관련 열교환기들의 실제 상태가 설계기준에 만족되고 차기 PSR 주기까지 유지됨

을 확증할 수 있도록 현재의 설계근거에 대하여 평가한다.

마. 안전관련 열교환기가 설계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하는 경우, 시정조치(검사 또는 시험, 

안전분석 또는 기기 교체 등)을 제안한다.

B.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안전관련 열교환기의 경년열화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다. 이때 해당 기술기준,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안전관련 열교환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년열화의 검토를 위해 열교환기의 재료 및 운

전환경을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를 포함하여 고유의 해당 경년열화의 발생

조건과 비교, 검토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이때 열교환기에 대한 국내외의 운전경험

과 연구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안전관련 열교환기에 대한 평가는 평가 당시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및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등에 기초하여 수행하

며 해당 운전, 정비, 검사 및 시험 내역과 그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피로에 기인한 누적피로손상

ASME Code, Class 1 또는 ASME Code, NC-3200 및 ND-3200에 따라 설계 또는 해석

되는 열교환기의 누적피로손상에 대한 평가는 원전운영자가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의 해당 검토를 수행한다.

○ 평가방법 (1) : 기존 설계해석에 적용된 설계 과도상태의 목록과 평가기간의 종료

시점까지 예상되는 운전 과도상태 횟수가 설계 과도상태 횟수를 초과하지 않는지

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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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2) : 평가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예측한 가정 과도상태 목록과 과도상태

예측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예측 과도상태 횟수에 기초한 재 해석결과가 평가기간

의 종료시점에서 허용기준 이내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 평가방법 (3) : 검토자는 원전운영자가 적용이 가능할 경우 NUREG-1801에 기술된 

바와 같은 적절한 관리프로그램을 검토하였는지 확인한다. 또한 검토자는 원전운

영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기술했는지 확인한다.

(2) 부식, 유동가속부식, 마모, 미생물부식, 공식, 틈부식, 갈바닉부식에 기인한 재료손실

열교환기에 대해 이들 경년열화로 인한 재료손실을 관리하기 위한 원전운영자의 관

리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원전운영자가 해당 열교환기에 대하여 재료손

실 평가 및 발생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주기적안

전성평가의 평가기간 또는 가동기간 동안 열교환기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검

토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식, 유동가속부식, 마모, 미생물부식, 공식, 틈부식 

및 갈바닉부식으로 인한 재료손실의 관리상태를 검토한다. 기존의 경년열화 관리 프

로그램으로 정지냉각열교환기에 대해서는 가동중검사를 수행하여 손상여부를 확인하

고 있다.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은 해당 발전소를 기준으로 수행한다.

(3) 부식, 이물질에 기인한 성능저하

이물질과 미생물에 의한 열교환기의 성능저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예방 및 관리

할 수 있는 관리프로그램을 검토한다. 열교환기에 대한 성능평가와 관련해서는 

ASME OM-S/G Part 2를 참조할 수 있다.

(4) 응력부식에 기인한 균열발생 및 성장

열교환기가 응력부식균열의 발생환경에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발전

소 해당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또한 응력부식균열의 발생을 완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압경수로형 원전에 대해 EPRI가 권고하고 있는 수질관리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경년열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평가경험

을 참조하여 검토, 적용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안전관련 열교환기의 

물리적 상태, 원자력발전소의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

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에 대한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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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성능의 평가 및 관리

안전관련 열교환기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안전관련 열교환기의 시험, 검사 및 정비 분석과 관련한 각종 절차서의 체계성, 시험 계

획/수행/결과의 관리체계, 시험결과의 분석 및 후속조치 등을 검토한다. 또 한 설계단계

에서 부여된 운전 및 성능 상태 유지와 관련한 성능의 추이 및 경향, 설비 및 설계 변

경 등을 통한 안전성 개선활동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발전용 원자로는 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 확인, 기기의 성능저하 예측, 예방정비 또는 고

장 발생시 원인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발전소 상황의 관리 

등을 위한 운전변수의 취득, 관리가 필요하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련 열교환기에 대해 시간의 경과에 따

른 재질과 성능이 취약화되는 정도와 그 경향을 검토한다. 또한 향후 10년의 시간 경과

에 대한 열교환기의 성능 관리가 가능한지 검토한다. 열교환기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ASME OM-S/G Part 2 및 Part 21[7]을 참조할 수 있다.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과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D.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활용

안전관련 열교환기들과 관련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활용에 대한 검토는 원자력시설의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운전경험의 반영) 등에 따라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

한다.

가. 국내․외 운영경험과 연구결과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반영하는 계

획이 마련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나. 운전경험에 대한 분석결과를 설비․안전성 관련 기술기준․운영절차서 및 교육훈련 계획

에 적절히 보완․개선하고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적절

히 취했는지를 확인한다.

4. 검토결과

본 검토지침의 각 조항에 따른 검토로부터 안전관련 열교환기에 대하여 안전성 개선을 위

한 향후계획을 포함하여 경년열화와 성능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적절

성,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걸쳐 해당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검토 보고서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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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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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기계재료평가실

지원부서
원자력비상대책실/

방사선·폐기물평가실

2.7.2 공기조화설비

1. 검토범위

본 안전평가지침은 공기조화설비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

의 세부내용)제1항의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

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원자

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공기조화설

비는 팬, 댐퍼, 덕트 그리고 공기조화기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정보는 원전의 안전성분석보

고서(SAR) 검토를 위한 표준 심사지침(SRG)과 부합하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의 9.4

절 “공기조화(HVAC)계통"에 기술되어 있다.

공기조화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성능을 포함한 공기조화설비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기초로 경년열화와 성능의 평

가,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공기조화설비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검토

자는 기술기준, 공기조화설비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들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공기조화설비에 대해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1]에 제시된 경년열화 현상 

또는 기구를 포함하여 기존의 운전경험, 연구 등으로부터 알려져 있는 고유의 경년열화 

현상 또는 기구를  검토한다.

나. 경년열화 평가[2,3]

검토자는 다음의 경년열화를 포함하여 “가”항으로부터 확인된 발생가능한 모든 경년

열화 기구를 대상으로 공기조화설비의 기기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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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부식, 공식, 틈부식, 침부식, 미생물부식 및 파울링에 의한 재료손실

공기조화설비를 구성하는 팬, 댐퍼, 덕트 그리고 공기조화기에서의 일반부식, 덕트 및 

공기조화기 접근문 밀봉부 등에서의 공식 및 틈부식, 공기조화기 냉각 및 가열코일에

서의 침부식, 미생물부식 및 파울링에 의한 재료손실을 검토한다. 

(2) 마모, 응력이완, 균열결함 및 파열, 응력부식균열에 의한 재료손실

공기조화설비를 구성하는 팬 및 댐퍼 베어링 부위에서의 마모, 댐퍼 판스프링 및 가

용성 링크 부위에서의 응력이완 및 공기조화기 여과기 및 활성탄 베드에서의 균열결

함 및 파열, 응력부식균열에 의한 재료손실을 검토한다.

(3) 엘라스토머 열화에 의한 재료손실

공기조화설비를 구성하는 덕트 및 댐퍼 밀봉부, 개스킷, 플렉시블 칼라 및 공기조화기 

엘라스토머 밀봉부의 엘라스토머 열화에 의한 마모, 경화 및 경도 감소 등의 재료손

실을 검토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현상 평가

원전운영자의 평가결과가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았을 경우 검토

자는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

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공기조화설비에 대한 성능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

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공기조화설비와 관련된 원전운영자의 보수, 시험 및 검사 수행계획, 수행방법 그리고 수

행결과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한다.

- 관련 절차서 개정/관리 체계  

- 안전관련 운전・성능 변수의 취득 및 관리

- 운전・성능 변수의 경향분석 방법과 결과

- 운전・성능 변수와 안전계통 기능과의 연관성

- 안전 관련 계통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나 계통 운전자료 관리 및 분석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 관련 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와 제63조 등의 규정에서는 안전관련 구

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재질 및 성능이 취약화되는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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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본 규정에 따라 환기계통 여과기군 누설, 계통유량, 

압력강하 등 공기조화설비 관련 성능변수를 확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 변화의 

추이를 검토한다. 또한 시험, 보수 등의 결과에 따른 성능 유지상태를 검토하여 향후 10

년의 가동기간 동안 적절한 성능을 유지하여 안전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2. 검토기준

공기조화설비의의 경년열화 및 안전성능의 평가, 관리와 관련된 검토기준 또는 방법은 다음

과 같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공기조화설비에 대한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검토

자는 해당 기술기준, 공기조화설비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공기조화설비의 평가를 위한 경년열화 현상 또는 기구에 대한 검토는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를 포함하여 선행경험에 근거한 해당 경년열화현상의 발생조건 

등을 참조하여 수행한다.

나. 경년열화 평가

공기조화설비가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전될 수 있음을 보증하는 안전성평가(경년열

화평가)에 대한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기조화설비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과 원자

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도 검토에 고려한다.

(1) 일반부식, 공식, 틈부식, 침부식, 미생물부식 및 파울링에 의한 재료손실

○ 일반부식에 의한 재료의 손실 : 공기조화설비를 구성하는 팬, 댐퍼, 덕트 그리고 공

기조화기에서의 일반부식으로 인한 재료손실 관리상태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공식 및 틈부식에 의한 재료의 손실 : 공기조화설비를 구성하는 덕트 및 공기조화

기에서의 공식 및 틈부식으로 인한 재료손실 관리상태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침부식, 미생물부식 및 파울링에 의한 재료의 손실 : 공기조화기의 냉각 및 가열 

코일에서의 침부식, 미생물부식 및 파울링으로 인한 재료손실 관리상태의 적절성

을 평가한다. 

(2) 마모, 응력이완, 균열결함 및 파열, 응력부식균열에 의한 재료손실

○ 마모에 의한 재료의 손실 : 팬의 V-풀리, 벨트 및 베어링 마모, 댐퍼의 베어링 및 

밀봉부 마모, 덕트와 팬 사이의 엘라스토머 밀봉부 및 접근 입출구 밀봉부의 마모

에 의한 재료손실 관리상태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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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력이완, 균열결함 및 파열, 응력부식균열에 의한 재료의 손실 : 댐퍼 판스프링 및 

가용성 링크 부위에서의 응력이완, 공기조화기 여과기 및 활성탄 베드에서의 균열

결함 및 파열, 응력부식균열에 의한 재료손실 관리상태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3) 엘라스토머 열화에 의한 재료손실

덕트 및 댐퍼 밀봉부, 개스킷, 플렉시블 칼라 및 공기조화기 엘라스토머 밀봉부의 엘

라스토머 열화에 의한 마모, 경화 및 경도 감소 등의 재료손실 관리상태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전운영자의 평가내용에 대해 사안별로 확인,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 동안 공기조화설비에 대해 발

생 가능한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에 

대한 관리방안이 적절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나. 경년열화의 평가”에 

기술된 해당 경년열화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 등을 참조할 수 있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공기조화설비와 관련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검토에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 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5조(기록과 비치)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8조·제25조·제

39조·제49조·제52조제4항·제58조·제67조·제82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자료의 취득뿐만 아니라 사고/고장시 원인분석을 위한 운전과 관련한 기록사항, 기록시

기 및 보존기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공기조화설비에 대한 운전자료의 선별 

및 기록과 관련하여 관리체계의 적절성과 그 이행실적을 검토하는데 이들 규정을 참조

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 관련 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이 감시・평가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평가, 시험되는 공기조화

설비와 관련한 환기계통 여과기군 누설, 계통유량, 압력강하 등의 성능상태가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

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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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절차

   각 검토분야에 대해 다음의 검토절차를 적용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다음의 절차에 따라 공기조화설비의 경년열화에 대한 평가 및 관리 내용을 검토한다. 검

토자는 적용 기술기준, 공기조화설비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

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고려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공기조화설비에 대해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에 제시된 경년열화 현상 또는 

기구를 포함하여 기존의 운전경험, 연구 등으로부터 알려져 있는 고유의 경년열화 현상 

또는 기구를 검토한다.

나. 경년열화 평가

공기조화설비에 대한 경년열화 평가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

태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에 기초하여 수행하며 해당 운전, 정비, 검사 및 시험 내역과 그 결

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일반부식, 공식, 틈부식, 침부식, 미생물부식 및 파울링에 의한 재료손실

○ 일반부식에 의한 재료의 손실 : 공기조화설비를 구성하는 팬, 댐퍼, 덕트 그리고 공

기조화기에서의 일반부식으로 인한 재료손실 상태와 해당 관리프로그램의 적절성

을 평가한다. 검토자는 원전운영자의 해당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의 유효성에 대해 

사안별 검토를 수행한다.

○ 공식 및 틈부식에 의한 재료의 손실 : 공기조화설비를 구성하는 덕트 및 공기조화

기에서의 공식 및 틈부식으로 인한 재료손실 상태와 해당 관리프로그램의 적절성

을 평가한다. 검토자는 원전운영자의 해당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의 유효성에 대해 

사안별 검토를 수행한다.

○ 침부식, 미생물부식 및 파울링에 의한 재료의 손실 : 공기조화기의 냉각 및 가열 

코일에서의 침부식, 미생물부식 및 파울링으로 인한 재료손실 상태와 해당 관리프

로그램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검토자는 원전운영자의 해당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

의 유효성에 대해 사안별 검토를 수행한다.

(2) 마모, 응력이완, 균열결함 및 파열, 응력부식균열에 의한 재료손실

○ 마모에 의한 재료의 손실 : 팬의 V-풀리, 벨트 및 베어링 마모, 댐퍼의 베어링 및 

밀봉부 마모, 덕트와 팬 사이의 엘라스토머 밀봉부 및 접근 입출구 밀봉부의 마모

에 의한 재료손실 상태와 해당 관리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검토자는 원전

운영자의 해당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의 유효성에 대해 사안별 검토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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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력이완, 균열결함 및 파열, 응력부식균열에 의한 재료의 손실 : 댐퍼 판스프링 및 

가용성 링크 부위에서의 응력이완, 공기조화기 여과기 및 활성탄 베드에서의 균열

결함 및 파열, 응력부식균열에 의한 재료손실 상태와 해당 관리프로그램의 적절성

을 평가한다. 검토자는 원전운영자의 해당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의 유효성에 대해 

사안별 검토를 수행한다.

(3) 엘라스토머 열화에 의한 재료손실

덕트 및 댐퍼 밀봉부, 개스킷, 플렉시블 칼라 및 공기조화기 엘라스토머 밀봉부의 엘

라스토머 열화에 의한 마모, 경화 및 경도 감소 등의 재료손실 상태와 해당 관리프로

그램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검토자는 원전운영자의 해당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의 유

효성에 대해 사안별 검토를 수행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경년열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평가경험

을 참조하여 검토, 적용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공기조화설비의 실제 상

태,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공기조화설비에 대한 성능 평가 및 관리 내용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

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공기조화설비의 시험, 검사 및 정비 분석과 관련한 각종 절차서의 적합 여부, 시험계획

수립, 시험수행, 시험결과 관리 등 시험관리체계, 시험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 등을 검토

한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부여된 운전 및 성능 상태 유지와 관련한 성능의 추이 및 경

향, 설비 및 설계 변경 등을 통한 안전성 개선활동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 관련 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는 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 확인, 기기의 성능저하 예측, 예방정비 

또는 고장 발생시 원인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예상치 않게 발생되는 발전소 상황의 

관리 등을 위한 운전변수의 취득 및 관리 등이 필요하다. 검토자는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41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관리되는 가압기

의 내부수위 등 성능변수를 확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과 그 관리 상태를 검토

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과 성능

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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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결과

본 안전평가지침의 각 조항에 따른 검토로부터 공기조화설비에 대하여 안전성 개선을 위한 

향후계획을 포함하여 경년열화와 성능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적절성,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걸쳐 해당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검토 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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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계측전기평가실

지원부서 기계재료평가실

2.7.3 비상디젤발전기계통

1. 검토범위

본 안전평가지침은 비상디젤발전기계통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

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의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경수로 원전은 냉각재상실사고(LOCA)와 동시에 소외전력상실(LOOP) 시 설계기준으로 제시

된 모든 안전계통의 전기부하들을 요구되는 순서에 따라 충분한 용량의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디젤발전기가 확보되어 있다. 비상디젤발전기는 기동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정

상기동하여 정격 전압과 정격 주파수를 유지해야 하며 설계에서 요구되는 단계별 부하 수

용능력, 전기적 과도상태에서의 최소성능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비상디젤발전기계통은 디젤엔진과 발전기 외에 연료계통, 냉각계통, 윤활계통, 기동계통, 엔

진조절계통, 시동장치, 여자계통 등으로 구성된다.

비상디젤발전기계통에 대한 기술기준, 성능을 포함한 현재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기초로 경년열화와 성능의 평

가,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비상디젤발전기계통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이때 기술기준, 현재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들을 고려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비상디젤발전기계통에 대해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1]에 제시된 경년열화를 포

함하여 기존의 운전경험, 연구 등으로부터 알려져 있는 고유의 경년열화 기구를 대상으로 

검토한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2,3]

검토자는 다음의 경년열화를 포함하여 “가”항으로부터 확인된 발생가능한 모든 경년

열화를 대상으로 비상디젤발전기계통의 설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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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식, 공식, 틈부식, 응력부식균열에 기인한 재료손실

     비상디젤연료유계통의 지상 배관 및 피팅류, 밸브의 몸체, 보닛 및 볼트류, 펌프의 케

이싱 및 볼트류, 탱크 외면, 비상디젤발전기계통의 디젤엔진 폐쇄형 냉각수 및 연소공

기흡배기 부속계통의 배관, 피팅류 및 머플러, 디젤엔진 기동을 위한 공기저장탱크, 계

통의 배관 및 피팅류, 밸브(수동 밸브 및 체크 밸브), 배수 트랩 부위에서의 부식, 공식 

및 틈부식, 응력부식균열에 기인한 재료손실을 검토한다.

(2) 부식, 갈바닉 부식, 공식, 틈부식 및 미생물 부식, 파울링에 기인한 재료손실

     비상디젤연료유계통의 지하매설 배관 및 피팅류, 탱크 내면, 디젤발전기계통의 개방형 

냉각수 계통 배관 및 피팅류, 탱크에서의 부식, 갈바닉 부식, 공식, 틈부식 및 미생물 

부식, 파울링에 기인한 재료손실과 미생물의 침착에 기인한 영향을 검토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원전운영자의 평가결과가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았을 경우 검토

자는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

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비상디젤발전기계통의 설비들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비상디젤발전기계통의 설비와 관련된 원전운영자의 보수, 시험 및 검사의 수행계획, 수

행방법 그리고 수행결과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항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다.

- 관련 절차서에 대한 개정/관리의 체계성 

- 안전관련 운전・성능 변수의 취득 및 관리

- 운전・성능 변수의 경향분석 방법과 결과

- 운전・성능 변수와 안전계통 기능과의 연관성

- 안전계통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나 계통 운전자료 관리/분석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와 제63조 등에 따라 관리되는 비상디젤

발전기계통의 펌프, 밸브 등 기기관련 성능변수들을 확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

의 유지상태와 그 경향을 검토한다. 또한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대하여 적절한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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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여 안전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2. 검토기준

비상디젤발전기계통의 검토범위에 대하여 경년열화 및 안전성능의 평가, 관리와 관련한 검

토기준 또는 방법을 규정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비상디젤발전기계통에 대한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

다. 이때 해당 기술기준, 현재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

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함께 고려한다.

가. 경년열화의 평가

비상디젤발전기계통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운전을 보증하기 위한 평가의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때 평가당시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발전소 운

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도 검토에 고려하여야 한다.

(1) 부식, 공식, 틈부식, 응력부식균열에 기인한 재료손실

비상디젤연료유계통의 지상 배관 및 피팅류, 밸브의 몸체, 보닛 및 볼트류, 펌프의 케

이싱 및 볼트류, 탱크 외면, 비상디젤발전기계통의 디젤엔진 폐쇄형 냉각수 및 연소공

기흡배기 부속계통의 배관, 피팅류 및 머플러, 디젤엔진 기동을 위한 공기저장탱크, 

계통의 배관 및 피팅류, 밸브(수동 밸브 및 체크 밸브), 배수 트랩 부위에서의 부식, 

공식 및 틈부식, 응력부식균열에 기인한 재료손실과 관련하여 현재의 상태와 이의 관

리상태가 적절하여야 한다.

(2) 부식, 갈바닉 부식, 공식, 틈부식 및 미생물 부식, 파울링에 기인한 재료손실

비상디젤연료유계통의 지하매설 배관 및 피팅류, 탱크 내면, 디젤발전기계통의 개방형 

냉각수 계통 배관 및 피팅류, 탱크에서의 부식, 갈바닉 부식, 공식, 틈부식 및 미생물 

부식, 파울링에 기인한 재료손실과 미생물의 침착의 영향과 관련하여 현재의 상태와 

이의 관리상태가 적절하여야 한다.

나.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전운영자의 평가내용에 대해 사안별로 확인, 

검토한다.

다.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비상디젤발전기계통에 

대해 발생 가능한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적

절한 경년열화 관리방안이 운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나. 경년열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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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기술된 해당 경년열화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 등을 참조할 수 있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비상디젤발전기계통의 설비와 관련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검토에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원자력안전법 제18조・제25조・제39조・제49조・제52조제4항・제58조・제67조・제82조 

및 시행령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자료의 취득뿐만 아니라 사고/고장시 원인분석을 위한 운전기록과 

관련한 기록사항, 기록시기 및 보존기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비상디젤발전기

계통의 설비에 대한 운전자료의 선별 및 기록과 관련하여 관리체계의 적절성과 그 이행

실적을 검토하는데 이들 규정을 참조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비상디

젤발전기계통 설비의 성능변수에 대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변화가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며, 그 관리상태도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비상디젤발전기계통의 펌

프, 밸브에 대한 성능의 평가와 관리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29호[4]

를 참조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

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3. 검토절차

   각 검토분야에 대해 다음의 검토절차를 적용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상디젤발전기계통 설비의 경년열화 평가 및 관리에 대해 검토한다. 

이때 해당 기술기준, 현재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고려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비상디젤발전기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년열화의 검토를 위해 기기의 재료 및 운전

환경을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를 포함하여 고유의 해당 경년열화의 발생조

건과 비교, 검토하였는지 확인한다. 이때 관련 국내외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비상디젤발전기계통에 대한 평가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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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

용에 관한 사항”에 기초하여 수행하며 해당 운전, 정비, 검사 및 시험 내역과 그 결과

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부식, 공식, 틈부식, 응력부식균열에 기인한 재료손실

비상디젤연료유계통의 지상 배관 및 피팅류, 밸브의 몸체, 보닛 및 볼트류, 펌프의 케

이싱 및 볼트류, 탱크 외면, 비상디젤발전기계통의 디젤엔진 폐쇄형 냉각수 및 연소공

기흡배기 부속계통의 배관, 피팅류 및 머플러, 디젤엔진 기동을 위한 공기저장탱크, 

계통의 배관 및 피팅류, 밸브(수동 밸브 및 체크 밸브), 배수 트랩 부위에서의 부식, 

공식 및 틈부식, 응력부식균열에 기인한 재료손실과 관련하여 현재의 재료손실 상태

와 해당 관리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검토자는 원전운영자의 해당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의 유효성에 대해 사안별 검토를 수행한다.

(2) 부식, 갈바닉 부식, 공식, 틈부식 및 미생물 부식, 파울링에 기인한 재료손실

비상디젤연료유계통의 지하매설 배관 및 피팅류, 탱크 내면, 비상디젤발전기 계통의 

개방형 냉각수 계통 배관 및 피팅류, 탱크에서의 부식, 갈바닉 부식, 공식, 틈부식 및 

미생물 부식, 파울링에 기인한 재료손실과 미생물의 침착의 영향과 관련하여 현재의 

재료손실 상태와 해당 관리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검토자는 원전운영자의 해

당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의 유효성에 대해 사안별 검토를 수행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경년열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평가경험

을 참조하여 검토, 적용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비상디젤발전기계통의 

물리적 상태,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

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에 대한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비상디젤발전기계통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비상디젤발전기계통의 설비에 대한 시험, 검사 및 정비 분석과 관련한 각종 절차서의 

체계성, 시험 계획/수행/결과의 관리체계, 시험결과의 분석 및 후속조치 등을 검토한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부여된 운전 및 성능 상태 유지와 관련한 성능의 추이 및 경향, 설

비 및 설계 변경 등을 통한 안전성 개선활동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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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발전용 원자로는 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 확인, 기기의 성능저하 예측, 예방정비 또는 고

장 발생시 원인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발전소 상황의 관리 

등을 위한 운전변수의 취득, 관리가 필요하다. 검토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41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관리되는 비상디젤발전기계통의 설비에 

대한 성능변수를 확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과 그 관리상태를 검토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29호에서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

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련 펌프와 밸브에 대해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시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4]. 비상디젤발전기계통의 안전관련 펌프와 밸브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29호에 따라 이행된 성능의 확인, 감

시, 평가내용과 이에 기초한 경향을 검토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

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과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

는지 확인한다.

4. 검토결과

본 검토지침의 각 조항에 따른 검토로부터 비상디젤발전기계통에 대하여 안전성 개선을 위

한 향후계획을 포함하여 경년열화와 성능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적절

성,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걸쳐 해당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검토 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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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계통평가실

지원부서

2.7.4 화재방호설비

1. 검토범위

본 안전평가지침은 원전의 화재방호설비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

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의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및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화

재방호설비에 대한 정보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9.5.1절 “화재방호계통”에 기술되

어 있다.

본 검토에서는 화재방호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성능을 포함한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기초로 경년열화와 성능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다. 

A. 시험/점검/보수기록 및 실제 상태

화재방호설비 평가 당시의 실제 상태를 파악하고 현재 유효한 기록이 화재방호설비의 상

태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설비의 시험결과, 보수기록, 실제 

상태 등을 검토한다.

가. 화재방호설비 설계특성 검토

발전소 안전성 및 성능 요건이 만족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화재방호설비의 설계특성을 

고려하여 아래 사항을 검토한다.

- 화재방호설비 관련 기술기준

- 화재방호설비의 구성 및 기능

- 화재방호설비의 설계근거 및 제작특성

나. 화재방호설비의 실제 상태 검토

화재방호설비의 실제 상태 확인을 통해, 예상되는 경년열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설계변경 이력 및 운전이력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 화재방호설비의 시험, 검사, 운전 및 정비기록

- 화재방호설비의 설계변경 이력 및 현장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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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화재방호설비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이때 

최신 기술기준,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

한 정보들을 고려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화재방호설비 기기 및 부품에 대해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에 제시된 경년

열화를 포함하여 기존의 운전경험, 연구 등으로부터 알려져 있는 고유의 경년열화 기구

를 대상으로 검토한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검토자는 다음의 경년열화를 포함하여 “가”항으로부터 확인된 발생가능한 모든 경년

열화를 대상으로 화재방호설비의 설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1) 부식, 침식, 마모에 기인한 재료손실 

화재방호설비에서 유체와 접촉하는 모든 부위는 부식, 침식, 마모에 의한 재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발전소의 계통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 경년열화에 의한 재료손실의 

영향을 검토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원전운영자의 평가결과가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았을 경우 검토

자는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

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C. 성능의 평가 및 관리

화재방호설비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에 따라 다음

의 사항을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화재방호설비와 관련된 원전운영자의 보수, 시험 및 검사의 수행계획, 수행방법 그리고 

수행결과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항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 관련 절차서에 대한 개정/관리의 체계성

- 운전・성능 변수의 취득 및 관리

- 운전・성능 변수의 경향분석 방법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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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

화재방호설비에 대한 다른 유사한 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과 안전성 연구결과가 화재방호

설비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또는 활용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검토한다.

- 화재방호설비와 관련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물이 평가되고 필요시 이행하기 위한 절

차수립 검토

-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반영 및 조치방안의 적합성 검토

2. 검토기준

화재방호설비 기기 및 부품의 검토범위에 대하여 평가 당시의 실제 상태, 경년열화, 운전경

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사항 등에 대한 검토기준 또는 방법을 규정한다.

A. 시험/점검/보수기록 및 실제 상태 검토

화재방호설비의 실제 상태에 대한 평가결과를 검토할 때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화재방호설비의 평가범위 및 평가대상에 대한 구성, 기능 및 설계특성이 파악되고, 그 

특성을 고려하여 건전성 및 작동성이 적절히 유지 및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 화재방호설비의 성능시험, 운전이력 및 정비기록이 적절히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 화재방호설비의 구성, 기능 및 설계특성 등이 유효한 기술기준에 만족되어야 한다.

B.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화재방호설비에 대한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때 해당 기술기준, 현재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

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함께 고려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 검토

화재방호설비 기기 및 부품의 평가를 위한 경년열화의 검토는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를 포함하여 선행경험 등에 근거한 해당 경년열화의 발생조건을 기준으로 

수행한다.

나. 경년열화 평가

화재방호설비 기기 및 부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운전을 보증하기 위한 

평가의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때 평가 당시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과 발전소 운

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도 검토에 고려하여야 한다.

(1) 부식, 침식, 마모에 기인한 재료손실 

화재방호설비 기기 및 부품에 대해 부식, 침식, 마모에 의한 재료손실을 관리하기 위한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원전운영자가 해당 기기 및 부

품의 재료손실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시한 경우 그 기준을 검토한다. 수계소화설비는 

내부에 소화수가 존재하는 환경으로서 부식 발생가능성이 존재함으로 주기적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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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험, 수질관리 등을 적절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전운영자의 평가내용에 대해 사안별로 확인,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화재방호설비에 대해 

발생 가능한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적절한 

경년열화 관리방안이 운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나. 경년열화의 평

가”에 기술된 해당 경년열화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 등을 참조할 수 있다.

C. 성능의 평가 및 관리

화재방호설비와 관련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검토에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5조(기록과 비치)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8조・제25조 및 원

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

고 있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자료의 취득뿐만 아니라 사고/고장시 원인분석을 위한 운전

기록과 관련한 기록사항, 기록시기 및 보존기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화재방호

설비에 대한 운전자료의 선별 및 기록과 관련하여 관리체계의 적절성과 그 이행실적을 

검토하는데 이들 규정을 참조한다.

나.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화재방호설비의 성능저하 예측, 예방정비 또는 고장 발생시 원인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발전소 상황의 관리 등을 위한 운전변수의 취득, 관리가 필

요하다. 

화재방호설비의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과 성능변수

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D.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활용

화재방호설비와 관련한 운전경험 및 연구 결과의 반영을 위한 계획 및 체제의 적절성과, 

운전경험·연구 결과의 반영 및 조치방안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3. 검토절차

각 검토분야에 대해 다음의 검토절차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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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험/점검/보수기록 및 실제 상태 검토

화재방호설비의 실제 상태에 대한 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전운영자가 수행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가. 화재방호설비의 설계특성 등을 파악하여 현재 상태가 현행 인허가 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 

나. 화재방호설비의 주기시험, 운전이력, 설계변경이력 및 정비기록

다. 화재방호설비의 현장점검 결과

라. 화재방호설비의 현재 상태가 설계기준에 만족되고, 차기 PSR 주기까지 유지됨을 확증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설계근거에 대한 평가

B.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다음의 절차에 따라 화재방호설비의 경년열화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이

때 해당 기술기준, 현재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고려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화재방호설비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년열화의 검토를 위해 구성설비의 재료 및 운전

환경을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에 포함하여 고유의 해당 경년열화의 발생조

건과 비교, 검토하였는지 확인한다. 이때 관련 국내외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화재방호설비에 대한 평가는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에 기초하여 수행하며 해당 운전, 

정비, 검사 및 시험 내역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부식, 침식, 마모에 기인한 재료손실

원전운영자가 평가한 부식, 침식, 마모 평가 결과에 대하여 경년열화 발생 가능성과 영

향을 검토하고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을 검토한다. 이들 관리프로그램에서의 경년

열화 감지방법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위해서 관련 자료를 검토한다. 일반부식에 기인

한 재료손실 관리프로그램은 해당 발전소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원전

운영자의 해당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의 유효성에 대해 사안별 검토를 수행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경년열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평가경험

을 참조하여 검토, 적용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화재방호설비의 실제 

상태, 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

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에 대한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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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성능의 평가 및 관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

험·감시·검사 및 보수)에 따라 화재방호설비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절차를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화재방호설비의 시험, 검사 및 정비 분석과 관련한 각종 절차서의 체계성, 시험계획/수

행/결과의 관리체계, 시험결과의 분석 및 후속조치 등을 검토한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부여된 운전 및 성능 상태 유지와 관련한 성능의 추이 및 경향, 설비 및 설계 변경 등

을 통한 안전운전 개선활동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나.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화재방호설비의 성능저하 예측, 예방정비 또는 고장 발생시 원인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발전소 상황의 관리 등을 위한 운전변수의 취득, 관리가 필

요하다. 

화재방호설비의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과 성능변수

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D.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활용

화재방호설비와 관련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한 검토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운전경험의 반영) 등에 따라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가. 국내외 운영경험과 연구결과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반영하는 계

획이 마련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나. 운전경험에 대한 분석결과를 설비 안전성 관련 기술기준, 운영절차서 및 교육훈련 계

획에 적절히 보완․개선하고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적

절히 취했는지를 확인한다.

4. 검토결과

본 검토지침의 각 조항에 따른 검토로부터 화재방호설비에 대하여 안전성 개선을 위한 향

후계획을 포함하여 경년열화와 성능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적절

성,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걸쳐 해당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검토 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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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기계재료평가실

지원부서 계통평가실

2.8 터빈발전기 및 보조계통

2.8.1 2차 계통 배관

1. 검토범위

본 안전평가지침은 2차계통의 안전관련 배관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의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인 “원자로시설의 평가 당시

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원자

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2차 계통 

배관은 증기발생기 증기노즐 후단부터 터빈, 복수기, 급수가열기를 거쳐 급수노즐 전단까지

의 주 배관과 관련 보조배관을 포함한다. 2차 계통 배관에 대한 정보는 원전의 안전성분석

보고서(SAR) 검토를 위한 표준 안전심사지침(SRG)과 부합하는 FSAR의 제10장 “동력변환계

통”에 수록되어 있다.

2차 계통 배관에 대한 기술기준, 현재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기초로 경년열화의 평가, 성능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2차 계통의 안전관련 배관에 대해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1]에 제시된 경년

열화를 포함하여 기존의 운전경험, 연구 등으로부터 알려져 있는 고유의 경년열화 기구를 

대상으로 검토한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2,3]

검토자는 다음의 경년열화를 포함하여 발생가능한 모든 경년열화를 대상으로 해당 발전소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여유 등의 평가결과를 적절히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또한 2차 계통 배관과 관련된 기술기준에 대한 검토와 현재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

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들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검토

한다.



- 190 -

(1) 반복하중에 의한 누적피로손상

ASME Code Section III, NC-3611, ND-3611에서는 Class 2,3 배관에 대해 등가사이클이 

7,000회 미만인 경우와 C 및 D급 운전한계, 시험하중 및 외압응력에 대해서는 피로평

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열팽창에 의한 응력과 압력, 무게, 기타 지지하중 및 열

팽창에 의한 응력이 허용범위 이내에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평가기간에 

대해 2차 계통 배관의 압력경계에 해당하는 직관, 피팅류 등에 대해 NC-3611과 

ND-3611에 따라 반복하중에 의한 영향을 검토한다.

(2) 일반부식, 공식, 틈부식, 미생물부식, 갈바닉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2차 계통 배관에서 유체와 접촉하는 모든 부위는 일반부식, 공식, 틈부식, 미생물부식, 

갈바닉부식 및 침식에 의한 재료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발전소의 계통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 경년열화에 의한 재료손실의 영향을 검토한다.

(3) 유동가속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유동가속부식은 탄소강이나 저합금강 재료가 부식성 유체의 유동에 노출될 경우에 발

생 할 수 있다. 유동 유체와 접촉하는 2차 계통의 배관에 대하여 유동가속부식으로 인

한 재료손실의 영향을 검토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원전운영자의 평가결과가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았을 경우 검토자

는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

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2차 계통의 배관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41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2차 계통의 배관과 관련된 원전운영자의 보수, 시험 및 검사의 수행계획, 수행방법 그리

고 수행결과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항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 관련 절차서에 대한 개정/관리의 체계성 

- 안전관련 운전・성능 변수의 취득 및 관리

- 운전・성능 변수의 경향분석 방법과 결과

- 운전・성능 변수와 안전계통 기능과의 연관성

- 안전계통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나 계통 운전자료 관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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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라 관리되는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

과도 동안 2차 계통 배관의 성능변수들을 확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의 유지상

태와 그 경향을 검토한다. 또한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대하여 적절한 성능을 유지하

여 안전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2. 검토기준

2차 계통의 안전관련 배관의 검토범위에 대하여 경년열화를 비롯하여 평가당시의 물리적 

상태, 경년열화,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사항 등에 대한 검토기준 또는 방법을 

규정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2차 계통 배관의 평가를 위한 경년열화의 검토는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를 

포함하여 선행경험 등에 근거한 해당 경년열화의 발생조건을 기준으로 수행한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2차 계통 배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운전을 보증하기 위한 평가의 검토기

준은 다음과 같다. 이때 평가당시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도 검토에 고려하여야 한다.

 

(1) 반복하중에 의한 누적피로손상

ASME Code Section III, Class 2, 3 요건에 따라 설계 또는 해석되는 2차 계통의 안전관

련 배관의 반복하중에 의한 누적피로손상의 영향은  다음에 제시된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평가한다.

○ 평가방법 (1) : 기존의 평가결과가 평가기간에 대해서 유효함을 입증하는 방법

등가사이클을 기준으로 설계단계에서 계산된 열팽창에 의한 응력과 압력, 무게, 기

타 지지하중 및 열팽창에 의한 응력이 허용범위 이내에 있으며 기존의 계산결과가 

유효하다.

○ 평가방법 (2) : 평가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재평가하는 방법

가동기간에 대하여 신규로 과도상태 횟수를 가정하여 허용응력을 재평가하였다. 열

팽창에 의한 응력과 압력, 무게, 기타 지지하중 및 열팽창에 의한 응력이 가동기간

에 대한 허용응력 이내로 유지한다.

○ 평가방법 (3) : 피로에 의한 영향을 평가기간에 걸쳐 적절히 관리하는 방법.

배관의 반복하중에 따른 피로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

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ASME Code Section XI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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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2) 일반부식, 공식, 틈부식, 미생물부식, 갈바닉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2차 계통 배관에 대해 일반부식, 공식, 틈부식, 미생물부식, 유동가속부식 및 침식에 의

한 재료손실을 관리하기 위한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기존의 경년열화 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이들 손상을 발견하기 위한 가동중검사 및 초음

파 두께측정에 의존한다. 원전운영자가 해당 배관에 대하여 재료손실에 대한 평가결과

를 제시한 경우 그 기준을 검토한다.

(3) 유동가속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2차 계통 배관의 유동가속부식에 의한 재료손실을 관리하기 위한 원전운영자의 관리프

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기존의 경년열화 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손상을 발견

하기 위하여 가동중검사와 초음파 두께측정에 의존한다. 원전운영자가 해당 배관에 대

하여 재료손실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시한 경우 그 기준을 검토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전운영자의 평가내용에 대해 사안별로 확인, 검

토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안전관련 2차 계통의 안

전관련 배관에 대해 발생 가능한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

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이 적절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나. 경년열화

의 평가”에 기술된 해당 경년열화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 등을 참조할 수 있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2차 계통 배관과 관련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검토에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원자력안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

기에는 일상적인 자료의 취득뿐만 아니라 사고/고장시 원인분석을 위한 운전기록과 관

련한 기록사항, 기록시기 및 보존기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2차 계통 배관에 

대한 운전자료의 선별 및 기록과 관련하여 관리체계의 적절성과 그 이행실적을 검토하

는데 이들 규정을 참조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라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동안 

2차 계통 배관의 성능변수에 대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이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되

어야 하며, 그 관리상태도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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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성능변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3. 검토절차

    각 검토분야에 대해 다음의 검토절차를 적용한다.

A.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2차 계통의 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년열화의 검토를 위해 배관의 재료 및 운전환경을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를 포함하여 고유의 해당 경년열화의 발생조건과 비

교, 검토하였는지 확인한다. 이때 2차계통의 배관에 대한 국내외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2차 계통 배관에 대한 평가는 “원자로시설의 평가 당시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에 기초하여 수행하며 해당 운전, 정비, 검사 및 시험 내역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종합적

으로 검토한다.

(1) 반복하중에 의한 누적피로손상

2차 계통의 Class 2,3 배관에 대한 평가는 원전운영자의 선택사항으로 다음의 평가방법

에 따른 검토를 수행한다.

○ 평가절차 (1) : ASME Code Section III, NC 3611 및 ND 3611에 따른 등가사이클을 

검토한다. 등가사이클이 7,000회 미만인 경우와 C 및 D급 운전한계, 시험하중 및 외

압응력에 대해서는 피로평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경험한 운전하중 조건이 가동기

간에 대해 가정한 운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 평가절차 (2) : 평가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예측한 가정 과도상태 목록과 과도상태 예

측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ASME Code Section III, NC 3611 및 ND 3611에 따른 등가

사이클을 재산출하여 응력이 허용범위 이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 평가절차 (3) : 검토자는 2차 계통의 배관에 대한 피로손상을 원전운영자가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원전운영자가 NUREG-1801에 기술된 바와 

같은 적절한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는지 확인한다. 또한 검토자는 원전운영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NUREG-1801의 해당 일반 프로그램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프

로그램 요소를 기술했는지 확인한다.

(2) 일반부식, 공식, 틈부식, 미생물부식, 갈바닉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원전운영자가 평가한 배관 유체접촉 부위의 일반부식, 공식, 틈부식, 미생물부식, 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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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부식 평가 결과에 대하여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검토하고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

램을 검토한다. 기존의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은 ASME Code Section XI에 따른 가동중

검사 및 수질관리로 구성된다. 원전운영자의 해당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의 유효성 검

토에는 미국 전력연구원(EPRI)이 권고하고 있는 수질관리 지침[4]과 ASME Code 

Section XI 을 참조한다.

(3) 유동가속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원전운영자가 평가한 배관 유체접촉 부위의 유동가속부식 평가 결과에 대하여 발생 가

능성과 영향을 검토하고 유체접촉 부위에 대한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을 검토한

다. 유동가속부식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은 해당 발전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기존의 경

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은 ASME Code Section XI에 따른 가동중검사, 수질관리 및 초음파 

두께측정으로 구성된다. 관리프로그램의 유효성은 미국 전력연구원(EPRI)이 권고하고 

있는 수질관리 지침[4]과 ASME Code Section XI 및 NSAC-202L[5]을 참조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경년열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평가경험을 

참조하여 검토, 적용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2차계통의 안전관련 배관

의 물리적 상태,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

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이 적절성한지를 검토한다.

B. 성능의 평가 및 관리

2차 계통 배관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에 따라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2차 계통 배관의 시험, 검사 및 정비 분석과 관련한 각종 절차서의 체계성, 시험 계획/

수행/결과의 관리체계, 시험결과의 분석 및 후속조치 등을 검토한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부여된 운전 및 성능 상태 유지와 관련한 성능의 추이 및 경향, 설비 및 설계 변경 등

을 통한 안전성 개선활동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나.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발전용 원자로는 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 확인, 기기의 성능저하 예측, 예방정비 또는 고

장 발생시 원인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발전소 상황의 관리 

등을 위한 운전변수의 취득, 관리가 필요하다. 검토자는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라 관리되는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동안 2차 계통 배관의 성

능변수를 확인하고, 성능변수에 대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과 그 관리상태를 검토한

다. 또한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과 성능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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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대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4. 검토결과

본 검토지침의 각 조항에 따른 검토로부터 2차 계통의 안전관련 배관에 대하여 안전성 개

선을 위한 향후계획을 포함하여 경년열화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적절성,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걸쳐 해당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

인 검토결과를 검토 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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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기계재료평가실

지원부서 계통평가실

2.8.2 터빈설비

1. 검토범위

본 안전평가지침은 터빈설비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 평가의 

세부내용) 제1항의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

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원자

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터빈설비 

기기 및 부품은 저압터빈, 고압터빈, 터빈 케이싱, 베어링 등을 포함한다. 터빈설비에 대한 

정보는 원전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검토를 위한 표준 안전심사지침(SRG)과 부합하

는 FSAR의 제10장 “동력변환계통”에 수록되어 있다[1,2].

터빈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현재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기초로 경년열화의 평가, 성능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

을 검토한다.

A. 시험/점검/보수기록 및 물리적 상태검토

터빈설비의 평가 당시의 실제 상태를 파악하고 현재 유효한 기록이 터빈설비상태를 정확

히 나타내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터빈설비의 시험결과, 보수기록, 현재의 실

제 상태 등을 검토한다.

가. 터빈설비 설계특성 검토

발전소 안전성 및 성능 요건이 만족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터빈의 설계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 사항을 검토한다.

- 터빈설비 관련 기술기준

- 터빈설비의 구성 및 기능

- 터빈설비의 설계근거 및 제작특성

나. 터빈설비 실제 상태 검토

터빈설비의 현재 실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예상되는 경년열화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설계변경 이력 및 운전이력 등 아래의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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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빈설비의 시험, 검사, 운전 및 정비기록

- 터빈설비의 설계변경 이력 및 현장점검 결과

B.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터빈설비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이때 최

신 기술기준, 현재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에 대한 정보들을 고려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터빈설비 기기 및 부품에 대해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3]에 제시된 경년열

화를 포함하여 기존의 운전경험, 연구 등으로부터 알려져 있는 고유의 경년열화 기구를 

대상으로 검토한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검토자는 다음의 경년열화를 포함하여 발생가능한 모든 경년열화를 대상으로 해당 발전

소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여유 등의 평가결과를 적절히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또한 터빈설비와 관련된 기술기준에 대한 검토와 현재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

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들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검토한다.

(1)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손상

터빈설비는 온도 및 압력 변동, 기기의 진동에 의한 반복하중에 의해 재료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증기 환경에서 터빈 재료의 부품에 대한 열피로/고주기피로의 발생가

능성과 그 영향을 검토한다.

(2) 일반부식, 응력부식, 마모 및 침식 등에 의한 재료손실

터빈설비에서 유체와 접촉하는 모든 부위는 일반부식, 응력부식, 마모 및 침식에 의한 

재료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발전소의 계통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 경년열화에 의

한 재료손실의 영향을 검토한다.

(3) 유동가속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유동가속부식은 탄소강이나 저합금강 재료가 부식성 유체의 유동에 노출될 경우에 발

생할 수 있다. 유동 유체와 접촉하는 터빈설비에 대하여 유동가속부식으로 인한 재료

손실의 영향을 검토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원전운영자의 평가결과가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았을 경우 검토

자는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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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

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C. 성능의 평가 및 관리

터빈설비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터빈설비와 관련된 원전운영자의 보수, 시험 및 검사의 수행계획, 수행방법 그리고 수행

결과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항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 관련 절차서에 대한 개정/관리의 체계성

- 운전・성능 변수의 취득 및 관리

- 운전・성능 변수의 경향분석 방법과 결과

D.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활용

터빈설비에 대한 다른 유사한 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과 안전성 연구결과가 터빈설비에 적

절하게 반영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또는 활용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검토한다.

- 터빈설비의 안전운전과 관련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물이 평가되고 필요시 이행되기 

위한 절차 검토

-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반영 및 조치방안의 적합성 검토

2. 검토기준

터빈설비 기기 및 부품의 검토범위에 대하여 경년열화 및 안전성능평가를 비롯하여 평가당

시의 실제 상태, 경년열화,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사항 등에 대한 검토기준 또

는 방법을 규정한다.

A. 시험/점검/보수기록 및 물리적 상태검토

터빈설비의 현재 실제 상태에 대한 평가결과를 검토할 때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터빈설비의 평가범위 및 평가대상에 대한 구성, 기능 및 설계특성이 파악되고, 그 특성

을 고려하여 건전성 및 작동성이 적절히 유지 및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 터빈설비의 가동중시험, 운전이력 및 정비기록이 적절히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어야 한

다.

- 터빈설비의 구성, 기능 및 설계특성 등이 유효한 기술기준에 만족되어야 한다.

B.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터빈설비에 대한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때 해

당 기술기준, 현재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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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보 등을 함께 고려한다.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터빈설비 기기 및 부품의 평가를 위한 경년열화의 검토는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를 포함하여 선행경험 등에 근거한 해당 경년열화의 발생조건을 기준으로 

수행한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터빈설비 기기 및 부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운전을 보증하기 위한 평

가의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때 평가당시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발전

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도 검토에 고려하여야 한다.

 (1)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손상

터빈설비 기기 및 부품에 대해 열피로/고주기피로에 의한 재료손실을 관리하기 위한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경년열화 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이들 손상을 발견하기 위한 가동중검사에 의존한다. 원전운영자가 해당 설비에 대하여 

재료손실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시한 경우 그 기준을 검토한다. 터빈 기기 및 부품에서 

열피로/고주기피로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2) 일반부식, 응력부식, 마모 및 침식 등에 의한 재료손실

터빈설비 기기 및 부품에 대해 일반부식, 응력부식, 유동가속부식 및 침식에 의한 재료

손실을 관리하기 위한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들 손

상을 발견하기 위한 가동중검사 및 초음파 두께측정 절차가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에 

포함된다. 원전운영자가 해당 기기 및 부품의 재료손실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시한 경

우 그 기준을 검토한다. 터빈 블레이드에서 응력부식균열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체

적검사(초음파탐상검사)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3) 유동가속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터빈설비 기기 및 부품의 유동가속부식에 의한 재료손실을 관리하기 위한 원전운영자

의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들 손상을 발견하기 위한 가동중검사 

및 초음파 두께측정 절차가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에 포함된다. 원전운영자가 기기 및 

부품의 재료손실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시한 경우 그 기준을 검토한다.

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전운영자의 평가내용에 대해 사안별로 확인, 

검토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터빈설비 기기 및 부품

에 대해 발생 가능한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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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년열화 관리방안이 적절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나. 경년열화의 평

가”에 기술된 해당 경년열화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 등을 참조할 수 있다.

C. 성능의 평가 및 관리

터빈설비와 관련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검토에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5조(기록과 비치)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8조・제25조 및 원

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

고 있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자료의 취득뿐만 아니라 사고/고장시 원인분석을 위한 운전

기록과 관련한 기록사항, 기록시기 및 보존기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터빈설비

에 대한 운전자료의 선별 및 기록과 관련하여 관리체계의 적절성과 그 이행실적을 검토

하는데 이들 규정을 참조한다.

나.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터빈설비의 성능저하 예측, 예방정비 또는 고장 발생시 원인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발전소 상황의 관리 등을 위한 운전변수의 취득, 관리가 필요하

다. 

터빈설비의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과 성능변수에 대

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D.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활용

터빈설비와 관련한 운전경험 및 연구 결과의 반영을 위한 계획 및 체제의 적절성과, 운전경험·연

구 결과의 반영 및 조치방안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3. 검토절차

각 검토분야에 대해 다음의 검토절차를 적용한다.

A. 시험/점검/보수기록 및 실제 상태검토

터빈설비의 현재 실제 상태에 대한 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전운영자가 수행한 다

음 사항을 검토한다. 

가. 터빈설비의 설계특성 등을 파악하여 현재 실제 상태가 현행 인허가 기준에 만족되는

지 확인한다. 

나. 터빈설비의 가동중시험, 운전이력, 설계변경이력 및 정비기록 검토한다. 

다. 터빈설비의 현장점검 결과를 확인한다.

라. 터빈설비의 현재 실제 상태가 설계기준에 만족되고, 차기 PSR 주기까지 유지됨을 확

증할 수 있도록 현재의 설계근거에 대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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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년열화의 평가 및 관리

가. 경년열화 기구의 검토

터빈설비 기기 및 부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년열화의 검토를 위해 재료 및 운전환경

을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W를 포함하여 고유의 해당 경년열화의 발생조건과 

비교, 검토하였는지 확인한다. 이때 터빈설비 기기 및 부품에 대한 국내·외의 운전경험

과 연구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나. 경년열화의 평가

터빈설비 기기 및 부품에 대한 평가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에 기초하여 수행하며 해당 운전, 정비, 검사 및 시험 내역과 그 결

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손상

터빈설비 기기 및 부품에 대한 열피로/고주기피로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검토하고 

유체접촉 부위에 대한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을 검토한다. 기존의 관리프로그램은 

FSAR 및 제작사 지침서에 따른 가동중검사로 구성된다. 관리프로그램의 유효성은 

FSAR, KEPIC MT 및 제작사 지침서를 참조할 수 있다.

(2) 일반부식, 응력부식, 마모 및 침식 등에 의한 재료손실

원전운영자가 평가한 일반부식, 응력부식, 마모 및 침식 평가 결과에 대하여 발생 가능

성과 영향을 검토하고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을 검토한다. 기존의 경년열화 관리

프로그램은 FSAR, KEPIC MT 및 제작사 지침서에 따른 가동중검사 및 수질관리로 구

성된다. 원전운영자의 해당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의 유효성 검토에는 EPRI가 권고하

는 수질관리 지침[4]과 FSAR, KEPIC MT 및 제작사 지침서를 참조한다.

(3) 유동가속부식에 의한 재료손실

원전운영자가 평가한 유동가속부식 평가 결과에 대하여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검토하

고 유체접촉 부위에 대한 원전운영자의 관리프로그램[5]을 검토한다. 유동가속부식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은 해당 발전소의 고유 평가내용에 따라 구성된다. 기존의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은 FSAR, KEPIC MT 및 제작사 지침서에 따른 가동중검사, 수질관리 및 

초음파 두께측정으로 구성된다. 

(4) 터빈설비의 비파괴검사 적합성 검토

최근 원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터빈 부품의 손상과 관련하여 원전운영자가 이러한 부품

의 손상원인을 분석하여 검사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다. 기존의 검사 프로그램은 손상을 예전에 탐지할 수 있는 터빈 로터에 대한 체적검

사(자동 초음파탐상검사)와 체적검사에 대한 합격기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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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년열화 평가

별도의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경년열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평가경

험을 참조하여 검토, 적용한다.

라. 경년열화 관리방안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가동기간에 걸쳐 터빈설비 기기 및 부품

의 실제 상태,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

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 향후 관리계획 등 경년열화 관리방안이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C. 성능의 평가 및 관리

터빈설비에 대한 성능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에 따라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가.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터빈설비의 시험, 검사 및 정비 분석과 관련한 각종 절차서의 체계성, 시험계획/수행/결

과의 관리체계, 시험결과의 분석 및 후속조치 등을 검토한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부여된 

운전 및 성능 상태 유지와 관련한 성능의 추이 및 경향, 설비 및 설계 변경 등을 통한 

안전운전 개선활동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나.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터빈설비의 성능저하 예측, 예방정비 또는 고장 발생시 원인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발전소 상황의 관리 등을 위한 운전변수의 취득, 관리가 필요하

다. 

터빈설비의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과 성능변수에 대

한 경향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D.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활용

터빈설비와 관련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한 검토는 원자력시설의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운전경험의 반영) 등에 따라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가. 국내․외 운영경험과 연구결과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반영하는 계

획이 마련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나. 운전경험에 대한 분석결과를 설비․안전성 관련 기술기준․운영절차서 및 교육훈련 계획

에 적절히 보완․개선하고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적절

히 취했는지를 확인한다.

4. 검토결과

본 검토지침의 각 조항에 따른 검토로 부터 터빈설비에 대하여 안전성 개선을 위한 향후계

획을 포함하여 경년열화와 성능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적절성, 향

후 10년의 가동기간에 걸쳐 해당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결

과를 검토 보고서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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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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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론적 안전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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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안전평가실

지원부서

3.1 안전해석

1. 검토범위

본 안전평가 항목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제3호

“결정론적 안전성분석에 관한 사항”과 제9호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

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해석은 원자로시설에 대한 평가 당시의 상태 및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상태를 고려하고 현행 분석방법 및 안전기준과 지식을 적용하

여 기존 안전성분석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본 주기적안전성평가 일반심사지침 3.6 “원자력

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3.2 “안전성 분석에 관한 사

항” 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음의 평가요소를 대상으로 검토한다. 

(1) 기존 결정론적 안전성분석을 위하여 가정한 초기사건, 해석방법 및 컴퓨터 코드와 현행 

기술기준과의 비교

(2)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의 방사선 선량과 방사성물질 방출제한치

(3) 단일고장기준, 다중성, 다양성 및 독립성 등을 고려한 결정론적 안전성분석 지침

(4)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1회 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운전상태

단, 정상상태에서의 방사선선량과 방사성물질 방출제한치와 관련한 사항은 “4. 방사선방호 및 

폐기물관리”의 검토기준 및 검토절차를 따른다. 

2. 검토기준

안전해석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검토에는 다음의 기준들을 적용한다.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기준)

(3)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3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4)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4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본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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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안전성평가 일반심사지침 3.6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

항”을 참조한다. 이외에도 최신의 국내 경수로형 원전의 건설 및 운영허가에 적용된 사고

해석관련 문서들을 검토에 참조할 수 있다[1-3].

3. 검토절차

안전성 분석의 범위 및 방법과 가정에 대한 현 상태 등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에 중

요한 계통․기기․구조물에 대한 초기 및 개정된 설계기준 등을 검토한다. 또한 안전해석 관련 

운전경험,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도 활용하여 검토한다. 안전해석과 관련한 각 평가요소에 

대한 검토는 다음의 방법 또는 절차에 따른다. 단, 해당 원전에 대한 최초 주기적안전성평

가가 아닌 경우에는 이전의 평가결과와 제기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사항을 추가로 검토한다.

(1) 기존 결정론적 안전성분석을 위하여 가정한 초기사건, 해석방법 및 컴퓨터 코드와 현행 

기술기준과의 비교

○ 최종안전성평가보고서(FSAR)와 평가당시 기준과의 비교를 통하여 안전성평가에 포함

되어야 하는 2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증가 사고, 2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감소 사고, 

원자로냉각재 유량 감소 사고, 반응도 및 출력분포 이상 사고,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증가 사고,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감소 사고, 부계통 또는 기기로부터의 방사능 누출 

사고, 원자로정지불능예상과도 사고와 같은 가상사고들에 대한 평가 또는 검토 결과

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한다.

○ 해석방법 및 전산코드를 최신기준에 근거하여 적절성을 평가하고 사고해석에 적용된 

초기조건과 가정사항이 평가기간 또는 수명말기의 예상조건과 비교하여 타당한지 검

토한다.

○ 또한 안전해석에 사용되는 중요한 계통 운전변수가 운영기술지침서의 운전제한조건

으로 설정되어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 설계기준사고를 초과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경험, 행정조치, 연구결과 등을 활용

하여 평가대상 사고들이 적절히 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사고예방 및 완화능력의 적

절성을 검토한다.

(2)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의 방사선 선량과 방사성물질 방출제한치

○ 원전의 실제 설계가 가상사고에 기인한 방사선량과 방사성물질 누출에 대한 규제 제

한치를 만족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이때 피폭선량 측면에서 보수적이지 않을 경우 

최신 자료의 적용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적절한지 검토한다.

○ 방사선선량과 방출제한치의 평가에 다음의 사고들을 포함하여 현행 기술기준이 고려되었

는지 확인한다.

- 주증기계통 배관 파단 사고

- 주급수계통 배관 파단 사고

- 단일 원자로냉각재펌프 회전자 고착 사고

- 제어봉 이탈 사고

- 원자로 격납건물 외부의 유출관 파단 사고

-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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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재상실사고

- 기체 폐기물 계통 파손 사고

- 액체 폐기물 계통 누설 사고

- 원전연료 취급 사고

- 사용 후 연료 수송용기 낙하사고

(3)  단일고장기준, 다중성, 다양성 및 독립성 등을 고려한 결정론적 안전성분석 지침

○ 사고해석 등에서 가정된 운전원의 조치사항, 최신기준에 따른 운전원 조치내용의 비

교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그 적절성을 확인한다.

○ 결정론적 안전성분석에 사용되는 지침(단일고장기준, 다중성, 다양성 및 독립성)에 

대한 현행 기준과 기존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의 설

계기준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4)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1회 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운전상태

○ FSAR에 기술되어 있는 보통빈도(Condition II)  및 희귀빈도(Condition III) 사건들을 

심사지침서(KINS/GE-N001) 등 최신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사건 목록, 또는 운전경험 

사례와 비교하여 추가로 분석해야 할 사건이 있는지 검토한다.

4. 검토결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제3호 “결정론적 안전

성분석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 등 현재까지

의 이행상태, 안전성 개선을 위한 향후계획을 포함하여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걸쳐 해당 

고유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검토 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6. 참고문헌

1. KINS/GE-N001(Rev.3),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KINS

2. USNRC Regulatory Guide 1.4(Rev.2), “Assumptions used for evaluating the potential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a loss of coolant accident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USNRC.

3. USNRC Regulatory Guide 1.195, “Methods and assumptions for evaluating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design basis accidents at light-water nuclear power reactors”, USN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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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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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안전평가실

지원부서

4.1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1. 검토범위

발전소 설계 및 운영상의 안전성 취약점을 파악하고 제시된 안전성 향상방안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결과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에 대해 검토한다.

 - 분석모델의 유효성

 - 분석모델 및 결과와 사고관리프로그램간의 일관성

 - 결과 활용의 적절성

2. 검토기준

가. 분석모델의 유효성

초기사건의 범위, 운전모드 및 분석수준의 적절성 등을 포함하여, 지난 평가 이후 발생한 

발전소 설계 및 운영상의 변경사항, 운전경험 및 개선된 평가 방법론 등이 분석모델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나. 분석모델 및 결과와 사고관리프로그램간의 일관성

설계기준사고 및 설계기준초과사고 조건에 대한 사고관리프로그램들이 분석 모델 및 결

과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결과 활용의 적절성

  발전소의 리스크는 충분히 낮게 관리되어야 하며, 모든 사고경위 및 운전상태에 대한 리스

크가 적절히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전소 설계 및 운영상의 안전성 취약점이 적절

히 도출되어야 하며, 적절한 안전성향상방안이 이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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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절차

가. 분석모델의 유효성

1) 분석모델은 발전소 수명기간 중 최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분석모델의 

개정이력과 발전소 설계 및 운영상의 변경 이력을 고려하여 PSA 모델이 현행 설계와 

운영상황 및 운전경험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2) 분석모델이 발전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초기사건들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

한다. 또한 초기사건에서 배제된 재해들은 부지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제되

었는지 검토한다. 

3) 분석모델은 유효한 방법론과 전산 코드들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분석모델에

서 사용된 가정, 성공기준의 보수성 및 불확실성 등을 포함하여 기존 분석모델의 유효

성을 검토한다.

4) 분석모델이 인간신뢰도 분석결과, 교차결합(Cross-link : 상호종속) 및 공통원인고장의 영

향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나. 분석모델 및 결과와 사고관리프로그램간의 일관성

1) 설계기준사고 및 설계기준초과사고 조건에 대한 사고관리프로그램들이 분석 모델 및 결

과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다. 결과 활용의 적절성

1) 발전소의 리스크가 충분히 낮게 관리되고 모든 사고경위 및 운전상태에 대한 리스크가 

적절히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발전소의 정량적인 리스크 평가 결과

는 중대사고정책의 보건목표 및 성능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2) 발전소 설계 및 운영상의 안전성 취약점이 적절히 도출되었는지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

기 위해 적절한 안전성향상방안이 이행되었는지 검토한다. 

4. 검토결과

검토자는 본 검토지침의 각 조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사업자의 평가 결과가 발전

소 PSA의 개정, 유지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포함하고 있는지를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한다.

6. 참고문헌

1. KINS/GE-N001(Rev.3),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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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제16.5,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3. 경수로형 원전 규제지침 제16.3, “1단계 내부사건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4. 경수로형 원전 규제지침 제16.4, “1단계 외부사건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5. 경수로형 원전 규제지침 제16.5, “2단계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6. 경수로형 원전 규제지침 제16.6, “3단계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7. IAEA Safety Guide No. NS-G-2.10, Periodic Safety Review of Nuclear Power Plants, 2003

8. IAEA Safety Standards No. SSG-25, Periodic Safety Review for Nuclear Power Plant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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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안전평가실, 

기계재료평가실, 

계통평가실,

구조부지평가실,

방사선·폐기물평가실,

원자력비상대책실

지원부서

5.1 위해도 분석

1. 검토범위

발전소 위해도 분석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중 제1항의 제5호 “위해도 분석에 관한 

사항” 을 검토한다. 원자로시설의 평가 시점의 실제 설계 및 부지특성, 시설의 상태와 주

기적 안전성 평가기간 종료시점의 상태를 고려하고 현행 분석방법 및 안전기준과 지식을 

적용하여 내·외 위해에 대한 원자로 시설의 방호가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가. 내부 위해

화재, 침수, 배관 동적거동, 비산물, 증기방출, 살수, 독성 액체 및 기체, 폭발 등

나. 외부 위해

해일을 포함한 홍수, 태풍을 포함한 강풍, 화재, 기상재해, 수문 및 수리지질학적 재해, 지

진, 화산폭발, 항공기 충돌, 독성 액체 및 기체, 폭발 등

2. 검토기준

가. 내부 위해

발전소의 설계특성, 평가기간 말기의 예상조건 그리고 현재 가용한 분석기법·안전기

준·정보에 따른 내부위해 평가결과가 관련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발전소 현 상태에 

따른 내부위해 예방(또는 완화) 절차가 관련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화재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는 다중의 안전정지 기능을 동시에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화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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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부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여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키고 방사성물질의 누출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

어야 한다. 이때 해당 국내․외 기술기준,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최신 연구결과의 반영 필요 여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설비들의 화재 위험에 대한 설계 적절성을 검토하는 기준으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적용하고, 검토에 사용되는 세부 기술기준

은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10.6 및 규제지침 10.6(또는 USNRC Reg. Guide 1.189, 

RCC-I)을 참조한다. 그리고 화재안전정지계통의 설계 적절성을 검토하는 기준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및 규제지침 10.6을 적용하여, 

방화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에도 원자로가 고온정지 상태로 전환된 이후 상온정지 상태

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화재손상 제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고온정지 기능을 수행하는 다중계열 또는 계통에서 최소한 하나의 계열 또는 계

통은 화재로부터 손상을 받지 않아야 한다.

 (나) 상온정지 기능을 수행하는 다중계열 또는 계통은 모두 손상될 수 있으나 최소한 

하나의 계열 또는 계통은 고온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일반적으로 72시

간)이내에 복구되어야 한다.

 (다) 해당 방화지역의 모든 기기는 화재로 인하여 기능이 상실되고 방화지역에 보수를 

위한 출입이나 운전조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침수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발전소 내 기기파손에 의한 침수 및 내부 홍수에 

의한 침수 시 안전기능이 영향 받지 않아야 한다. 상기 필수계통 및 기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침수에 노출된 구조물은 설계기준 침수하중에 견디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발전

소 내부 구조물의 발생 가능한 침수하중으로 방사성 액체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발전소 내부 침수 및 홍수에 대비한 설비들의 평가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3) 배관 휨(배관 동적거동)

배관 휩(whip)으로 인하여 다양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향 및 관리 

방안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때 해당 기술기준,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

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에 사용된 분석방법, 기술기준 및 정보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배관 휩과 관련된 설비들의 성능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검토기준은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감시·검

사 및 보수)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4) 비산물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단에 따른 비산물로 인하여 다양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향 및 관리 방안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때 해당 기술기준, 

현재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

보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에 사용된 분석방법, 기술기준 및 정보 등은 최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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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어야 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비산물 방호와 관련된 설비들의 성능 평가 및 관

리에 대한 검토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

한 설계기준),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5) 증기방출

고에너지배관 파단, 폭발, 안전밸브 개방에 의한 유체제트가 기기에 미치는 영향 및 관

리 방안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증기방출에 의한 압력, 온도 증가 등에 대

하여 방호가 가능토록 하여 기기들의 안전기능 수행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기술기준, 현재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

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증기방출 예방 및 영향 평가를 위한 설비들의 성능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검토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제44조 (신뢰성) 및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의 

요건을 적용한다. 

(6) 살수

격납건물 살수 또는 소방계통의 소화수 살수로 인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 등에 다양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향 및 관리방안에 대한 타

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때 해당 기술기준, 현재의 물리적 상태, 운전경험 및 연구결

과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분석방법, 기술기준 및 정보 등은 최신의 유효한 것이

어야 한다. 살수로 인한 설비들의 성능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검토기준은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제44조(신뢰성) 및 제63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등을 적용한다.  

(7) 독성 액체 및 기체

독성 액체 및 기체로 인하여 주제어실 거주성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지 내 

독성액체 및 이로 인한 유독기체의 종류 및 발생량 등의 발생원 정보, 유독기체 방출에 

따른 재해도 분석 및 주제어실 거주성 관리방안 등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때 해당 기술기준, 현재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에 사용된 분석 방법, 기술기

준 및 정보 등은 최신이어야 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유독기체의 감지와 주제어실 

거주성 확보를 위한 설비들의 성능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검토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등에 따라 기준을 적용한다.

(9) 폭발

격납건물, 연료건물 및 터빈건물 내부폭발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안전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한다. 설계기준사고 시 발전소 내부폭발은 원천적으

로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수소가스 등 폭발성 물질의 제어 및 관리가 요

구된다. 격납건물 내 수소농도는 최소 연소 제한치 이내로 보수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야 한다. 연료건물의 환기를 위한 설비가 설계기준사고에서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연료건물의 수소농도는 제한치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보수적으로 가정한 사고

조건에서도 환기설비의 작동으로 건물 내외 압력차 형성 및 공기 순환이 연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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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수소 농도는 용이하게 감시 및 관리되어야 한다. 발전기 수소공급계통의 누

설로 인한 폭발이 안전성관련 설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발전소 

내부 폭발에 대비한 설비들의 평가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

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제44조(신뢰성) 및 제63

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외부 위해

발전소의 현재 부지특성, 평가기간 말기의 예상 부지특성 조건 그리고 현재 가용한 분석

기법·안전기준·정보를 고려한 외부 재해에 대하여 평가된 각각의 재해 분석 자료가 현

재의 안전기준, 환경영향, 경년열화 등을 고려하여 외부 재해에 견딜 수 있는 발전소 상

태와 재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운전원 조치를 포함한 절차가 관련기준에 부합하

여야 한다. 부지특성으로 인한 외부재해에는 자연재해 그리고 인위적재해로 세분하여 분

석결과를 제시한다.

(1) 자연재해 평가

(가) 지질 및 지진재해

부지의 인근에서 부지의 지질적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지질특성이 나

타나거나 재해 평가방법의 향상과 같은 새로운 연구결과가 있을 경우 지질특성의 변동

과 부지에 미칠 수 있는 안전성을 확인하여 그로 인한 영향이 부지의 설계특성에 의해 

예방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지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진학적 특성의 실

제적인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연구결과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

하여 그로 인한 영향이 부지의 설계특성에 의해 예방되어 질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

다. 고려하여야 하는 재해에는 지진, 화산 폭발, 지질구조적 재해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기술기준, 현재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에 사용된 분석 방법, 기술기

준 및 정보 등은 최신이어야 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실제 발생했던 지진 및 지질

재해에 대한 대처 및 운영 경험이 기존 절차를 향상시키는데 이용되어야 한다. 지질 및 

지진재해로 인한 부지안전성 평가 및 입증에 대한 검토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4조(지질 및 지진)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원자로시설

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기상재해

기상재해로 인하여 다양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향 및 관리 방안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기상재해 분석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 사항은 토네이

도를 포함하는 강풍, 극한 온도, 극한 기상조건, 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상재해로 

인한 영향평가에 대한 검토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기상조

건) 그리고 기상자료의 조사 및 분석방법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25호(원

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기준)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수문 및 수리지질학적 재해

- 217 -

부지 및 그 주변의 수문 및 수리지질학적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요소

가 나타나거나 새로운 연구결과가 있을 경우 수문학적 특성의 변동과 부지에 미칠 수 

있는 안전성을 확인하여 그로 인한 영향이 부지의 설계특성에 의해 예방됨을 입증하

여야 한다. 홍수, 쓰나미, 극한 지하수위, 소내 냉각수 공급에 대한 영향을 고려 대상

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기술기준, 현재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그

에 사용된 분석 방법, 기술기준 및 정보 등은 최신이어야 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수문 및 수리지질학적 안전성 평가 및 확인에 대한 검토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26호(원자로시

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라) 지반안정성 재해  

부지 내외부에서 지반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질공학적 특성의 변화가 있

거나 예측될 경우 그 영향을 평가하여 지반의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됨을 입증하여

야 한다. 지반 물성의 변화에 따른 침하 또는 부등침하, 부지 내 사면 및 취배수 도수

로 구조물, 부지 인근의 댐의 영향을 고려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기술기

준, 현재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그에 사용된 분석 방법, 기술기준 및 정보 

등은 최신이어야 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지반안정성 재해 평가 및 확인에 대한 검

토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지질 및 지진), 제7조(수문 및 

해양) 및 제39조(급경사지의 붕괴방지 등)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원

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인위적 재해 평가

부지 인근에서의 산업, 교통 및 군사시설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 확인되어 그 영향으로

부터 지속적인 안전이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계획을 이행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된 요소들이 적절히 평가되어 비상계획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

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고려하여야 하는 대상에는 소외 화재, 폭발, 진동 및 유해화학물

질의 누출로 인한 영향, 항공기의 추락 및 소외 비산물로 인한 영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해당 기술기준, 현재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 그리고 운

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에 사용된 분석 방법, 

기술기준 및 정보 등은 최신이어야 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인위적 재해의 평가 및 

확인에 대한 검토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및 제9조(비상계획의 실행가능성)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

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32호(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 발전소 방호의 적절성

내부 및 외부 위해에 대하여 재해의 발생 위험이 충분히 낮거나 재해에 대하여 보호되어

야 하고, 발전소의 방호대책이 관련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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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절차

가. 내부 위해

발전소 내부 위해와 관련하여 발전소의 설계특성, 평가기간 말기의 예상조건 그리고 현

재 가용한 분석기법·안전기준·정보가 관련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제시되고, 발전소 내

부 위해에 대한 위해도 분석이 발전소설계시 고려된 내부위해와 국내외 경험에 의해 추

가되는 내부위해에 대해 관련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한다.

(1) 화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에 따라 

화재위험도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화재위험도분석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화재위험

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과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및 규제지침 10.6에 규정되어 있

는 화재위험도분석 방법론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에 세부적으

로 기술되어야 하는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

준”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화재방호구역의 구분 

 (나)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

 (다) 화재위험성 평가

 (라) 소방시설 등

 (마) 설계기준화재의 범주 

 (바) 원자로안전정지·잔열제거 능력

 (사) 방사성물질 유출방지 능력

상기 항목들 중에서 (가) 화재방호구역의 구분, (나)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 (다) 

화재위험성 평가, (라) 소방시설 등은 심층방어개념에 입각하여 관련 내용이 설계기준

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며, 이를 검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화재방호구역의 구분과 관련하여, 방화지역에서 예상되는 화재가 다중계열 또는 계통을 

손상시키지 않음을 입증하는 기술적인 근거, 방화구역의 타당성 평가결과, 방화지역과 

관련된 사항, 피난 및 접근 통로와 관련한 사항을 검토한다.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와 관련하여, 가연성물질의 종류, 크기 및 점화원을 제한하

고 관리하는 방안이 방화구역별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화재위험성 평가와 관련하여, 화재하중 및 화재특성에 대하여 실제 경험과 공학적 판단

에 의한 평가, 실험식이나 도표에 의한 수계산 및 화재모델링 등에 사용된 가정이나 제

한값의 보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입력자료에 대한 민감도와 분석결과의 신뢰도가 

적절한지 검토한다. 

소방시설과 관련하여, 소방시설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용량 및 성능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소방시설 등에 적용된 설계기준, 소방시설 등의 종류 및 위치가 적절한지 

검토한다. 

그리고 (마) 설계기준화재의 범주, (바) 원자로안전정지·잔열제거 능력, (사) 방사성물

질 유출방지 능력 등은 방호공간에서 최대로 예상되는 설계기준화재시에도 원자로안전

정지·잔열제거 및 방사성물질 유출방지 능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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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것이며, 이를 검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2) 침수

발전소 내 모든 배관계통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유체이송계통 배관의 가상파손이 고려

되어야 한다. 가장 심각한 침수조건을 유발하는 배관 파손이 고려되고 건물 내의 각 지

역에 미치는 영향이 보수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발전소 내부침수 분석 시 방출되는 

유체를 격리하기 위한 운전원의 조치는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배관파손의 유형으로 고

에너지 배관의 완전파단, 중에너지 배관의 관통균열, 화재방호계통의 작동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침수사고 발생시에 대비한 비상집수조 및 배수로의 위치와 용량이 적합함을 

확인한다. 비상집수조 내의 최대침수위는, 최대침수원의 부피와 침수 가능한 비상집수

조의 바닥면적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1차보조건물 및 2차보조건물, 격납건물 및 

비상디젤발전기건물 등의 최하층부가 비상집수조로 고려될 경우 각 건물의 임의 위치

에서의 방출유체가 집수되는 수두 차, 방출 대비 배수 유량 등 유로의 적절성이 평가되

어야 한다. 핵연료건물을 포함하여 1차 및 2차측 건물 내 각 구역이 방벽에 의해 물리

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각 구획별로 전담 비상배수로가 건물 외부로 배수하

도록 설치되고, 사고시에도 유로건전성이 적절히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방사성폐기물건

물의 경우 액체폐기물 함유 탱크들이 사고 시 동시에 파손되어도 외부로 액체폐기물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터빈건물에서 발생한 침수사고로 인해 주변의 안전성

관련 건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최대 침수위가 적절히 설정되고, 격납건물을 제외한 각 

건물 내부에서 배관파손 또는 화재방호계통 작동에 의한 침수영향이 적절히 평가되었

는지 확인한다. 대형 냉각재상실사고시 사고완화와 관련한 필수기기들의 안전기능에 영

향을 미치지 않도록 격납건물 내 격실별 최대침수위가 적절히 평가되었는지 확인한다.

(3) 배관 휩(배관 동적거동)

배관 휨 평가에서는 배관파단에 따른 동적영향과 배관파단 구속장치 등에 대한 검사 

및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경년열화 평가 및 관리방안, 운전경험 및 연

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그에 사용된 분석방법, 기술기준 및 정보 

등이 최신의 것이고 유효한 것인지를 검토한다. 

(4) 비산물

비산물 방호 평가에서는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단에 따른 비산물 방호의 동적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경년열화 평가 및 관리방안,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그에 사용된 분석방법, 기술기준 및 정보 등이 최신의 것

이고 유효한 것인지를 검토한다. 

(5) 증기방출

고에너지배관 파단, 폭발, 안전밸브 개방이 주변 기기에 미치는 영향과 해당 격실 내 

압력 천이 및 격실 내, 외부의 압력파 등이 기기에 미치는 손상과 온도, 습도가 증가하

여 기기에 미치는 영향이 평가되어야 한다. 가상 배관파손 등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방

호되어야 하는 필수계통 및 기기가 사안별로 적절히 분류되고 기기의 안전기능 상실로 

인한 결과와 방호대책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 평가되어야 한다. 필요시 증기방출로 

인하여 충격, 온도 및 습도의 영향에 대해 가장 적절한 방호방법이 이용되는지 확인되

어야 한다. 온도에 민감한 전기 및 계측기기 등은 적절히 보호되어 증기방출 하에서도 

작동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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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살수

살수로 인한 재해평가에 대해 해당 설비의 운전, 정비, 검사, 시험이력을 검토하고 의도

하지 않은 살수 가능성 및 결과 분석과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다. 사업자의 평가

내용에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사용된 분석방법, 기술

기준 및 정보 등이 최신이고 유효한 것인지 검토한다.

(7) 독성 액체 및 기체

독성 액체 및 기체로 인한 평가는 이것이 주제어실의 거주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설

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독성 액체 및 기체로 인한 재해도 평가에는 운

전경험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에 사용된 분석 방법, 기술

기준 및 정보 등은 최신이고 유효한 것인지 검토한다.

(9) 폭발

냉각재상실사고 등의 설계기준사고 시 격납건물 내 수소 생성 모델이 충분히 보수적임

을 확인하고 가연성기체제어계통이 동작할 경우와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하여 수소농

도 변화 계산에 사용된 입력 자료와 결과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수소농도는 최소연소

제한치 이하로 보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격납건물 내에서 생성되는 수소의 총량을 

평가하고 수소재결합기 한 대가 작동될 때와 피동형 수소재결합기가 사용될 경우 각각

에 대하여 시간대별 수소 체적농도변화가 적절한 것인지 평가한다. 격납건물 공기가 균

일하게 혼합되고 국부적으로 가연성기체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격납건물 

살수계통 및 정화계통이 적절히 동작하여야 한다.  격납건물 내 기체의 자연순환과 운

전 층 하부에 있는 환형지역 등 격납건물 내 공기의 적절한 혼합성이 보장되고 국부적

인 수소농도 상승이 방지됨을 확인한다. 격납건물 수소감시계통은 안전성관련 계통으로 

설치되고 사고 시에도 수소농도를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완전한 다중성 개념을 갖춘 

두개의 독립적인 계열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사용후연료저장조 건물 내 수소 발생가

능성을 평가하고 정상운전 시 및 사고 시에도 환기설비가 적절히 동작하고 그 용량이 

건물 내외 압력차로 인한 배기 흐름을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에 충분한 것임을 

확인한다. 이상의 방법을 포함하여 동 지역의 수소농도 감시방안이 내부 폭발가능성을 

최소화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터빈발전기 수소공급계통의 수소 누설가능성을 

평가하고 누설 시 폭발가능성과 폭발 시에도 안전성관련 설비는 충분히 격리되어 영향

을 받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나. 외부위해

발전소 외부 위해와 관련하여 발전소의 부지특성, 평가기간 말기의 예상 부지특성 조건 

그리고 현재 가용한 분석기법·안전기준·정보가 관련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제시되고, 발

전소 외부 위해에 대한 위해도 분석이 관련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한

다. 외부위해별 세부적인 내용은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1) 자연재해 검토

(가) 지질 및 지진재해

원전부지의 인근에서 새로운 지질특성이 발견되거나 지질 및 지진재해 평가와 관련한 

새로운 연구결과가 있을 경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지질 및 지진 안전성 평가가 적절

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적용되는 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방법이 개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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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이를 적용한 평가결과 그리고 입력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검토되는 자료에

는 발전소 운영허가에서 PSR 작성시점까지 수집된 0.01g 이상의 크기를 가진 지진이력 

그리고 인근에서의 화산 활동을 포함한 지질현상과 관련된 연구 및 조사결과를 포함한

다. 

평가결과는 기존의 해석결과 또는 설계기준에 부합됨을 확인하며 사용된 데이터와 해

석범위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평가결과 기존의 해석결과와 

차이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원전에의 안전여유도가 충분한지 또는 발전소 방호조치 

또는 방호 절차가 적절한 지를 검토한다. 필요시 전문가의 기술자문 등을 수행한다. 고

려대상 세부재해에는 국내의 재해와 해외에서 체험한 경험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한다. 

재해해석에 사용된 분석 방법, 기술기준 및 정보 등은 최신의 것으로서 타당한 것인지

를 검토한다.

(나) 기상재해

기상재해로 인한 평가는 극한 기상조건(극한 온도, 폭설 등)과 토네이도를 포함한 강풍 

등에 발전소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해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부지 및 인근 지역의 가용한 기상자료를 토대로 극한 기상조건을 

확인하고, 토네이도를 포함한 강풍 관측 자료를 토대로 최대풍속 및 순간최대풍속을 계

산하여 이를 기상학적 설계변수들과 비교하여 검토한다. 또한 기상재해로 인한 영향평

가에 사용된 분석 방법, 기술기준 및 정보 등은 최신이고 유효한 것인지 검토한다.

온도, 풍향, 풍속, 눈 등에 대해서는 발전소 운영허가 이후 PSR 보고서 작성시점까지의 

최고, 최저 및 평균 기록값 그리고 이상 현상에 대한 설명을 검토한다. 또한 검토에는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인한 범지구적인 기후 변화와 엘리뇨 현상 등에 대한 원전의 대책

도 포함한다. 또한 적용되는 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방법이 개선되었을 경우 이를 적용

한 평가결과 그리고 입력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한 기상재해로 인한 영향평가에 

사용된 분석 방법, 기술기준 및 정보 등은 최신이고 유효한 것인지 검토한다. 

(다) 수문 및 수리지질학적 재해

운영허가 이후 당해 PSR 보고서 작성시점까지 수집된 부지와 그 인근의 지하수, 주변 

하천, 주변 바다의 수위 및 수온 변화 자료를 바탕으로 홍수로 인한 영향과 극한 지하

수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는지 검토한다.  

사용된 데이터와 해석 범위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재해 해

석에 사용된 분석 방법, 기술기준 및 정보 등은 타당한 최신의 것인지를 검토한다. 이 

때 필요시 전문가의 기술자문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국내외 타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했던 재해와 운전 경험을 고려하여 원전 부지에서 유

사 재해의 발생 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실제 발생했던 수문 및 수리지질

학적 재해에 대한 대처 및 운영 경험을 반영하여 기존 절차를 개선했는지 확인한다. 최

종 평가결과가 인허가시의 해석결과 또는 최신의 설계기준에 부합됨을 확인한다.

(라) 지질공학적 재해 

운영허가 또는 이전 PSR 이후 당해 PSR 보고서 작성시점까지 부지 내외부에서 지하수 

또는 해수위의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었거나 부지 내 사면굴착 또는 성토 등 부지의 물

리적 형상에 변동을 초래하는 부지 내 활동이 있었다면 이로 인한 부지에서의 침하 또

는 사면의 안정성 평가결과를 검토한다. 부지 상류에 댐이 있을 경우 댐 파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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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 받는 영향에 대한 평가결과 또한 검토한다. 침하 및 사면안정성 평가 결과는 구

조물의 침하 및 사면 계측값의 고려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 

사용된 데이터와 해석 범위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재해 해

석에 사용된 분석 방법, 기술기준 및 정보 등은 타당한 최신의 것인지를 검토한다. 이 

때 필요시 전문가의 기술자문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국내외 타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했던 재해와 운전 경험을 고려하여 원전 부지에서 유

사 재해의 발생 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실제 발생했던 수문 및 수리지질

학적 재해에 대한 대처 및 운영 경험을 반영하여 기존 절차를 개선했는지 확인한다. 최

종 평가결과가 인허가시의 해석결과 또는 최신의 설계기준에 부합됨을 확인한다.

(2) 인위적 재해

부지 인근에서의 산업, 교통 및 군사시설의 변화가 적절히 조사되어 부지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인자들이 적절히 선정되고 그로 인한 영향이 평가되어 원전이 이들 재해로

부터 지속적으로 안전이 유지되고 있음을 검토한다. 또한 비상계획을 이행하는데 영향

을 줄 수 있는 변화된 요소들이 적절히 평가되어 비상계획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한다. 조사되어 제시되어야 하는 자료에는 인근 공항에서의 항공기 운항 (군

사 비행장 및 군용기 운항 포함), 항공기의 부지 영공 통과 이력, 다음 PSR 기간까지의 

예상 항공기 운항, 발전소 주변의 산업, 수송 시설과 인구의 변동 등 도시 계획 자료가 

포함된다. 산업시설의 경우 화재, 폭발, 유독성 물질 생산·저장·처리·배출시설을 포

함하며 수송시설의 경우 항만, 선박의 운항 등 해양수송도 포함한다. 또한 주변의 숲에

서의 화재발생에 따른 재해평가도 포함한다.

평가결과는 기존의 해석결과 또는 설계기준에 부합됨을 확인하며 사용된 데이터와 해

석범위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필요시 전문가의 기술자문 등

을 수행한다. 고려대상 세부재해에는 국내의 재해와 해외에서 체험한 경험도 함께 고려

하여 검토한다. 재해해석에 사용된 분석 방법, 기술기준 및 정보 등은 최신의 것으로서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한다.

다. 발전소 방호의 적절성

각각의 인자에 대한 위해도 분석시 다음의 항목이 적합하게 고려되었는지를 검토한다.

(1) 발생가능한 위해의 규모 및 빈도

(2) 현재의 안전성 기준

(3) 부지특성

(4) 발전소 설계특성

(5) 경년열화를 고려한 발전소의 위해대비 안전기능

(5) 재해 예방 및 완화를 위해 요구되는 절차의 적절성

각각의 위해도 분석결과에 대해 발전소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충분히 낮거나 

위험에 대한 예방과 경감대책이 충분한지를 검토한다. 위해도 분석시 적용한 분석기법, 

안전기준 및 정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원자력발전소 및 기타 시설의 재해 사례 

및 운전경험을 고려하였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재해를 방지하거나 그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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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결과

검토자는 본 검토지침의 각 조항에 따른 검토에 기초하여 향후 10년간의 안전한 운전을 위

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제1항의 제5호 “위해도분석에 관한 사항”의 분석과 관련한 사항

을 적절히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보고서에 기술한다. 또한 10년 주기 화재위험도분석 적합

성 재평가 결과도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의 

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6.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지질 및 지진)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7조(수문 및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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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상계획의 실행 가능성),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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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제1항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원자로제어실 등) 제4항

9.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제2항제3호

10.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39조(급경사지의 붕괴방지 등)

1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1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43조(신뢰성)

1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1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1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25호(원자로.29),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

사·평가 기준”

1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26호(원자로.30),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1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28호(원자로.32),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18.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32호(원자로.36)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

협의에 관한 규정”

19.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10.6 화재방호계획

20. 경수로형 원전 규제지침 10.6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

21. IAEA Safety Standards No. NS-G-2.10, “Periodic Safety Review of Nuclea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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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s”

22. IAEA Specific Safety Guide No. SSG-25, “Periodic Safety Review for Nuclear Power 

Plants”

23.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10.5 공기조화계통 

24. 경수로형 원전 규제지침 10.4 제어실 거주성

- 225 -

6. 기기검증



- 226 -

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계측전기평가실

지원부서 기계재료평가실

6.1 내환경검증 

1. 검토범위

내환경검증에 대한 평가는 발전소 안전성 관련계통의 기기가 정상, 비정상 운전 및 설계기준사

고 환경에서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증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검증은 시

험, 분석 및 경험을 통해 수행되며 검증된 기기는 수명기간동안 검증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

항제6호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은 상기요건들을 반영하여 평가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

고 있다. 

(1) 기기의 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목록 및 관리절차 목록 

(2) 기기검증 방법 및 품질보증 

(3) 기기고장이 기기검증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기기의 검증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

조치

(4) 불리한 환경조건으로부터 검증된 기기의 보호대책 

(5) 검증된 기기의 실제 상태와 기능성

(6) 기기가 설치된 기간에 취하여진 검증조치 기록

상기의 검토범위에 대한 검토는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성, 안전성 영향, 사고 후 감시 

계통의 전기/계측기기 및 기계류 기기의 비금속 부품을 대상으로 하며, 검토자는 검증의 수행 

및 그 유지관리가 국내외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적절히 반영하여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다.

○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유지, 원자로 정지 및 안전정지 상태 유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의 방사성 물질 외부 누출사고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 

기능을 설계사고 이후에도 유지해야 하는 안전관련 전기 및 계측기기

○ 비안전성 기기이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안전관련 기기의 기능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비안전성 전기 및 계측기기

○ 사고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고 후 감시계통의 기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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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기준사고 발생시 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밀봉재, 가스킷, 윤활유, 유

체 및 유압계통, 다이아프램 등 안전성 계통 기계류의 비금속 부품

2. 검토기준

내환경검증과 관련한 일반 검토기준으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15조(환

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를 적용한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다음의 요건

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상기 환경조건에 의한 경년열화 현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動的)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의 파단(破斷) 가능성이 극

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련된 동적 영향은 설계기준에

서 제외할 수 있다.

검토범위에 기술된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해 다음의 검토기준을 적용한다.

가. 기기의 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목록 및 관리절차 목록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의 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목록 및 관리절차 목록과 관련하여 다

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0CFR50.49(d)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기의 검증수명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를 내환경

검증 대상기기 목록에 포함하고 있다[1].

○ 10CFR50.49(b)에서 규정하고 있는 (i)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유지, 원자로 정지 및 안

전정지상태 유지, 방사성 물질 외부 누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련 전기기기, (ii)

안전에 영향을 주는 비안전관련 전기기기, (iii)사고 후 감시계통 기기를 내환경검증의 

대상기기로 고려하고 있다.

○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11절(기계 및 전기기기의 환경검증)에 기술된 바와 

같이 기계류 기기의 부품 중 환경에 민감한 밀봉재, 가스킷, 윤활유, 유체 및 유압계

통, 다이아프램은 운전환경 및 비금속 재질의 능력을 확인하여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야 한다.

나. 기기검증 방법 및 품질보증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의 검증 방법 및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하여

야 한다.

○ 10CFR50.49(a)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소 운영자가 기기검증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검증문서에 사고 시 기기성능 요구치 및 환경조건을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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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CFR50.49(e)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온도/압력, 습분, 화학물 살수영향, 방사

선, 경년열화, 침수, 복합효과, 여유도를 내환경검증 인자로 고려하고 있다.

○ Reg. Guide 1.89 c.2.a.(2)에 기술된 바와 같이 원자로 격납건물 내부 온도 및 압력 조

건을 계산하기 위해 원자로 냉각재 상실사고(LOCA) 또는 주증기관 파단사고(MSLB)를 

고려하고 있다[2].

○ IEEE Std 323-2003 7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기가 사고 후 성능요건에 맞게 

검증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기 성능 요구사양, 시험내용에 대한 설명, 시험결과

를 검증문서에 수록하고 있다[3].

다. 기기고장이 기기검증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기기의 검증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의 고장이 기기검증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기기의 검증을 유지하

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 Reg. Guide 1.89 c.5.d에 명시된 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경년열화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 감시 및 시험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 IEEE Std 323-2003 6.4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검증된 기기가 변경된 경우의 추가 검증

이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 여기서, 변경이란 안전기능, 성능기준치, 절연응력 수준, 기

계응력 및 사고 후 조건 등을 의미한다.

라. 불리한 환경조건으로부터 검증된 기기의 보호대책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에 대해 불리한 환경조건으로부터 검증된 기기의 보호대책과 관

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Reg. Guide 1.89 c.5.d에 명시된 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경년열화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 감시 및 시험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 IEEE Std 323-2003 7.2에 기술된 바에 따라 가혹한 환경에 위치한 기기와 관련하여 

주기적 감시와 보수 및 상태감시 주기를 문서화하여 관리한다. 

   

마. 검증된 기기의 실제 상태와 기능성

검증된 기기의 실제 상태 및 기능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IEEE Std 323-2003 6.3.1.3에 기술된 바와 같이 기기가 제작 사양서에 명시된 대로 설

치되고 검증된 기기는 설치되는 지역의 간섭 구조물에 대해 해당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IEEE Std 323-2003 6.3.1.4에 기술된 바와 같이 검증된 기기는 배선, 전선과 터미널 블

록, 루프, 배관 및 튜브작업이 제작사양대로 수행되어 있다.

바. 기기가 설치된 기간에 취하여진 검증조치 기록

기기가 설치된 기간에 취하여진 검증조치 기록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0CFR50.49(d) 및 IEEE Std 323-2003 7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발전소 운영자가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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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기기기의 목록 및 관련문서를 수명기간 동안 유지 관리하며 검증서류는 감사

가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 Reg Guide 1.89 c7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고환경에서의 고유기능 수행가능성을 평가

할 수 있도록 감사가 가능한 수준으로 검증기록을 유지하며 기기의 설치 수명기간에 

걸쳐 유지관리하고 있다.

3. 검토절차

검토절차는 크게 일반사항과 검토범위의 각 검토항목에 대한 검토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사항과 검토항목별 검토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가. 일반사항 평가

각 항목별로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1) 사전준비 및 평가샘플 선정

○ 발전소 내환경검증 평가에 앞서 검토자는 내환경검증 관련 규제문서, NRC Bulletin, 

Information Notices, Generic Letter, 해당 발전소에 대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내환

경검증관련 절차서를 참조하여 해당발전소의 내환경검증 기술기준을 검토한다.

○ 검증문서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10～15개의 샘플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그 우선순위

를 부여한다. 샘플 평가대상 목록은 내환경검증 대상목록에서 전송기, 밸브 구동기, 

솔레노이드 밸브, 케이블, 리미트 스위치, 모터, 터미널 블록 및 격납용기 전기 관통

관 등을 포함하도록 기기의 종류별로 선정한다.  

○ 또한, 샘플 평가대상 목록에는 검증등급이 변경된 기기(비 검증 대상에서 검증대상으

로 변경)를 1개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검증대상 기기 중 검증문서가 확보되지 않은 

기기도 샘플 평가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2) 내환경검증 수행절차 평가

○ 발전소 운영자로부터 내환경검증 수행조직, 프로그램 및 수행현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 발전소 내환경검증 절차서를 기초로 발전소 운영자가 10CFR50.49에 따라 검증 대상

기기 목록을 작성,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 관련 절차서에서 내환경검증 기기의 정비 및 감시 요건의 반영사항을 검토한다.

○ 내환경검증 기기의 교체 및 예비품 확보를 위한 구매절차서가 내환경검증 요건을 반

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 평가샘플로 선정된 기기의 구매문서를 검토하여 내환경검증 요건들을 적절히 반영하

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기기의 수명만료 후 교체되는 경우에는 최신의 기준에 따른 

검증요건을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 발전소의 설계변경 절차서가 설계변경 작업 시 대상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내환경검증 대상기기의 설계변경 문

서를 검토하여 내환경검증 요건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 필요할 경우 발전소 정비부서 직원이 내환경검증 유지관리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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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 검증문서의 검토 및 승인을 담당하는 인력이 적절한 내환경검증 교육수강 및 실무경

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내환경검증 요건의 적용관리가 내부적으로 적절히 감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발전소 품질보증감사 기록을 검토한다.

(3) 내환경검증 문서 평가

○ 내환경검증 대상기기 목록을 검토하여 발전소의 비상정지 절차서 및 사고 후 감시계

통 기기에서 필요로 하는 기기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내환경검증 문서파일에 기기의 검증사양, 검증시험보고서 및 검증 평가문서를 포함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검증평가 문서에는 검증에 중요한 요건들이 항목별로 기

술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 내환경검증 문서파일의 검증문서들이 발전소에 설치된 기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임을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규제기관의 내환경검증 관련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현장검사를 위해 평가대상 기기명, 일련번호 및 발전소 기기번호를 기록해 둔다. 기

기 설치 방향, 연결부, 하우징 밀봉 등 내환경검증 문서에 언급된 특정 내환경검증 

설치 요건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 둔다.

(4) 내환경검증 기기 현장상태 평가

○ 현장조사 대상 기기가 결정되면 발전소 직원과 상담하여 현장접근이 가능한지를 확

인한다. 현장접근이 어려운 경우 대상기기를 변경한다.

○ 현장에 설치된 기기가 검증문서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 설치 및 유지관

리 상태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내환경검증 대상 기기의 주변을 살펴서 주변에 설치된 기기가 손상되어 내환경검증 

기기가 안전성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나. 검토항목별 평가  

각 항목별로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1) 기기의 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목록 및 관리절차 목록

검증 대상기기 목록 및 관리절차의 적정성 검토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

다.

○ 내환경검증 대상기기 목록과 그 관리절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검증 대상기기에 

대한 분류근거가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 내환경검증 대상이 되는 기계, 전기, 계측 및 제어기기 목록은 다음과 같음을 검토

한다.

- 원자로 비상정지, 격납건물 격리, 노심냉각, 격납건물 및 원자로 열제거에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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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계통 또는 환경으로의 심각한 방사성물질의 누출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기타 

계통의 기기

- 상기 항의 기능을 자동으로 개시하는 기기

- 상기 첫 번째 항의 기능에 대해 운전원이 수동으로 개시하는데 사용되는 기기

- 고장이 나면 상기 첫 번째 항의 안전기능들 중 하나이상의 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기기

- 10CFR 50.49(b)(1)과 (2)에 규정된 안전에 중요한 기타 전기기기

- 10CFR 50.49(b)(3)과 Reg. Guide 1.97에 규정된 사고 후 감시기기(PAM)

○ 내환경검증 대상기기가 다음의 성능요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

- 설계기준사고 환경에서의 성능기준

- 성능기준에 적합한 전압, 전류, 부하 및 기타 전기적 특성

- 성능기준에 적합한 온도, 압력, 습도, 진동, 방사선, 화학조건 및 침수의 환경조건

○ 기계류 기기의 부품 중 환경에 민감한 밀봉재, 가스킷, 다이아프램 등에 대해서는 

정상 및 설계기준사고 환경 시의 건전성을 분석한 문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2) 기기검증 방법 및 품질보증

검증방법 및 품질보증의 적정성 검토는 다음에 따라 내환경검증 프로그램의 적합성, 

검증방법의 적합성, 검증 품질관리 절차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 기기검증 방법 및 품질보증 요건이 10CFR50.49(a)에 따라 기기검증을 위한 프로그

램이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검증문서에 사고시의 기기성능 요구치 및 환경조건이 

적정하게 수록되었는지 확인한다.

○ 10CFR50.49(e)에 따라 온도, 압력, 습분, 화학조건, 방사선, 경년열화, 침수, 복합 효

과, 여유도 등의 내환경검증 인자 설정요건이 적합하게 고려되었는지 확인한다.

○ 검증이 IEEE Std 323-2003에 명시된 형식시험, 운전경험, 분석 및 조합적 방법에 

의해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성능요건 및 시험방법에 대한 설명과 시험결과의 

판정이 검증문서에 적절히 수록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10CFR50, App. B, Criterion Ⅲ, "Design Control"; Criterion Ⅺ, "Test Control" 및 

Criterion XVII, "Quality Assurance Records"에 따라 적합하게 품질보증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3) 기기고장이 검증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기기의 검증을 유지하기 위한 시정조치

기기고장이 검증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기기의 검증상태 유지를 위한 시정조치와 관련

하여 다음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다.

○ 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경년열화를 고려한 주기적 감시 및 시험프로그램

○ 검증된 기기에 대한 안전기능, 성능기준치, 전기적/기계적 응력 및 사고 후 조건 

등이 수정되었을 경우 추가 검증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절차

○ 검증수명이 발전소 인허가 수명보다 짧은 대상기기의 주기적 교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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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환경검증 기기 교체부품의 재고관리

(4) 불리한 환경조건으로부터 검증된 기기의 보호대책

검증된 기기의 보호대책과 관련하여 다음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다.

○ 발전소의 열악한 환경을 구분하여 관리하며, 검증된 기기가 열악한 환경에서 운전

되지 않도록 환경온도, 습도 및 방사선 조건을 감시하기 위한 절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불리한 환경에 위치한 기기에 대해서 온도, 방사선 등의 환경조건에 대한 주기적 

분석 및 모니터링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환경조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검증기기의 수명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

한다.

(5) 검증된 기기의 실제 상태와 기능성

검증된 기기의 실제 상태와 기능성과 관련하여 다음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다.

○ 검증기기가 제작사의 지침에 따라 설치되고, 해당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환경검증 대상기기 현장 점검표 및 기기별 성능평가서를 

구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설계기준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기의 작동요구 시간이 시험 및 분석을 통해 검증되

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6) 기기가 설치된 기간에 취하여진 검증조치 기록

대상기기에 대한 검증조치 기록과 관련하여 다음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다.

○ 검증문서가 사고환경에서의 기능 수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기기별 검증문서 파일에 검증시험문서, 고장영향평가서, 수명계산서, 내환경검증평

가서와 같은 검증관련 문서가 기기별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4. 검토결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제6호 “기기검증에 관

한 사항”의 내환경검증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이행상태, 안전성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을 

포함하여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걸쳐 해당 고유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등에 대해 종합적

인 검토결과를 검토 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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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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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기계재료평가실

구조부지평가실

지원부서

6.2 내진검증

1. 검토범위

발전소 안전성 관련계통의 기기가 정상운전 및 설계기준사고 환경에서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진 및 동적 검증상태를 확인한다. 주요 검토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

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의 제1항제6호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에서 명시

하고 있는 다음의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1) 기기의 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목록 및 관리절차 목록 

(2) 기기검증 방법 및 품질보증 

(3) 기기고장이 기기검증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기기의 검증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

치

(4) 불리한 환경조건으로부터 검증된 기기의 보호대책 

(5) 검증된 기기의 실제 상태와 기능성

(6) 기기가 설치된 기간에 취하여진 검증조치 기록

각 항목별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기기의 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목록 및 관리절차 목록 

기기의 내진검증 계획에 포함된 기기란, 안전에 중요한 기기 중에서 내진범주에 포함된 

기기를 말한다. 여기에는 최초 내진범주에 포함된 기기 외에도 안전 목표의 변경 등으

로 인하여 새로이 내진검증이 요구되는 기기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지진하

중은 구조물을 통해 기기에 전달되고, 내진범주 기기들은 구조물에 수용되므로 내진검

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를 수용하는 구조물도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운영허가 기

간 중에 교체된 기기를 포함하여 내진평가를 통해 수정, 보강, 시정된 사항을 전체 기

기목록의 개정에 반영하고 관리하는 절차의 적절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2) 기기검증 방법 및 품질보증 

적용된 내진검증방법이 적절한가를 확인하려면 내진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의 내진검

증보고서 외에도 기기 내진검증 사양서, 내진검증 계획서 등을 평가하여야 하고, 이들 

문헌에 따라 내진검증된 기기가 설치된 기기와 동일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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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기 수명동안 내진검증 상태를 보증할 수 있는 피드백 절차나 검사 프로그램을 평

가하여야 한다.

(3) 기기고장이 기기검증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기기의 검증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

치

검증된 기기의 설치 수명기간 중에 기기의 노화, 주요 부품의 망실, 성능개선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교체가 요구될 경우 교체되는 기기의 내진검증과 그 검증 상태를 유지

하기 위한 절차의 적절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4) 불리한 환경조건으로부터 검증된 기기의 보호대책

내진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는 지진 혹은 진동조건에서도 적절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

도록 검증되어야 한다. 규제지침 4.6, 4.18 및 4.19은 발전소 운영허가 기간 중에 발생하

는 체감지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내진검증

된 기기의 보호 대책을 파악하려면, 개별원전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지진대응절차를 

상기 규제지침서의 요건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방사선조사에 의

한 취화, 부식 및 침식 등과 같은 환경적 영향이 내진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의 내진성

능을 저감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열화기구가 내진검증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고,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내진검증 평가에 반영하는 절차가 검토되어야 한다. 

(5) 검증된 기기의 물리적인 상태와 기능성

내진검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내진검증계획에 포함된 기

기의 실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현존하는 기록을 원전의 실제 상

태와 비교함으로써 가능하다. 만일 실제 상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특정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 자료를 재생하거나 합리적으로 추론하여야 하고, 필요하다면 시험 혹은 검

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현장 여건상 자료의 재생이나 시험 및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을 

발굴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여야 한다. 

내진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의 기능성은 기기가 설치된 수명기간동안 주어진 안전기능

을 수행할 수 있다는 증거의 생산, 생산된 증거의 문서화, 그리고 생산된 문서의 유지․
관리 과정을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은 원전설계부터 수명까지 진행되어야 할 과정

이고 경년열화, 설계변경, 보수, 기기고장 및 교체 그리고 비정상운전조건 등이 고려되

어야 한다.

특정 항목에 대한 기술기준이 변경되고 그 영향분석 결과를 실제 적용했을 경우, 그 적

용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기기에 입력되는 입력운동은 기초지반으로부

터 입사된 지진동이 안전관련 구조물의 동특성과 상호작용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내진

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가 주어진 지진조건에서 그 구조적 건전성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반특성에 의한 입력지진동의 적절성, 지지구조물의 동특성 및 건전성, 그리

고 내진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의 정착 건전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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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의 기능성을 평가할 때 참고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a) 내진평가를 위한 입력변수

   - 평가지반운동

   - 감쇠비

   - 내진범주 I급인 구조물의 지지매체

(b) 내진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를 지지하고 있는 안전관련 구조물의 구조시스템

   - 지진응답해석방법 (비탄성해석 허용)

   - 내진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가 설치된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및 층응답스펙트럼

   - 해석모델링 절차

   -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 절차

   - 층응답스펙트럼 작성 절차

   - 지진성분의 조합방법

   - 모드응답의 조합방법

   - 변수의 변동이 층응답에 미치는 영향

   - 비틂 효과 고려 방법

   - 내진범주 I급인 구조물의 전도모멘트 및 활동력 결정 방법과 그 절차

(c) 내진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의 구조시스템

   - 지진응답해석방법 (비탄성해석 허용)

   - 지진 싸이클 수의 결정

   - 해석모델링 절차

   - 고유진동수 선정기준

   - 지진성분의 조합방법

   - 모드응답의 조합방법

   - 상이한 입력을 받는 다중지지 기기의 평가절차

   - 편심 질량에 의한 비틂 효과 고려 방법

   

(6) 기기가 설치된 기간에 취하여진 검증조치 기록

내진검증계획에 포함된 전기 및 기계 기기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하고, 동 기기들에 

대하여 본 지침 2항의 (6)에 기술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문서에 기록, 관리하

여야 한다. 또한 기기가 설치되거나 장래 사용할 목적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도 설치 기

간 동안 기기검증 서류 일체를 감사가 가능한 형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교체기기

도 본 요건에 의거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별 원전의 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

의 검증조치기록에 대한 보유 현황을 검토하고, 내진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의 내진검

증 조치기록이 보고서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지와, 그 보고서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2. 검토기준

내진검증에 대한 검토는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3호(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의 제4조(지질 및 지진), 제13조(외적 요인에 의한 설계기준), 제35조(원자로의 노심 등)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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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주기적안전성평가 일반심사지침 “3.4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에서 제시된 평가범

위와 방법에 따른다. 내진검증 방법에 대한 허용기준은 규제기준 3.5, 안전심사지침[2] 3.10장, 

IEEE344-1987[3] 등이며 이 외에도 SQUG GIP-3A[4]를 참조한다.

각 항목별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기의 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목록 및 관리절차 목록 

내진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란, 최초 인허가 기반 상에 정의된 능동 및 수동기기와 분

배시스템 외에도 운영허가 기간 중에 교체되었거나 변경된 기기 혹은 부품 (예를 들면, 

계전기) 을 말한다. 내진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목록이 허용가능하려면, 다음의 내용이 

문서화되어야 한다.

- 내진검증계획에 포함된 계통 명칭 및 기능 설명

- 내진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 번호 및 명칭 그리고 그 기기가 속한 계통의 명칭

- 내진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의 설치 위치 (건물의 명칭, 설치된 층, 높이, 방번호 등)

- 내진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의 설계지진 수준 (SSE, OBE)

- 내진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의 설치 위치에서의 세 직교방향 층응답스펙트럼

- 내진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의 제원 (제작사, 모델번호, 일련번호 등)

- 내진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와 관련된 계전기의 제원 및 설치된 기기번호

- 내진검증계획에 새로이 추가된 기기 및 그 기기에 관한 상기 모든 정보

또한 운영허가 기간 중에 교체된 기기를 포함하여 주기적 내진평가를 통해 수정, 보강, 

시정된 사항을 전체 기기목록의 개정에 반영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

다. 

(2) 기기검증 방법 및 품질보증 

내진범주 I급에 속한 기기는 설계지진 조건에서 구조적 건전성 및 기능성이 보증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내진범주에 포함된 모든 기기는 설계지진 수준에서 그 정착부의 구조

적 건전성도 입증되어야 한다. 

기기의 내진검증을 위해 허용되고 있는 규준 및 표준서 (Codes & Standards) 는 IEEE 

Standard 344 와 ACI 349[8] Appendix B 등 이다. ACI code 349 와 IEEE Standard 344 

를 포함한 모든 규준 (혹은 표준서) 들은 주기적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규준 (혹

은 표준서) 일지라도 개정된 일부 기술기준의 내용이 인허가 당시의 기술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규준 (혹은 표준서) 내의 일부 기술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항상 기존 검증방법의 비보수성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기검증 방법의 적절

성이 허용가능하려면, 먼저 최신 기술기준과 현행 기술기준을 비교 검토하고, 최신 기

술기준과 현행 기술기준 간의 차이점이 기존 안전여유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와 반대로, 특정 안전현안에 대해서 현행 인허가 기반 상의 기술로는 그 안전

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고유의 안전여유도를 입증

할 수 있다. 이상의 모든 절차에 대한 품질보증은 10CFR50.59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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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내진검증방법이 적절한가를 확인하려면 해당 기기의 내진검증보고서가 고유의 

내진검증 사양서 및 내진검증 계획서와 부합하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들 기술문서

에 따라 내진검증된 기기가 설치된 기기와 동일한가의 확인은 ‘실제 상태 및 기능성 

평가’ 항목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 이에 추가하여 검증된 기기에 발생한 노화현상이 

기존 내진검증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검증된 상태를 보증할 수 있는 피드

백 절차나 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설치된 기기 수명동안 내진검증 상태를 적절

히 유지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 프로그램이 허용 가능하려면, 경년열화 정보, 

설계변경 정보, 보수 및 정비 이력 정보, 기기의 고장 이력 및 교체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각각의 정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3) 기기고장이 기기검증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기기의 검증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

치

검증된 기기의 설치 수명기간 중에 기기의 노화, 주요 부품의 망실, 성능개선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교체가 요구될 경우 교체되는 기기의 내진검증이 허용가능하려면, IEEE 

standard 344 에 준하여 검증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 표준서에 의

한 내진검증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체 방안이 허용될 수 있다. 

교체된 기기의 내진검증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입증하려면 초기 내진검

증 조건과 달라진 변수들이 내진검증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기존의 내진검증 

상태에 심각한 영향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교체된 기기 및 부품의 내

진검증 기록과 변경된 사항에 대한 내진평가 기록을 기존의 내진검증 문서에 수정 반

영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4) 불리한 환경조건으로부터 검증된 기기의 보호대책

내진검증상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환경조건이란 운영허가 기간 중에 발생하는 

체감지진과 발파 혹은 기기진동에 의한 동적 영향을 말한다. 체감지진에 대비한 적절한 

지진대응절차가 수립되어 있다면, 검증된 기기의 관리가 유효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경수로 원전에 고유한 지진대응절차가 허용가능하려면, 규제지침 4.6, 4.18 및 4.19에서 

제시하는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방사선조사에 의한 취화, 부식 및 침식 등과 같은 환경적 영향이 내진검증계획에 포함

된 기기의 내진성능을 저감시킬 수 있는데, 열화의 영향은 내환경검증 결과로부터 도출

된다. 내진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의 내진검증 상태가 유효하게 유지되려면 심각한 수

준으로 열화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기에 대해 해당 내환경검증 결과를 반영

해서 내진검증 재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검증된 기기의 실제 상태와 기능성 (현장조사)

내진검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업운전 개시 혹은 이전의 평가 이후로부터 현재

까지의 변경된 정도, 즉 실제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실제 상태를 파악하려면, 이전 

평가 결과를 포함한 현존하는 내진검증 조치기록과 설치된 기기의 실제 상태를 비교하

- 239 -

여야 한다. 권고되는 방안은 내진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의 전체 내진검증조치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것인데, 개별 기기의 데이터베이스가 허용 가능하려면 다

음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기기 사양서

- 기기 도면

- 기기 보수 이력

- 기기 및 부품의 교체 이력

- 기기 동특성 (감쇠비, 고유진동수)

- 기기 검증내력 (시험응답스펙트럼)

- 기기 가진력 (층응답스펙트럼)

- 기기 제작사 및 모델 번호

- 기기 중량 및 질량 중심

- 기기 정착기구 및 상세 도면

- 기기 경계조건

만일 실제 상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특정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 자료를 재생하

거나 합리적으로 추론하여야 하고, 필요하다면 시험 혹은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

다. 현장 여건상 자료의 재생이나 시험 및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서 확

인하고자 하는 사항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을 발굴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에 언급한 데이터베이스 내 정보는 지진대응절차를 위

한 기기 데이터베이스와 호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비안전관련 기기를 운전 환경의 변화나 현장여건에 의해 안전관련 구역으로 이동, 

배치할 경우에는 당해 기기의 파손이 인접 안전관련 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내진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는 비안전관련 기기 및 설비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

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현장여건 상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

진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와 인접 설비 간에 합리적으로 계산된 Seismic Gap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내진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의 실제 상태와 기능성을 최종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장조사를 권고한다. 특히 기기의 기능성은 현장조사의 결과에 근거한 내진성능평가를 

통하여 입증될 수 있다. 실제 상태의 적절성과 기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일반절차는 다

음의 절차와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a) 내진평가팀의 구성

   -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구조기술자

   -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전기기술자

   - 해당 원전의 계통을 숙지하고 있는 계통기술자 및 운전원

(b) 현장조사 보고서의 작성

   - 내진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 및 관련 계전기 목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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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종 기기별 그룹화 및 그룹별 한계기기의 선정

   - 주요 파손모드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면, 사진 등)

   - 설계변경 등으로 기존의 내진검증상태와 실제 상태 간의 차이점 조사

(c) 내진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는 현장조사로부터 도출된 기기 항목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우선적으로 현행 인허가 기반에 비추어 만족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만일 인허가 기

반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최신기술기준에 의거한 재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그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내진성능 입증을 위해 허용 가능한 평가기준은 사안별

로 규제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적 변수의 변화 혹은 내

진설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기 입력운동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내진검증

계획에 포함된 전체 기기에 대해 내진성능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6) 기기가 설치된 기간에 취하여진 검증조치 기록

검증조치기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기에 대해 다음의 정보가 수록되어야 한다.

- 제작사, 모델 번호, 각 건물에서의 위치 등을 포함한 기기 설명서

- 크기, 중량, 현장 설치 상태를 포함한 물리적 설명, 기기가 슬래브 혹은 벽체 또는 

배관 상에 지지되었는지 여부의 식별

- 해당 계통에 대한 해당 기기 성능에 대한 설명

- 설계사양서, 검증보고서 및 그들의 설치 위치에 대한 식별

- 내진검증에 요구되는 하중 및 강도에 대한 설명

- 시험검증의 경우 시험방법 및 절차, 주요한 시험 매개변수의 확인, 시험결과의 요약

- 해석검증의 경우 해석방법, 가정사항, 주요 요소에 대한 변형, 계산응력과 허용응력

의 비교 등에 대한 확인

- 기기의 고유 진동수

- 기기가 반복 피로 하중에 의해 영향을 받을지 여부와 그러한 하중조건에서 내진검

증을 위해 사용된 방법과 기준의 설명

- 기기가 내진검증요건을 만족하였는지 여부

- 검사 가능성 여부, 즉 기기가 이미 설치되었는지 여부

- 검증에 고려된 다른 모든 하중과 함께 내진 및 동적 하중에 상응하는 요구응답스펙

트럼 (혹은 시간이력) 의 결정방법과 하중조합법 등 

이러한 정보는 교체된 기기 혹은 부품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만일 기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면 이들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검토절차

각 검토분야는 그에 대응하는 허용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1) 내진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에 대해 자연적인 지진사건과 사고를 포함하는 가상운전조건

하에서 안전기능의 수행능력을 보증하기 위해 적절하게 검증이 수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검증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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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진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의 검증은 기기가 수명기간동안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특히 최신의 요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지진조건에 대하여

도 그 기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요구되는 기기의 성능에 대한 보증이 초기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해당 기기의 성능을 유

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보수, 시험 및 교정과 같은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검토결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제1항제6호 “기기검증에 관

한 사항”의 내진검증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이행상태, 안전성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을 

포함하여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걸쳐 해당 고유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등에 대해 종합적

인 검토결과를 검토 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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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년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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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기계재료평가실

지원부서

구조부지평가실

계측전기평가실

계통평가실

7.1 경년열화 평가 및 관리

1. 검토범위

본 안전평가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의 

제7호인“경년열화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요구되는 안전여유도를 유지하

기 위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Structure System Component, SSC)의 현재 

상태와 진행 또는 예상되는 경년열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향후 원자력

발전소 안전운전을 위하여 적절한 경년열화관리계획이 확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가. 경년열화평가 대상기기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나. 평가대상 SSC 경년열화현상 분석

다. SSC 기능, 안전여유도, 성능미달시점 및 미래상태 예측

라. SSC 경년열화 완화대책 및 관리계획

2. 검토기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7조(주기적안전성평가의 내용)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안전성평가의 내용에 경년열화(경년열화: 시간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구조

물ㆍ계통ㆍ기기의 손상을 가져올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말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경년열화평가 대상기기의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을 포함한 경년열화관련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경년열화평가 대상기기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주기적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경년열화평가는 안전성평가 당시 해당 원자로시설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

도록 한다. 경년열화 평가를 위한 대상설비 분류, 대상설비 선정기준 검토는 원자력안전위

원회 규칙(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안전설비”, “안전에 중요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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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정의, 제2장 제1절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에 대한 사항, 원

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5호(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를 참

고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1호(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

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참고하여 경년열화관리의 대상이 되는 

SSC를 선정하는데 사용한 방법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경년열화대상기기의 선정 평가방법은 평가대상 SSC의 설계 및 제작 자료와 시험, 운전, 

정비 등 운영자료 및 유효한 기술기준(ASME, KEPIC 등)을 참고하며, SSC별 경년열화 평가

방법관련 상세 검토기준은 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지침 2(구조물·계통 및 기기)를 참고한다.

나. 평가대상 SSC 경년열화현상 분석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1호(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

에 관한 지침)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참고하여 경년열화 관리계획에는 감시 

및 검사 변수, 경년열화영향 탐지, 감시 및 경향분석 등 경년열화현상의 분석에 대한 내용

을 포함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SSC 경년열화현상 분석은 ASME Sec. Ⅲ, Appendix W[1]에 제시된 경년열화기

구 및 SSC별 설계 및 제작 자료, USNRC NUREG-1800[2], NUREG-1801[3], 국내외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참고하며, 평가대상 SSC별 경년열화현상 분석관련 상세 검토기준은 주기적안

전성평가 세부지침 2(구조물·계통 및 기기)를 참고한다.

다. SSC 기능, 안전여유도, 성능미달시점 및 미래상태 예측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주기적안전성평가의 기준)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원자로시설은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경년열화현상에 대하여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안전 여유도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SSC 기능, 안전여유도, 성능미달시점 및 미래상태 예측은 SSC별 설계 및 제작 자료, 

USNRC NUREG-1800, NUREG-1801을 참고하며, SSC별 기능, 안전여유도, 성능미달시점 및 

미래상태 예측관련 상세 검토기준은 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지침 2(구조물·계통 및 기기)를 

참고한다.

라. SSC 경년열화 완화대책 및 관리계획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주기적안전성평가의 기준)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원자로시설의 경년열화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SSC의 안전

기능과 안전 여유도가 보증되도록 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1호(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

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를 참고하여 경년열화관리의 대상이 되는 

SSC의 목록을 제시하고 각 사항에 대해 해당되는 경년열화 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SSC 경년열화 완화대책 및 관리계획은 IAEA SSG-25[4], USNRC NUREG-1800, 

NUREG-1801의 SSC별 경년열화 관련기준을 참고하며, SSC별 경년열화 완화대책 및 관리계

획관련 상세 검토기준은 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지침 2(구조물·계통 및 기기)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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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절차

경년열화평가 대상기기의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을 포함한 경년열화관련 검토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경년열화평가 대상기기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경년열화평가 대상기기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에서 기술하고 있는 안전등급(안전등급 1, 2 및 3) 및 이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비안전등급에 해당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를 평가대상 설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경년열화 평가는 대상기기의 현재 물리적 상태 및 경년열화를 적절히 평가하는지를 검토

하며, 국내외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경년열화 세부평가를 위해 평가대상 SSC의 설계, 제작, 설계변경, 시험, 검사, 정비 관련 

자료분석 및 현장점검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평가대상 SSC 경년열화현상 분석

경년열화현상 분석은 평가대상 SSC별로 발생 가능한 경년열화기구가 적절히 도출되었는

지 검토한다. 이때 경년열화기구별 정의 및 발생환경, 해당 SSC의 경년열화기구별 발생환경 

노출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SSC에 대한 국내외 손상 및 연구사례가 적절히 포함되었는지 검

토한다. 

IAEA SSG-2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설비의 상태를 정확히 나타낼수 있는 성능지수 및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SSC별 사용환경 및 경년열화현상 분석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다. SSC 기능, 안전여유도, 성능미달시점 및 미래상태 예측

SSC 기능, 안전여유도, 성능미달시점 및 미래상태 예측관련 평가대상 SSC가 다양한 경년

열화기구로부터 기능 및 안전여유도 유지여부와 성능미달시점을 평가하고 미래상태 예측사

항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평가대상 SSC별 발생 가능한 경년열화기구 선정의 적절성, 경년열화기구의 발생기준과 

평가대상 SSC의 운전조건 분석결과에 따른 차기 주기적안전성평가 시기를 포함한 운전수명 

기간동안의 기능유지 가능성 평가, 요구되는 안전여유도 확인과 SSC의 건전성 평가의 적절

성, 안전여유도가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SSC의 성능미달시점 및 미래상태 예측 등 향후 

건전성 확보방안 제시 등의 사항을 검토한다.

IAEA SSG-2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실제 SSC의 안전여유도 및 지배적인 경년열화 기구 

및 현상이해, SSC별 기준자료(Baseline Data)와 운영자료 가용성 및 이를 기반으로한 성능미

달시점 및 미래상태 예측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운전수명 기간동안 안전에 중요한 SSC에 대하여 요구되는 안전여유도가 유지됨을 보증하

기 위해 점검, 보수, 화학제어 및 운전경험 등이 반영된 모든 활동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경

년열화 관리계획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체제마련 여부를 아래항목과 연계해서 검토한다. 

라. SSC 경년열화 완화대책 및 관리계획

SSC 경년열화 완화대책 및 관리계획 관련 경년열화현상 분석, 경년열화평가 결과를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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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대상인 SSC의 경년열화를 완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발전소별로 경년열화관리를 위하여 적용되고 있는 경년열화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SSC의 효과적인 경년열화관리를 위한 보완필요사항을 검토

한다. 

경년열화 관리계획에는 경년열화 관리방법론, 관련 경년열화 현상의 이해, 각 SSC별 허용

기준, 성능미달 SSC의 성능확보 방안 및 계획, 경년열화 감지 및 완화방법과 SSC에 대한 실

제 상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검토결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의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에서 기술하고 있는 경년열화평가 대상기기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평가대상 SSC 경년열화

현상 분석, SSC 기능, 안전여유도, 성능미달시점 및 미래상태 예측, SSC 경년열화 완화대책 

및 관리계획이 적절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요약 서술을 포함하는지에 대해 해당 검토보고

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6. 참고문헌

1. ASME B&PV Code, Section. III, Division 1, Appendix W, "Environmental Effects on 

Components", 2009

2. NUREG-1800, "Standard Review Plan for Review of License Renewal Applications for 

Nuclear Power Plants," 

3. NUREG-1801, “Generic Aging Lessons Learned (GALL) Report," 

4. IAEA Specific Safety Guide No. SSG-25, “Periodic Safety Review for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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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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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원자력운영분석실

지원부서

안전평가실

기계재료평가실

계측전기평가실

계통평가실

8.1 발전소 안전성능

1. 검토범위

  발전소 안전성능분야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

제8호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에 따라 발전소의 안전성능에 관한 기록을 조사/분석하여 

안전성능이 적합하게 유지 및 관리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있다. 본 발전소 안전성능과 

관련하여 일반심사지침 3.8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분야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안전관련 사건의 분류 및 근본원인 분석결과 반영 체계

○ 아차사례 및 기기․설비고장 등을 포함한 안전과 관련된 사건을 포함

  (2)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과 관련된 운전경험 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 정비 및 보수, 검사 그리고 시험의 선별 및 기록

○ 노후 또는 고장에 따른 안전과 관련된 중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보수/교체이력과 

임시 또는 영구 변경사항의 선별 및 기록

○ 안전과 관련된 운전변수의 선별 및 기록

○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운전경험 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은 세부심사지침 2.3.4절에 따라 

수행함.

○ 안전관련 밸브 및 밸브구동장치의 운전경험 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은 세부심사지침 

2.4.1절에 따라 수행함.

○ 안전관련 펌프의 운전경험 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은 세부심사지침 2.4.2절에 따라 수

행함.

○ 안전관련 열교환기의 운전경험 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은 세부심사지침 2.7.1절에 따라 

수행함.

○ 화재방호설비의 운전경험 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은 세부심사지침 2.7.4절에 따라 수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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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이용불능도

○ 노후 또는 고장에 따른 안전과 관련된 중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보수/교체 이력 및 

임시 또는 영구 변경사항에 대한 경향분석

○ 정비 및 보수, 검사 그리고 시험과 관련된 운전자료 경향분석

○ 안전과 관련된 운전변수에 대한 경향분석

○ 안전과 관련된 계통의 이용불능도

○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이용불능도는 세부심사

지침 2.3.4절에 따라 수행함.

○ 안전관련 밸브 및 밸브구동장치의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이용불능

도는  세부심사지침 2.4.1절에 따라 수행함.

○ 안전관련 펌프의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이용불능도는  세부심사지

침 2.4.2절에 따라 수행함.

○ 안전관련 열교환기의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이용불능도는  세부심

사지침 2.7.1절에 따라 수행함.

○ 화재방호설비의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이용불능도는  세부심사지침 

2.7.4절에 따라 수행함.

  (4) 안전성능지표에 대한 분석

○ 경수로 원전의 안전과 관련한 안전성능지표의 설정과 경향분석

  이 중 “(2)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의 “정비 

및 보수, 검사 그리고 시험의 선별 및 기록”과 “노후 또는 고장에 따른 안전과 관련된 중

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교체이력과 임시 또는 영구 변경사항의 선별 및 기록”, “(3) 안

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 이용불능도”의 “노후 또는 고장에 따른 

안전과 관련된 중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교체 이력 및 임시 또는 영구 변경사항에 대한 

경향분석”, “정비 및 보수, 검사 그리고 시험을 포함한 안전과 관련된 운전자료에 대한 경

향분석”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계통의 이용불능도”와 관련한 안전성능 분야는 세부심사

지침의  “2.3.4 원자로냉각재펌프”, “2.4.1 밸브 및 밸브구동장치”, “2.4.2 펌프 그룹”, 

“2.7.1 열교환기”, “2.7 전력계통”, “2.7.4 화재방호설비”, “2.8.3 비상디젤발전기계통”

의 범주에도 포함되므로 연계검토가 필요하다.

2. 검토기준

발전소의 안전성능과 관련하여 아차사례 및 기기․설비 고장고장 등을 포함한 안전과 관련된 

사건 및 발전소의 사고·고장 분석,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과 관련된 운전자료 

선별과 기록,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과 안전계통의 이용불능도 그리고 안전성

능지표 분석 등에 대한 원전운영자의 이행 체계, 관리 및 조치가 관련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각 분야별 검토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안전관련 사건의 분류 및 근본원인 분석결과의 이행 체계

검토자는 해당 발전소에서 발생된 사건에 대해 안전관련 사건 분류, 원인분석결과,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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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대책 수립/이행, 사건전파 및 후속조치 관리 등 체계의 적절성과 이에 따라 이행한 

내용에 대한 원전운영자의 평가결과 적절성을 검토한다.

나.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과 관련된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안전과 관련된 운전자료와 운전변수의 선별 및 기록과 관련된 업무지침 또는 절차서가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운전자료가 적절히 선별 및 기록되어 있는지

에 대해 평가한 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5조(기록과 비치)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8조·제25조·제39

조·제49조·제52조 제4항·제58조·제82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자료의 취

득뿐만 아니라 사고/고장시 원인분석을 위한 운전기록과 관련한 기록사항, 기록시기 및 

보존기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원자로냉각재펌프, 밸브 및 밸브구동장치, 펌프, 

열교환기, 화재방호설비에 대한 운전자료의 선별 및 기록과 관련하여 관리체계의 적절성

과 그 이행실적을 검토하는데 이들 규정을 참조한다.

다.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이용불능도

안전과 관련된 운전자료와 운전변수에 대한 원전운영자의 경향분석 업무지침 또는 절차

서가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내용 적절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검

토한다.

○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이용불능도는 세부심사

지침 2.3.4절에 따라 수행함.

○ 안전관련 밸브 및 밸브구동장치의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이용불능

도는  세부심사지침 2.4.1절에 따라 수행함.

○ 안전관련 펌프의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이용불능도는  세부심사지

침 2.4.2절에 따라 수행함.

○ 안전관련 열교환기의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이용불능도는  세부심

사지침 2.7.1절에 따라 수행함.

○ 화재방호설비의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이용불능도는  세부심사지침 

2.7.4절에 따라 수행함.

라. 안전성능지표에 대한 분석

안전성능지표에 대한 자료수집, 평가, 및 반영에 대한 업무지침 또는 절차서가 수립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평가와 조치 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검토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WANO 등에서는 안전성능지표의 관리체계에 따른 안전운영, 안

전설비 신뢰도, 안전방벽 분야의 성능지표와 그 산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WANO에

서는 전 세계의 가압경수로 및 가압중수로형 원전에 대한 Median 성능지표를 제공하

고 있다. 경수로 원전의 안전과 관련한 안전성능지표의 설정과 추이 분석·평가의 적

절성 검토에 상기의 원자력안전위원회, WANO 등의 관련정보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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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절차

가. 아차사례 및 기기․설비고장 등을 포함한 안전관련 사건의 분류 및 원인분석결과의 이행 

체계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고장의 확인, 분류 및 분석체계, 원자로 

정지 및 원자로 정지를 동반하지 않은 사고·고장에 대한 안전성분석 및 사후조치,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상태를 검토한다.

(1) 사고·고장의 확인·분류 및 분석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7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이하 “사건”) 발

생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 발전소에서 발생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확인·분류 

및 분석체계와 관련하여 다음에 대한 적절성과 그 이행상태를 확인, 검토한다.

○ 사건 보고체계

○ 사건 등급 분류

○ 사건 내용, 사건 발생시 운전상황, 조치내용 등

○ 원인분석, 문제점 도출 및 재발 방지대책

○ 안전성 평가

○ 타 발전소로의 운전경험 제공

(2) 사건 사례에 대한 안전성 분석 및 사건 재발방지

최초임계일 또는 운영허가일 이후 평가 기준일까지 발생한 원자로 정지현황을 기초로 

안전성능에 영향을 주는 원자로 정지의 추이와 각 분야별(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분

야) 원자로 정지현황을 기초로 그 원인 분석결과를 확인, 검토한다. 여기에는 원자로 

정지 및 원자로 정지 이외의 안전관련 사건 사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때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개요를 포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그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아차사례 및 기기․설비 고장 등 사례 분석

   상기 (1), (2)에 포함되지 않는 아차사례 및 기기․설비 고장 등을 포함한 기타 안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기록관리 및 평가체계와 함께, 이들에 대한 기록 및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나.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과 관련된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현재 또는 향후 발전소의 안전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변화 등에 대한 영향 

확인을 위해 평가기간 동안 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과 관련한 운전자료의 선별, 

기록 체계가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이에 의해 선별되어 기록된 운전자료 및 운전

변수를 확인 및 검토한다. 검토자는 원전운영자의 선별 및 기록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

우 적절한 기준의 제시와 함께 재평가를 권고할 수 있다.

원자로냉각재펌프, 안전관련 밸브 및 밸브구동장치, 안전관련 펌프, 안전관련 열교환기, 

화재방호설비의 시험, 검사 및 정비 분석과 관련한 각종 절차서의 체계성, 시험 계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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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결과의 관리체계, 시험결과의 분석 및 후속조치 등을 검토한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부여된 운전 및 성능 상태 유지와 관련한 성능의 추이 및 경향, 설비 및 설계 변경 등을 

통한 안전성 개선활동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이용불능도는 세부심사

지침 2.3.4절에 따라 수행함.

○ 안전관련 밸브 및 밸브구동장치의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이용불능

도는  세부심사지침 2.4.1절에 따라 수행함.

○ 안전관련 펌프의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이용불능도는  세부심사지

침 2.4.2절에 따라 수행함.

○ 안전관련 열교환기의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이용불능도는  세부심

사지침 2.7.1절에 따라 수행함.

○ 화재방호설비의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이용불능도는  세부심사지침 

2.7.4절에 따라 수행함.

다.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안전계통의 이용불능도

  안전성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안전과 관련하여 평가기간 동안의 운전자료 및 운전변수 

경향분석 결과를 확인 및 검토한다. 검토자는 원전운영자의 경향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필

요할 경우 적절한 기준의 제시와 함께 재평가를 권고할 수 있다.

발전용원자로는 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 확인, 기기의 성능저하 예측, 예방정비 또는 고장 

발생시 원인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발전소 상황의 관리 등을 

위한 운전변수의 취득, 관리가 필요하다. 

라. 안전성능지표에 대한 분석

안전성능지표는 운전실적에 따른 정량화된 값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지표의 경향 및 추이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안전규제를 수행하며, 일반 국민을 위한 안

전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안전성능지표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적절한 안

전성능지표의 선정 여부, 지표의 연도별 추이 및 경향 분석, 이에 따른 조치와 이행 상태

의 적절성, 실적 등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원전운영자의 평가기준을 검토하며 필요할 경

우 적절한 기준의 제시와 함께 재평가를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성능지표의 선정

안전성능지표는 크게 원자로 안전과 방사선 안전의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

로 안전과 관련된 지표는 안전운영, 안전설비 신뢰도 및 안전방벽의 세 범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지표는 소내 방사선 안전과 소외 방사선 안전의 두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운영 범주와 관련해서는 계획되지 않은 원자로 정지 등, 

안전설비 신뢰도 범주와 관련해서는 안전주입계통 등, 안전방벽 범주와 관련해서는 격

납건물 건전성 등에 대한 지표가 있으며, 소내 방사선 안전 범주와 관련해서는 소내 

방사선 선량, 소외 방사선 안전 범주와 관련해서는 소외 방사선 준위에 대한 지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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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소 이용률

       ○ 원자로 비가동률

       ○ 비계획 원자로 정지

       ○ 비계획 출력변동

       ○ 안전설비신뢰도(안전주입계통, 비상발전기계통, 보조급수계통)

       ○ 핵연료 건전성

       ○ 1차 냉각재계통 건전성

       ○ 격납건물 건전성

       ○ 비상대책

       ○ 소내 방사선 선량

       ○ 소외 방사선 준위 

(2) 안전성능지표에 대한 평가

  원전운영자의 평가대상 경수로 원전에 대하여 안전성능지표의 관리체계가 수립되어 있

는지 확인한다. 또한 이에 따른 안전운영, 안전설비 신뢰도, 안전방벽 분야의 성능지표

와 관련한 실적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원전운영자의 안전성능지표에 대한 평가에 연도

별 추이 및 경향 분석, 이에 따른 조치와 이행 상태의 적절성, 실적 등이 적합하게 이

루어졌는지 검토한다. 이때 WANO의 가압경수로형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한 Median 

값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다. 

※ 원전운영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WANO 등의 안전성능지표 산출식을 기초로 안전

성능지표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고 있다.

4. 검토결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제8호 “안전성능에 관

한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이행상태와 안전성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을 포함하여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걸쳐 해당 고유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결

과를 검토 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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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방사선·폐기물평가실

지원부서

8.2 방사선 관리

1. 검토범위

원전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사선의 관리상태를 검토한다. 방사선 관리

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제1호 “원자로시설

의 설계에 관한 사항”, 제2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제8호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9호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

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다. 본 방사선 관리 분야는  설계 특성, 실제 상태, 발전

소 안전성능, ALARA 활동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반영 등에 대해 검토하며 각 항

목별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 방사선 방호 측면의 설계 특성 평가에서는 방사선원, 방사선 방호 설계특성을 포함

하여 설계 문서 개정사항, 기술기준 차이 (설계시 vs. 현행), 안전에 중요한 방사선감시기 

분류 사항을 검토한다.

(2) 안전에 중요하다고 분류되는 방사선 감시기 등의 설치, 운영상태 등 실제 상태를 검토한

다. 

(3) 방사선 안전성능과 관련해서는 오염관리, 방사선피폭관리, 차폐성능, 방사선구역 설정 및 

관리 상태를 검토한다.

(4) 원전운영자의 정책, 설계 및 운영 측면에서 방사선방호계획을 비롯한 ALARA 활동이 적절

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5)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한 원전운영자의 이행사항 및 계획을 검토한다.

2. 검토기준

방사선 관리에 대한 검토는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 방지조치), 원자력안전법 시행

령 제133조(피폭관리)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4조(피폭저감화 조치)을 포함하여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방사선 안전 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

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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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절차

원전운영자의 방사선 관리에 대한 검토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단 해당 원전에 대한 최초 

주기적안전성평가가 아닌 경우에는 이전의 평가결과와 제기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사항을 

추가로 검토한다.

(1) 발전소 방사선 방호 측면에서 설계 특성 평가에서는 방사선원, 방사선 방호 설계특성을 

포함하여 지역 방사선감시기, 계통 및 유출물 방사능감시기, 실험실 방사능 분석장비, 

고정형 및 휴대형 방사선/능 측정장비, 방사선방호 장구류, 기타 방사선방호설비에 대

한 설계문서 개정사항, 기술기준 차이(설계시 vs. 현행) 및 안전에 중요한 목록 분류 등

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2) 안전에 중요하다고 분류되는 방사선 감시기의 설치/유지/보수/개선 내용을 중심으로 실

제 상태가 다음 주기적 안전성 평가 시점까지 설계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다. 또한, 방사선 방호를 위한 발전소 내·외의 지원시설(지역 방사선감시기, 계통 및 

유출물 방사능감시기, 실험실 방사능 분석장비, 고정형 및 휴대형 방사선/능 측정장비, 

방사선방호 장구류, 기타 방사선방호설비)에 대한 실제 상태를 확인하여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기능적 성능의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3) 방사선 안전성능에서는 발전소 운영에 따른 오염관리, 방사선피폭관리, 차폐성능 및 방

사선 관리구역 설정과 관리 상태에 대해 그 적절성을 검토한다.

(4) ALARA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원전운영자의 정책, 설계 및 운영 측면에서 방사선 안

전관리 계획 및 운영,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ALARA 실적 등에 대해 그 적합성

을 검토한다.

(5)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한 원전운영자의 이행사항 및 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다.

4. 검토결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제제1호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관한 사항”, 2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

항”, 제8호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9호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의 활용에 관한 사항”의 방사선 관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이행 또는 반영상태, 안전성 

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을 포함하여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걸쳐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검토 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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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방사선·폐기물평가실

지원부서

8.3 방사성폐기물관리

1. 검토범위

원자로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상태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는 원자력

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제1호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관한 사항”, 제8호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9호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에 대한 검토는 크게 발전소 

현재 상태 평가, 방사선 안전성능, ALARA 활동 그리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반영 등 4

개 세부분야를 구분하여 검토한다. 각 분야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 현재 상태 평가에서는 기체 및 액체 유출물감시기를 포함하여 기체, 액체 및 고체 

폐기물처리계통 등에 대해 검토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2) 방사선 안전성능과 관련하여 기체, 액체 및 고체 방사성폐기물방출량이 해당 기준치 이내

로 관리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3) 삼중수소를 포함한 기체 및 액체 방사성유출물 저감과 고체 방사성폐기물 저감화 활동에 

대한 원자로시설 운영자의 ALARA 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한다.

(4)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한 원자로시설 운영자의 이행사항 및 계획을 검토한다.

2. 검토기준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상태에 대한 검토는 기체 및 액체 유출물감시기를 포함하여 기체, 액체 

및 고체 폐기물처리계통에 대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방사성폐기

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제66조(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4-34호(방사선.01)“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2015-04호(폐기물.07)“중·저준위방

사성폐기물 인도규정” 등을 적용한다.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원자력

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에 따른 본 주기적안전성평가 일반

심사지침 3.7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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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절차

원자로시설 운영자의 방사성폐기물관리에 대한 각 분야의 검토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단, 해당 원자로시설에 대한 최초 주기적안전성평가가 아닌 경우에는 이전의 평가결과와 제

기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사항을 추가로 검토한다.

(1) 발전소 현재 상태 평가에서는 방사성폐기물관리 계통 등의 기능적 성능에 대해 다루며, 특

히 유출물감시기에 대한 유지/보수/개선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기능적 

성능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기체폐기물처리계통과 액체폐기물처리계통에 대해

서는 주요 기능적 성능인자인 제염성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한다.

(2) 방사선 안전성능에서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료를 평가하고,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기체 

및 액체 방사성폐기물의 방출경향을 분석하여 이들 방사성폐기물 방출에 따른 기술기준

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고체 방사성폐기물의 저장확보 능력 및 처분적합성에 부합

되게 관리되고 있는지, 누적된 방사성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를 

최적화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3) ALARA 활동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방사성폐기물 저감화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설

비 및 운영절차 개선 실적을 검토한다. 특히 원전주변 주민피폭선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출물의 발생/방출량 저감을 위한 활동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4) 방사성폐기물관리 분야의 운영경험과 연구결과를 평가하여 필요시 관련 설비, 기술기준, 

절차서 및 교육훈련계획을 적절히 보완·개선하고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관련 내용을 개정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4. 검토결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제1호 “원자로시설의 설

계에 관한 사항”, 제8호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9호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의 방사성폐기물관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이행 또는 

반영상태, 안전성 향상을 위한 향후계획을 포함하여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걸쳐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검토 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자로시설 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

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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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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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원자력운영분석실

지원부서

안전평가실

기계재료평가실

계측전기평가실

계통평가실

구조부지평가실

방사선폐기물평가실

품질평가실

원자력비상대책실

방사능분석센터

9.1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

1. 검토범위

본 검토의 목적은 원전운영자에 의해 타 원자력발전소의 운전경험과, 원전 안전성과 관련된 연

구결과가 적절히 수집, 분석, 관리되도록 체계를 수립하고, 해당 원자로시설의 합리적이고 실

질적인 안전성향상을 위해 적합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검토범위는 원자력

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사항)제1항제9호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음의 평가요소를 대상으로 한다. 

○ 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연구 결과의 반영을 위한 계획 및 체제의 적절성

○ 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연구 결과의 반영 및 조치방안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 결과 및 활용 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른 주기적안전성평가 

인자의 입력으로 사용되므로, 이들 각각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는 해당항목의 개별요소로 검토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원부서 검토자는 각 관련분야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내용이 적절

한지 검토한다.

2. 검토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15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운전경험의 

반영) 에서는 운전경험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고, 분석결과를 설비, 안전성관련 기준, 운영절

차서 및 교육훈련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4-17호 “원

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13조 1항에서는 발전소 운전경험의 체계

적 수집, 분석, 관리와 이의 설비·안전성관련기준·운영절차서 및 교육훈련에 반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토자는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반영을 위한 계획 및 체제, 조치결과의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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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검토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1항1목에서는 상호 연관성 

있는 주기적안전성평가 항목에 대해 복합적인 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 항목은 타 주기적안전성평가 인자의 입력으로 사용되므로 이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각 항목의 평가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주기적안전성평가의 기준)는 또한 국내·외의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

의 활용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항목 평가시 이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야 한다.

3. 검토절차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반영을 위한 계획 및 체계와 이의 활용이 적절히 평가

되었는지를 검토한다. 평가로부터 도출된 안전성 개선항목을 검토하고, 누락이나 부적절한 평

가로 인해 제외된 안전성 개선항목이 없는지 검토한다. 안전성 개선항목을 선정한 이유가 타당

한지와 해결방안 및 후속대책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도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안전성 개선

을 위한 대책을 권고하며, 해당 발전소에 대한 최초의 주기적안전성평가가 아닌 경우에는 이전 

평가결과에서 제기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사항을 추가로 검토한다.

가. 국내·외 운전경험․연구결과의 반영을 위한 계획 및 체계

(1) 원전운영자는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관

리하고 설비·안전성관련기준·운영절차서 및 교육훈련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의 적합성 

검토를 위해 다음 항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의 평가결과 기술여부와 적절성을 

검토한다.

○ 자료의 수집 : 수집 자료는 국내외 원자력 및 비원자력시설에서의 적절한 운전경험

과 해당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된 모든 연구결과를 포함한다.

○ 자료의 분석 : 수집된 운전경험 중 상세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기 위

해 수집된 운전경험 자료를 선별하고 우선순위와 분석의 상세도를 정하여야 한다.  

선별을 통해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선정된 운전경험에 대해서는 원인파

악 및 자체 반영할 시정조치 도출을 위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 자료의 저장 및 관리 : 운전경험 자료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분류 및 검색할 수 있

는 방식으로 저장, 관리 되어야 한다.

○ 시정조치 도출 : 수집된 자료의 안전중요도 또는 잠재적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의 

종류, 조치 시한 등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 경향 분석 : 비정상적인 경향이 확인되면 사건등과 동일하게 경향의 심각도, 잠재적인 

결과등을 고려하여 조사, 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 효과성 평가 :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반영을 위한 계획 및 체계의 효과성이 주기

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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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활용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유효성 평가 및 개선사항의 도출

을 위해 주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이에 대해 평가한 결과의 기술여부와 

적절성을 검토한다.

나. 국내·외 운전경험․연구결과의 반영 및 조치방안

(1) 주기적안전성평가에서는 운전경험의 수집, 분석, 반영된 결과에 대한 요약정보를 기술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평가결과의 기술여부와 적절성을 검토한다.

(2)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주기적안전성평가 인자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이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는 해당항목의 개별요소로 검토되어야 한다. 지원

부서 검토자는 각 관련분야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내용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특히, 활용내용에 국외(US-NRC 등)의 규제행위와 관련된 현안 연구가 반영되고, 해당 

연구의 평가 방법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검토한다. 해당 연구의 발전소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연구 내용이 발행된 연도를 고려해야 한다.  

4. 검토결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제9호“원자력발전소 운

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타 원자력발전소의 운전경험과 원전 

안전성과 관련된 연구결과가 적절히 수집, 분석, 관리되고, 또한 해당 원자로시설의 합리적

이고 실질적인 안전성향상을 위해 적합하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검토 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한다.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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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AEA Safety Standards No. SSR-2/2,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 Commissioning and 

Operati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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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운영 및 보수 등의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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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품질평가실

지원부서 원자력운영분석실

10.1 절차서

1. 검토범위

원전의 운전, 보수, 점검, 시험, 변경 및 비상대응을 위한 절차서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

어 있는가를 검토한다. 주요 검토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

내용)제1항제9호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제10호 

“운영 및 보수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음의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1) 안전관련 절차서 수립 및 개정 체계

(2) 절차서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보완 계획

(3) 인적 요소의 원리를 고려한 절차서의 명확성

(4) 원자로 시설의 설계, 운전 경험, 안전성 분석의 가정 및 결과와 절차서의 부합성

(5) 필수 안전기능을 복구하기 위한 징후에 근거한 비상운전 절차

2. 검토기준

본 주기적안전성평가 일반심사지침의 3.7 “운영 및 보수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에서 제

시된 평가범위 및 방법을 참조한다. 단, 해당 원전에 대한 최초 주기적안전성평가가 아닌 경

우에는 이전의 평가결과와 제기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사항을 검토한다. 운전경험 및 연구결

과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주기적안전성평가 일반심사

지침 3.6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참조한다.

3. 검토절차

원전운영자의 절차서 관리체계 및 관리상태와 보완계획이 적절히 검토되었는지에 대해 평가

하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단, 해당 원전에 대한 최초 주기적안전성평가가 아닌 경우에는 

이전의 평가결과와 제기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사항을 검토한다.

(1) 안전관련 절차서의 범위가 적절히 명시되어 제시되었는지 검토한다.

(2) 안전관련 절차서의 수립 및 개정체계에 대해 품질보증계획의 관련요건과의 부합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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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되었는지 검토한다.(품질보증계획 관련 요건은 “품질보증계획”, “지시서, 절차

서, 도면”, “서류관리”, “시정조치”, “품질보증기록” 등이며 이에 국한하지 않는

다)

(3) 안전관련 절차서의 개발, 개정을 위한 주기적 검토 및 보완계획의 적절한 수립 및 이행 

여부가 기술되었는지 검토한다.

(4) 안전관련 절차서의 개발과 개정을 포함한 주기적 검토 및 보완계획에 원자로 시설의 

설계, 운전 경험, 안전성 분석의 가정 및 결과와 절차서의 부합성에 대한 사항이 적절

히 기술되었는지 검토한다.

(5) 안전관련 절차서의 주기적 검토 및 보완계획에 인적요소의 원리를 고려한 절차서의 명

확성에 대한 검토요소가 기술되었는지 검토한다.

(6) 필수 안전기능을 복구하기 위한 징후에 근거한 비상운전 절차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 비상운전절차가 일반기술배경 및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에 관

한 검토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기술 여부 및 이의 적절성

- 초기 비상운전절차가 개발된 후, 원자로설계자(이에는 원 설계자가 포함된다)가 최신 

운전경험 및 기술배경을 반영하여 추가로 개발한 기술적 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었는

지에 대한 검토 여부 및 이의 적절성

- 비상운전절차의 개발, 개정(이에는 확인 및 검증이 포함된다), 배포 등 이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검토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기술 여부 및 이의 적절성

- 초기 비상운전절차가 개발된 후, 국내외 원전 운전경험이 적절히 검토되어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수립되어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내용 기술 여부 및 이의 적절성

- 비상운전절차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의 적절한 검토내용이 기술되었는지 여부 및 

이의 적절성

(7) 상기 (1)~(6)에 관한 사항 중 운영기술지침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운영기술지

침서에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수립되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에 대

한 검토여부 및 이의 적절성

4. 검토결과

운영 및 보수 등의 절차서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제9호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제10

호 “운영 및 보수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에 따라 현재까지의 이행 또는 반영상태, 안

전성 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을 포함하여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걸쳐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검토 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 266 -

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원자력운영분석실

지원부서 안전평가실

10.2 비상운전절차서

1. 검토범위

원전의 비상대응을 위한 절차서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가를 검토한다. 주요 

검토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제9호 “원자력

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과 제10호 “운영 및 보수 등의 절차서

에 관한 사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음의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

○ 징후에 근거하여 사건별 최적복구 및 필수 안전기능을 복구하기 위한 기능회복 절차가 

포함된 비상운전 절차

2. 검토기준

본 주기적안전성평가 일반심사지침의 3.7 “운영 및 보수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에서 제시

된 평가범위 및 방법을 참조한다. 단, 해당 원전에 대한 최초 주기적안전성평가가 아닌 경우에

는 이전의 평가결과와 제기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사항을 검토한다.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

용과 관련해서는 본 주기적안전성평가 일반심사지침 3.6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

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참조한다.

3. 검토절차

원전운영자의 비상운전절차서 관리체계 및 관리상태와 보완계획이 적절히 검토되었는지에 대

해 평가하며, 본 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10.1 “절차서“에서 제시된 검토절차를 포함

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단, 해당 원전에 대한 최초 주기적안전성평가가 아닌 경우에는 이

전의 평가결과와 제기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사항을 검토한다.

(1) 비상운전절차가 일반기술배경 및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검토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기술 여부 및 이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2) 초기 비상운전절차가 개발된 후, 원자로설계자(이에는 원 설계자가 포함된다)가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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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험 및 기술배경을 반영하여 추가로 개발한 기술적 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여부 및 이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3) 비상운전절차의 개발, 개정(이에는 확인 및 검증이 포함된다), 배포 등 이의 관리에 관

한 사항에 대한 검토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기술 여부 및 이의 적절성을 검토

한다.

(4) 초기 비상운전절차가 개발된 후, 국내외 원전 운전경험이 적절히 검토되어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수립되어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내용 기술 여부 및 이의 적절성을 검토

한다.

(5) 비상운전절차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의 적절한 검토내용이 기술되었는지 여부 및 이

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4. 검토결과

비상운전절차서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

항제9호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제10호 “운영 및 보

수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에 따라 현재까지의 이행 또는 반영상태, 안전성 향상을 위한 향

후 계획을 포함하여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걸쳐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종합

적인 검토결과를 검토 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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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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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품질평가실

계측전기평가실

지원부서 안전정책팀

11.1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

1. 검토범위

 검토범위

운영 조직, 관리체계, 그리고 조직의 안전문화가 원전의 안전 운전을 보증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지를 검토한다. 주요 검토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

부내용) 제1항9호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11호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음의 항목을 대상

으로 한다.

(1) 안전목표 및 안전 우선원칙 이행을 포함한 안전체제

(2) 문서화된 개인과 단체의 역할 및 책임

(3) 원자로 시설의 운영의 유기적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4) 외부 인력 및 전문가활용을 위한 체제

(5) 직원의 교육훈련 시설 및 계획

(6) 독립된 평가자가 포함된 정규 품질보증감사와 품질보증계획

(7) 안전문화에 대한 진단, 분석, 주기적인 평가 및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이행체계

2. 검토기준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은 본 주기적안전성평가 일반심사지침의 3.8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에서 제시된 평가범위 및 방법을 참조한다. 단, 해당 원

전에 대한 최초 주기적안전성평가가 아닌 경우에는 이전의 평가 결과와 제기된 취약점에 대

한 조치사항을 검토한다.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주기적안전성평가 일반심사지침 3.6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참조한다. 조직행정 분야의 세부 적절성은 ANSI/ANS-3.1을 비롯하여 

해외의 연구경험들을 참조하여 검토한다. 안전문화와 관리체계 분야의 세부 적절성은 IAEA 

GS-G-3.1, GS-G-3.5, US NRC NUREG-2165을 비롯하여 해외의 연구 경험들을 참조하여 검토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상호연관성이 있는 사항들에 대한 복합적 평가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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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 일반심사지침 3.5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3.7. “운영 및 보수 등

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그리고 3.9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의 세부 항목들에 대해 안전

문화와의 영향관계를 도출하고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와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문화 증

진 전략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3. 검토절차

원전운영자의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대해 평가하며 검토범위의 각 항목에 대해 다음

의 절차에 따라 그 적절성을 검토한다.

가. 안전목표 및 안전 우선원칙 이행을 포함한 안전체제

○ 발전소에 설치, 운영되는 안전위원회 및 회의의 운영, 안전관련 의사결정 방법(위원회 구

성 및 운영실태) 등을 포함한 안전목표 설정 메커니즘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 발전소 차원의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안전관련 조치의 이행 등 안전정책의 수립이 적절

하며,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 관리층, 직원을 포함한 조직 구성원이 적절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자유롭게 안전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규제요건 인지도 및 자료 공유, 규제요건에 대한 태도, 규제요건의 위반 시 그 조치 및 

이행 등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의 변화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나. 문서화된 개인과 단체의 역할 및 책임

○ 담당업무에 대한 권한, 책임 및 역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보유 정도를 포함한 개

인별 역할 및 책임에 관한 문서화 정도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 부서별 역할과 책임의 공식화 정도, 부서별 업무배분의 명확성 등 부서별 역할 및 책임

에 관한 문서화 정도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다. 원자로 시설의 운영의 유기적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 조직편제의 합리성, 부서간 업무협조체계의 적절성, 업무수행시 의사결정, 협조의 합리

성, 안전관련 의사결정구조의 적절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부서내 의사소통 체계, 타 부서 및 관련기관과의 의사소통 체계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라. 외부 인력 및 전문가활용을 위한 체제

○ 분야별 외부인력 Pool 구축 및 갱신, 외부인력의 활용 평가 및 관리 등 외부 인력의 활용 

체제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 적절한 외부인력의 자격요건 및 적격성 심사, 원전업무 및 안전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는지 검토한다.

마. 직원의 교육훈련 시설 및 계획

○ 분야별.과정별 교육훈련 제도 및 계획, 교육훈련 시설 및 기반 확보, 안전관련 외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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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여 등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 교육훈련 과정별 상호관계, 운전경험 및 신기술 전파교육, 교육훈련 내용 평가 등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바. 독립된 평가자가 포함된 정규 품질보증감사와 품질보증계획

○ 계획의 수립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전담조직의 독립성에 대한 규정 및 지침, 시행의 적

절성, 관리자와 감독자의 QA활동에 대한 참여 등 품질보증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적절

성에 대해 검토한다.

○ 절차에 따른 감사활동, 감사주기의 적절성, 지침이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의 기록관리 

등 QA감사의 내용 및 기록관리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 감사 지적사항의 후속조치 결과와 기록관리 등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적절

성을 검토한다.

사. 안전문화에 대한 진단, 분석, 주기적인 평가 및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이행체계

○ 해당 조직이 설정하여 이행하고 있는 안전문화 모델이 국제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설정

되어 있는지 검토한 결과와 종사자들이 이해 및 공유하고 있는 정도에 대한 검토결과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내용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 안전문화 저하 경향에 대한 진단(monitoring) 및 이행체계에 대한 검토결과가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 안전문화 모델에 따른 진단 대상의 선정의 적절성

- 진단 내용, 방법(측정, 주기, 관리 등), 후속조치의 적절성

- 진단결과의 공개 및 그 의미에 대한 종사자 공유의 적절성

- 지난 운영 기간(예: 과거 5년)의 진단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의 적절성

○ 안전문화 관점의 원인분석과 경향분석 및 이행체계에 대한 검토결과가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 원인분석의 대상과 방법에서 안전문화를 고려하는 적절성

- 안전문화 진단 및 원인분석 결과에 대한 경향을 관리하는 적절성

- 타 발전소 및 외국 사례에서 안전문화 사례 수집‧분석‧공유 적절성

- 지난 운영 기간(예: 과거 5년)의 분석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의 적절성

- 평가 기간에 발생한 보고대상 사건 중 등급평가위원회에서 안전문화 결여로 인해 등

급이 상향된 사건에 대한 검토결과와 이를 반영한 개선사항 및 후속조치의 적절성

○ 안전문화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이행체계에 대한 검토결과가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

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 평가의 대상(직원, 관리자, 경영진, 협력업체 등), 방법(서류검토, 면담, 관찰, 설문, 포

커스그룹인터뷰, 시뮬레이션 등), 주체(자체, 독립, 제3자 등; 전문성 및 경험), 결과도

출이 국제기준에 부합성

- 평가 내용의 적절성

- 지난 운영 기간(예: 과거 10년)의 평가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의 적절성

  ․ 평가에 따라 도출된 그룹별(부서, 직급, 연령 등) 안전문화 특성

  ․ 안전문화 특성과 발전소 안전성능에 대한 분석을 통한 개선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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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을 위한 조치(조직 변화를 위한 전략 및 단계적 방안 등)의 적절성 및 조치의 

효과에 대한 검토

○ 안전문화의 증진 및 이행체계에 대한 검토결과가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적절한지 검

토한다.

-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예산 등 계획의 적절성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안전문화 교육훈련의 적절성

- 직원, 관리자, 경영진, 협력업체별 안전문화 교육훈련의 적절성

- 과거 진단·분석·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의 안전문화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과정 및 계획의 적절성. 안전문화 증진 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계획에 포함하였는지 검토하고 적절성을 확인한다.

  ․ 경영진은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행동과 의사결정을 솔선수범하고 안전문화 촉진

을 위한 관찰, 코칭 및 감독 역할을 수행

  ․ 모든 종사자들(협력업체 포함)은 의문을 갖는 태도와 보수적 의사결정을 유지 

  ․ 모든 종사자들은 안전행동을 장려하고 불안전 상황을 즉시 보고하며, 불안전 행위는 지

속적으로 시정

  ․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고, 고장, 오류와 관련되는 종사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상

벌

  ․ 자유롭게 안전문제를 제기하고 수용 및 조치하는 조직 분위기의 유지

  ․ 지속적인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문화의 유지 

  ․ 내외부 감사 및 평가, 국제기구의 평가 결과, 조직 및 경영과 관련된 경험 및 실패

사례에 대한 연관성과 적용성을 검토하고 반영

  ․ 안전하지 않은 활동 및 상태가 조직 내·외부 직원에 의해 확인되고, 공통원인에 기

인하는지 분석되어 취약점을 도출하고 개선하는 활동

  ․ 장기적인 조직변화의 방향 및 변화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4. 검토결과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9호 “원자력

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제11호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

화에 관한 사항”에 따라 현재까지의 이행 또는 반영상태, 안전성 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을 

포함하여 향후 10년의 기간 동안 안전 운전을 보증하기에 적절한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

토결과를 검토 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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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계측전기평가실

지원부서

12.1 인적요소

1. 검토범위

원전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인적요소의 관리상태를 검토한다. 주요 검토

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제9호 “원자력발전

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제10호 다목 “인적요소의 원리를 고려

한 절차서의 명확성”을 포함하여 제12호 “인적 요소에 관한 사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본 검토에서는 작업・직무・자격관리・정보・교육훈련・연계체

계 등을 개선함으로써 작업이나 직무를 최적화하기 위한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다.

(1) 교대근무 및 초과근무 제한을 포함한 직원관리수준

(2) 자격이 있는 직원이 상시 임무를 수행하는 지의 여부

(3) 모의제어반 사용을 포함한 초기・재교육 및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계획

(4) 인적 정보요건과 업무량에 대한 분석

(5) 인간-시스템 연계체제 분석

2. 검토기준

인적요소에 대한 평가는 인간공학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최신 기술기준이나 지침들과 부합

되는지 검토한다. 단, 해당 원전에 대한 최초 주기적안전성평가가 아닌 경우에는 이전의 평

가결과와 제기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본 주기적안전성평가 일반

심사지침 3.6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참조한다.

3. 검토절차

원전운영자의 인적요소에 대한 검토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단, 해당 원전에 대한 최초 

주기적안전성평가가 아닌 경우에는 제기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사항을 추가로 검토한다.

(1) 다음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혹은 지침)가 수립되었으며 그 절차가 최신 관련요건과의 

부합여부가 기술되었는지 검토한다. (검토시 적용한 최신 관련요건이 언급되었음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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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교대근무 및 초과근무 관리 절차

   - 직원의 자격관리 절차

   - 모의제어반 사용을 포함한 운전 및 정비 인력의 초기・재교육 및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

관리 절차

   - 운전인력의 인적 정보요건과 업무량에 대한 분석관리 절차

   - 운전 및 정비작업의 인적요소 관리, 인간-시스템연계체제의 형상관리 및 분석 절차

(2) 다음 사항에 대한 절차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검토한 내용이 기술되었는지 확인한다.

   - 교대근무 및 초과근무 관리

   - 직원의 자격관리

   - 모의제어반 사용을 포함한 초기․재교육 및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관리

   - 운전인력의 인적 정보요건과 업무량에 대한 분석관리

   - 인간-시스템 연계체계 분석 및 형상관리

   - 운전 및 정비작업의 인적요소 관리, 인간-시스템연계체제의 형상관리 및 분석

(3) 상기 “1. 검토범위” 중 (2)의 “직원 자격관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적절히 기술되었

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가) 자격관리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명시 여부

(나) 자격관리 대상 해당 업무에 대해 자격이 있는 직원의 상시 임무수행을 보증

(다) 자격관리 대상 해당 업무에 대해 자격이 있는 직원의 상시 임무수행 결과 기록이 적절

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

(4) 상기 “1. 검토범위” 중 (3)의 “운전 및 정비 인력의 훈련계획”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적절히 기술되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가) 모의제어반 사용을 포함한 초기․재교육 및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계획 수립시 특히 다

음의 필요사항이 적절히 고려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 이미 시행된 교육의 평가에 근거하여 차기 교육훈련 필요사항을 적절히 선정하고 

있음을 보증

- 최신 국내외 원전 운전경험사항

- 발전소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정상, 비정상, 비상절차를 포함한 운전관련 절차서 변경사항

-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운영기술지침서의 변경을 포함한 운전관련 사항

(나) 모의제어반 사용을 포함한 초기・재교육 및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계획 이행에 대해 

다음의 사항이 적절히 기술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 모의제어반 훈련시 관련 유자격자에 의한 훈련이 시행되고 있음을 보증

- 훈련결과에 따라 절차서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 도출되고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보증

- 훈련결과의 기록 및 이의 평가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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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기 “1. 검토범위” 중 (4)와 (5) 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가) 설계변경에 따른 인간-시스템연계 설비의 변화가 체계적으로 형상관리가 이행되고 있

는지 검토한다.

(나)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고, 그 결과가 적절하게 도출되었음을 검토한

다. 특히, 인적 정보요건과 업무량에 대한 분석 및 인간-시스템연계체제 분석은 분석

대상 선정의 적절성, 분석에 적용된 평가척도 및 방법의 적절성, 이에 따른 안전성평

가 결과와의 연관성 등을 주안점으로 검토한다.

(다) 운전운영자가 원전의 사고 및 사고근접 사례에서 도출된 교훈에 따라 운전 및 정비작

업에서 고려해야 할 인적요소에 대해 인적오류 최소화를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을 통해 도출된 안전성 개선사항들에 대해 중요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이행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검토한다.

4. 검토결과

인적요소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제

9호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제10호 다목 “인적요

소의 원리를 고려한 절차서의 명확성”을 포함하여 및 제12호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에 

따라 현재까지의 이행 또는 반영상태, 안전성 향상을 위한 향후계획을 포함하여 향후 10년

의 가동기간에 걸쳐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검토 보고

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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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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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원자력비상대책실

지원부서

13.1 비상계획

1. 검토범위

원전 비상사태의 대응에 적합한 계획과 인원, 설비 및 기기의 구비 상태, 원전운영자의 비

상체제가 지방/중앙 정부기구와 유기적 협조관계의 유지여부 및 정기적인 훈련이 이루어지

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주요 검토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

부내용)제1항제6호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제10호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음의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1) 비상시를 위한 전략・조직 및 계획서・절차서

(2) 비상시를 위한 발전소내 기기와 설비

(3) 발전소내・외 비상대응설비 및 통신시설의 적합성

(4) 관련 조직을 포함한 비상훈련, 경험반영 및 상호 공조체계

(5) 비상계획 및 절차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계획

(6) 주민소개시 예상 소요시간

2. 검토기준

본 주기적안전성평가 일반지침의 3.10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에서 제시된 평가범위 및 

방법을 참조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4-82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과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단, 해당 원전에 대한 최초 주기적안전성평가가 아닌 경우

에는 이전의 평가결과와 제기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사항을 검토한다.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본 주기적안전성평가 일

반지침 3.6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참조한다. 

3. 검토절차

원전운영자의 비상계획에 대해 평가하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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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성물질의 방출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 및 전략이 관련 요건에 따라 적절히 수립되

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 적절히 구성되고, 관련된 계획서와 절차서가 적절히 작

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결과가 주기적안전성평가에 포함되어있고 그 내용이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2) 방사선비상계획서가 현재의 안전성분석과 사고완화 연구 및 관행을 반영하여 유지보완되

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결과가 주기적안전성평가에 포함되어있고 그 내용이 적절한지 검토

한다. 

(3) 방사선 비상계획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기와 설비가 적절히 설치되어 유지되는지에 

대한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되는지에 대한 검토결과가 주기적안전성평가에 포함되어있고 

그 내용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4) 방사선비상계획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발전소내・외 비상대응설비 및 통신시설이 명시

되었으며, 이러한 시설의 기능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는 절차(혹은 체계)의 수립 및 이행에 

대한 검토결과가 주기적안전성평가에 포함되어있고 그 내용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5) 방사선비상계획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상훈련에 관한 체계의 수립 및 이행에 대한 검

토결과가 주기적안전성평가에 포함되어있고 그 내용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이에는 방사선 

비상훈련에 관한 관련 조직, 방사선 비상훈련 결과의 반영을 포함한 경험반영과 지자체를 

포함한 상호 공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6) 방사선비상계획서에 기술된 방사선 비상시 주민소개에 대한 검토결과가 주기적안전성평가

에 포함되어있고 그 내용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이에는 최근의 인구분포, 도로 및 대피소 

현황 등 지리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검토결과

비상계획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제

9호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제13호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에 따라 현재까지의 이행 또는 반영상태, 안전성 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을 포함

하여 향후 10년의 가동기간에 걸쳐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결

과를 검토 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전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라 검토

한다.

6. 참고문헌

1. NUREG-0654/FEMA-REP-1, Revision 1 "Criteria for Preparation and Evaluation  of Radiological 

Emergency Response Plans and Preparedness in Support of Nuclear Power Plants."

2. NUREG-0696 “Functional Criteria for Emergency Respons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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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방사선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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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세부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주관부서 방사능분석센터

지원부서 방사선·폐기물평가실

14.1 방사선환경영향

1. 검토범위

원자로시설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이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주기적안전성평가의 방

사선환경영향과 관련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제1항제9호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14

호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음의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1) 방사능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유출경로에 대한 방출제한치 및 방출 기록 

(2) 발전소 내로부터 계획되지 아니한 유출물 방출에 대한 경보장치 

(3) 원자로시설의 주변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4)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방사선 환경감시 

(5) 환경감시자료의 발간 및 배포 

2. 검토기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는 “1. 검토분야”에서 제시된 항목에 대해 원자력안전위

원회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원자력안전위

원회 고시 제2014-12호(원자로.07)“원자력 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및 제2014-34호(방사선.01)“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적

용한다.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가압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주기적안정성평가 심사보고서 I. 주기적안전성평가 일반심사지

침 3.7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참조한다. 

3. 검토절차

원자로시설의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단, 해당 원자로시설에 

대한 최초 주기적안전성평가가 아닌 경우에는 이전의 평가결과와 제기된 취약점에 대한 조

치사항을 추가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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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출경로에 대한 방출제한치 및 방출기록

방사능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유출경로에 대한 방출 제한치 및 방출기록과 관련하

여 유출경로별 배출관리 기준의 설정, 핵종별 배출량 및 제한구역경계에서의 배출관리 

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그 적절성을 검토한다.

나. 유출물 방출에 대한 경보장치

발전소내로부터 계획되지 아니한 유출물의 소외 지역으로의 방출 방지와 관련하여 소외

방출 가능한 유출경로, 계획되지 아니한 방사성물질의 소외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경보

장치의 유지, 관리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다. 주변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한 주변 주민의 방사선 위해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척도인 주

민 피폭방사선량과 관련하여 주민선량 평가방법 및 입력자료의 적절성, 제한치 만족여

부, 향후 주민선량 예측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라. 발전소외 지역에 대한 방사선 환경감시

환경방사선/능 조사계획, 측정/분석장비의 유지·관리, 분석기술의 품질관리 이행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검

토하고 그 결과에 따른 환경감시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마. 환경감시 자료의 발간 및 배포

연도별 환경방사선 조사보고서 등 원자로 시설 주변 방사선환경관련 자료의 발간 및 배

포현황을 확인하여 그 적절성을 검토한다.

4. 검토결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1항제9호 “원자력발전소 운

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제14호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이행 또는 반영상태, 안전성 향상을 위한 향후계획을 포함하여 검토 

보고서에 기술한다.

5. 이행

원자로시설 운영자가 허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

라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