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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건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확인 검사는 시설 안전성 검사(시설검사)
와 성능 안전성 검사(성능검사)로 구분되며, 이들을 통칭하여 원자력발전소 사

용전검사라 정의한다. 원자력안전법 제16조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는 발

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이하 사용

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 27조 및 29조에서 사용전

검사의 합격기준 및 검사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11조(권한의 위탁) 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 원자

력 발전소에 대해 사용전검사를 수행하며, 시설 및 설치 분야 사용전검사의 효

율적 수행을 위해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사용전검사 요령서/지침서 시설

(KINS-G-010)”을 1993년에 발간하였다. 이후 2001년에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시설검사 지침서(KINS/GI-N03, 개정 1판)”을 발간하였고, 이후 사용전검사 프

로그램 개발연구 결과, 고시 및 기술기준의 개정사항, 규제환경의 변화 및 규제

경험 등을 반영하여 2011년, 2013년, 2017년에 각각 개정2판, 개정3판 및 개정4
판을 발간하였다.

이번 개정 작업은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호기 등 APR1400 노형의 국내 

신규 건설원전에 대한 사용전검사 경험을 반영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

안위) 고시 제2016-06호(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추가된 중대사고 관련 시설에 대한 검사항목을 지침서에 반영하기 위해 수행되

었다.

사용전(성능)검사 지침서는 규제 검사원의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설치 적

합성 확인을 위한 참고 문서이면서 동시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검사 

규제입장을 피규제자에게 예시하기 위한 문서이다.

본 검사지침서는 일반사항, 상온기능검사, 고온기능검사, 핵연료 장전 및 시

운전검사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 일반사항에는 검사원이 지켜야 할 일

반적인 수칙과 검사보고서 작성 요령 등을 기술하였다. 2장에는 사용전검사 고

시(원자로.027) 별표2(상온기능 검사의 시기)에 제시된 검사 항목에 대한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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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고, 3장에는 동 고시 별표3(수압시험 및 고온기능검사의 시기)에 제시

된 검사항목의 지침을, 4장에는 동 고시 별표4(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검사의 시

기)에 제시된 검사항목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2, 3, 4장에는 각 검사항목 별로 검사개요, 검사 대상, 주요 기능, 안전설계 

사항, 검사 중점사항, 검사 유의사항, 판정 기준, 첨부 자료 및 참고 문헌 등을 

기술하였다.

◦ 검사 개요

검사개요에는 검사 대상시설의 설계목적, 계통 구성 및 검사요건 등을 기술

하였으며, 검사대상시설과 타계통과의 연계성을 기술하였다.

◦ 검사 대상

검사대상에는 성능검사 기간 중 운전 상태 또는 설계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의 명칭을 제시하였다.

◦ 주요 기능

주요 기능에는 발전소 정상운전 또는 사고 조건하에서 요구되는 검사 대상 

시설의 기능 또는 운전 내용을 기술하였다.

◦ 안전 설계사항

안전설계사항에는 검사 대상 주요설비 및 시설의 설계요건, 규제요건 또는 

기술기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였으며, 필요시 상세수치 및 운전 

절차서의 요구내용을 기술하였다.

◦ 세부 검사 내용

세부 검사내용에는 검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내용을 기술하

였으며, 주로 안전설계사항으로 요구하는 내용과 계통 운전 또는 보수과정에

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확인 사항을 기술하였다.

◦ 검사 중점 사항

검사중점사항에는 검사 과정별 또는 검사 대상시설별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기술하였으며, 과거 검사기간 중 문제시 되었던 내용 또는 현장 

운전 및 보수 측면에서 예상되는 취약점 등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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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유의사항

검사 유의사항에는 검사 과정별 또는 검사 대상시설별로 중점적으로 확인되

어져야 할 사항 중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사항을 기술하였다. 이외에도 과거 

검사 현안 등을 기술하였다.

◦ 판정 기준

판정기준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판정기준

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술기준 및 지침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의 규제입장을 기술하였다.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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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기타 검사에 필요한 현장 점검 절차서 및 관련 도면

을 기술하였다.

◦ 검사점검표

검사점검표는 검사원들이 현장 검사시 점검하여야 할 사항들을 검사대상, 점

검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사용전(성능) 검사지침서는 원자력발전소 규제 검사

원에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실제 적용 시 검사자의 판단에 따라 

일부 내용만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지침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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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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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의해서 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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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원자로 내부 구조물 종합진동평가 시험(II)

3.2 원자로 냉각계통 시설

3.2.1 배관계통의 정상 및 과도상태 진동 시험

3.2.2 배관 및 계통의 열팽창 시험

3.2.3 일차 압력방출계통 시험

3.2.4 원자로냉각재 펌프 밀봉 및 냉각기능 시험

3.2.5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률 측정 시험

3.2.6 원자로냉각재 기체 배기계통 시험(II)

3.3 계측 및 제어계통 시설

3.3.1 계측기기 상관성 시험

3.3.2 제어봉 구동장치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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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공학적 안전설비 종합시험

3.3.4 부적절한 노심냉각 감시계통 시험(II)

3.3.5 원격정지 제어반 시험  

3.4 핵연료 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 시설

3.4.1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시험(II)

3.5 방사성 폐기물의 폐기 시설 (항목 없음)

3.6 방사선 관리 시설 (항목 없음)

3.7 원자로 격납 시설 (항목 없음)

3.8 원자로 안전계통 시설

3.8.1 안전주입계통 시험

3.8.2 잔열제거계통 시험(II)

3.9 전력계통시설 (항목 없음)

3.10 동력변환계통 시설

3.10.1 주증기계통 시험(II)

3.10.2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시험(II)

3.10.3 주급수 및 복수계통 시험(II)

3.10.4 보조급수계통 시험(II)

3.10.5 터빈 및 터빈보조계통 시험(II)

3.10.6 발전기 보조계통 시험(II)

3.11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3.11.1 용수계통

3.11.1.1 1차기기냉각수계통 시험(II)

3.11.1.2 1차기기냉각해수계통 시험(II)

3.11.1.3 냉방수계통 시험(II)

3.11.2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시설 (항목 없음)

3.11.3 보조계통시설

3.11.3.1 시료채취계통 시험(II)

3.11.3.2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II)

3.11.3.3 압축공기계통 시험(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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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연료장전 및 시운전검사

4.1 초기핵연료장전 

4.2 초기 임계 시험

4.3 노심 성능평가 시험

4.4 축방향 제논진동 시험

4.5 감속재 온도 반응도계수 측정 시험

4.6 제어봉 반응도 측정 시험

4.7 붕소 반응도가 측정 시험

4.8 초기 임계붕소농도 측정 시험 

4.9 반응도계수 평가 및 출력결손 측정 시험

4.10 원자로냉각재 유량시험

4.11 발전소 부하변동 시험

4.12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 종합시험

4.13 금속파편 감시계통 종합시험

4.14 음향누설 감시계통 종합시험

4.15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 종합시험

4.16 가압기 성능시험

4.17 자연순환 시험

4.18 핵연료장전후 제어봉구동장치 성능시험 

4.19 출력상승시험 계측기 상관성시험

4.20 제어봉 낙하 및 이탈시 노심 성능 시험

4.21 노심보호연산기 종합시험

4.22 수질분석 시험 

4.23 방사선 차폐 성능 시험

4.24 터빈 트립 시험

4.25 출력별 부하 급감발 시험

4.26 주제어실 밖에서 발전소 정지시험

4.27 소외전원 상실 시험

4.28 출력별 발전소 순환부하변동 시험

4.29 출력 상승시 제어계통 시험



4.30 출력 상승시 대기방출 및 증기우회밸브 용량 시험

4.31 출력 상승시 주급수 제어밸브 전환시험

4.32 주터빈 보호기능 시험

4.33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시험 (누설률 측정시험)



1. 사용전(성능)검사 일반사항



지 침 번 호 KINS/GI-N03

분 류 번 호 1.0

개 정 번 호 4

발 행 일 자 2017.12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분류번호 : 1.0

제 목 : 사용전검사 일반사항

제․개정 

번   호

작   성 확   인 부  분   개  정

성 명 일 자 성 명 일 자 쪽 작성자 확인자 일자

0

1 윤원영 ‘02.4 박동극 ‘02.5

2 장동주 ‘10.7 양채용 ‘10.7

3

4 박건용 ‘17.12 정래영 ‘17.12
이종민 이정재 `18.10

조직명, 고시기입방식 등 수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1장 사용전검사 일반사항

주관부서 : 심사총괄 담당부서

지원부서 : 전부서

I. 목  적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치자는 원자력안전법 제16조(검사)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용전검사) 및 제29조(사용전검사의 시기 등)의 규정에 따라 각 

공정별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대상 및 시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6-6호(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와 같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권한의 위탁) 제1항제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사용전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지침서는 시설 및 설치 분야 사용전검사에 대한 규제행위의 예측가능성,

일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안전

기술원이 수행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지침서 제정 등의 규제활동 표준화를 통해 원전 

건설 및 운영자에 대한 고품질의 규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외적으로는 안전규

제의 신뢰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관련 법령 및 근거기준

1. 원자력안전법 제16조(검사)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7조(사용 전 검사) 및 제29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내지 제49조의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6-06호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

에 관한 규정”

6.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기준 및 규제지침

Ⅲ. 적용범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전(성능) 검사

IV. 사용전검사 수행

1. 사용전검사 수행

사용전검사는 안전기술원 원규 16-01-11(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용전 검사업무

처리 세부규정) 및 지침서(원전검사-안규-02,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용전

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계획의 수립, 검사전 회의, 사용전검사의 수행 및 검사

결과 제출 등의 사용전검사와 관련된 활동들이 이행되어야 한다.

2. 검사원 일반수칙

검사원은 안전기술원 원규 13-02(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직원행동강령)의 규

정준수, 품위유지, 합리적 사고, 전문성 확보, 정보의 부당이용 및 유출금지 등

의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규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기술원 고객헌

장 이행을 통하여 유관기관 관계자에 대한 공정하고 명확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검사원은 현장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

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5-07호 (원자로.10)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



항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 지적서(또는 검사 권고서)를 발부할 수 있

다.

3. 검사기록의 관리 및 유지

사용전검사 보고서는 안전기술원 원규 16-01-11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또

한 검사 중 생산된 규제기록 및 자료는 안전기술원 원규 15-02(문서관리규정)의 

규제문서에 따라 작성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상온기능검사



지 침 번 호 KINS/GI-N03

분 류 번 호 2.1.1

개 정 번 호 4

발 행 일 자 2017.12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분류번호 : 2.1.1

제 목 :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 시험

주관부서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제․개정 

번   호

작   성 확   인 부  분   개  정

성 명 일 자 성 명 일 자 쪽 작성자 확인자 일자

0

1 어근선 ‘02.4 이석호 ‘02.5

2 정훈영 ‘10.7 우승웅 ‘10.7

3
이공희

김관영
‘13.4 우승웅 ‘13.4

4 김관영 ‘17.12 양채용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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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절 원자로 본체

제2.1.1절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 시험

주관부서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계측전기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COLSS, Core Operating Limit Supervisory System)은 CE

형 원전(OPR1000, APR1400 등)에 있는 디지털 설비로서, 각종 노심출력분포 관련 운

전변수들을 실시간으로 측정·감시하며 그 알고리즘은 발전소 감시계통에 설치되어 운

영된다. 즉 COLSS는 운전원이 노심 상태를 운영기술지침서 운전제한조건의 범위 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심출력제한치 여유도, 사분출력경사비(Azimuthal Power Tilt), 축

방향 출력편차(Axial Shape Index) 등 주요 측정값의 지시와 경보를 제공한다.

본 시험은 COLSS 알고리즘이 발전소 감시계통 내에 적절히 설치되고 요구되는 계

산기능을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며, 이를 위해 각종 S/W 및 상수가 적절히 입력/

설치되고 수행됨을 확인한다. 이는 40여 가지의 시험 사례(Test Case)들에 대한 모의 전

산신호를 생성, 입력하여 발전소감시계통(CPU 1과 2에서 각각 수행함)에 설치된 COLSS

수행 결과와 Off-line COLSS 프로그램과의 계산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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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COLSS)은 발전소 감시계통에 수집된 고정형 노내핵계측기 

신호, 원자로냉각재계통 열수력 변수 측정신호 등을 이용하여 정상운전 중 노심출력 

운전제한치, 사분출력경사비, 상·하부출력 편차 등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이를 운전원

들에게 제시하고 필요 시 경보를 발생하여 운전원들이 원자로 노심의 운전제한조건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노심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COLSS는 공정변수들의 계측과 아래와 같은 운영기술지침서 운전제한치를 감시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선출력밀도 여유도

나. 핵비등이탈률 여유도

다. 노심전출력

라. 사분출력경사비

마. 축방향 출력편차

COLSS는 예상운전과도 또는 가상사고 동안에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

에 안전관련 설비는 아니며, 안전계통 제한설정치(LSSS, Limiting Safety System

Settings)와 더불어 노심출력 운전제한치, 축방향 출력편차, 사분출력경사비 등을 운전

제한치 이내에 유지토록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원자로 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감시기

능을 수행한다.

가. 어떠한 예상운전과도의 결과도 안전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 가상사고의 결과는 예상치 이내이다.

2. 안전 설계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세부 검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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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COLSS)의 운전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1) 선출력밀도 여유도 계산기능

2) 핵비등이탈률 여유도 계산기능

3) 노심전출력 계산기능 

4) 사분출력경사비 계산기능

5) 축방향 출력편차 계산기능

6) 각종 비정상 상태에 대한 경보기능

나. 각 시험 사례(Test Case)에 대한 시험 및 검증내용을 확인한다.

4. 중점 검사항목

가. 시험절차서가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나. 시험 사례(Test Case)와 허용오차(Acceptance Tolerance)이 적절히 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시험 결과가 허용오차(Acceptance Tolerance) 이내임을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시험 사전요구조건이 만족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독립된 2개(CPU 또는 Server)의 COLSS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모두 확인한다.

III. 판정 기준

시험 결과가 예측값으로부터 허용오차(Acceptance Tolerance) 이내여야 한다.

IV. 첨부 자료

1. 검사점검표

V.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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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 검사에 관한 규정”

2. 표준형원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4.3절 핵설계

3. 표준형원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4.4절 열수력설계

4. 표준형원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7.7절 안전에 요구되지 않는 계통

5. 표준형원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4장 초기시험프로그램

6. 표준형원전 운영기술지침서 3.2절 출력분포제한

7. 신고리 3호기 사용전검사보고서, KINS/AR-1049, 2015년

8. CEN-312, Rev. 01-P, "Overview Description of the Core Operating Limit

Supervisory System", Combustion Engineering, November 1986.

9. Functional Design Requirements for COL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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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노심운전제한

치감시계통

1. 시험절차서의 적합성

2. 시험 사례 선정의 

적절성

3. 시험결과의 허용기준 

만족 여부

서류검사

서류검사

현장 또는 서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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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심보호연산기 시험

주관부서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제․개정 

번   호

작   성 확   인 부  분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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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형태 ‘13.04 정충희 ‘13.04

4 권용일 ‘17.12 조영식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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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2절 노심보호연산기 시험

주관부서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원자로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노심보호연산기계통(CPCS)은 원자로보호계통 일부로서 노심의 핵비등이탈률

(DNBR) 및 국부출력밀도(LPD) 등을 트립변수로 하는 디지털 노심보호 설비이다. 노

심보호연산기계통은 4채널로 구성되며, 각 채널은 독립된 캐비닛에 설치되고 주제어실

의 안전제어반에 4개의 독립된 운전원모듈(OM)이 설치된다. 또한 동 계통의 일부로서 

제어봉집합체연산기(CEAC)가 있으며, 이는 부그룹내 제어봉집합체 위치의 편차에 대

하여 경보를 발생시키고, 노심보호연산기(CPC)에 패널티를 송신한다. 운전원은 4개의 

운전원모듈에서로부터 특정한 입력 또는 계산된 결과를 포함하여, 모든 연산기를 감시

할 수 있다. 신한울 1,2호기부터는 노심보호연산기계통이 원자로노심보호계통

(RCOPS), 노심보호연산기가 노심보호프로세서(COPP), 제어봉집합체연산기가 제어봉

집합체프로세서(CEAP), 제어봉집합체위치프로세서(CPP)가 채널통신프로세서(CCP) 등

으로 변경된다.

본 시험은 노심보호연산기계통이 설치된 후 동 계통과 관련한 각종 하드웨어 및 소

프트웨어가 적절히 설치/입력되고 관련 계기들이 적절히 교정됨으로써, 동 계통에 요

구되는 기능이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이를 위하여, 각 채널에서

의 전원공급 점검, 경보 점검, 소프트웨어 설치 점검, I/O Simulator를 사용한 입력,

계산 및 출력 점검, 워치독 타이머(Watchdog Timer) 점검 등의 시험이 적절히 수행되

는지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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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대상

가. 노심보호연산기계통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노심보호연산기계통(CPCS)은 원자로 운전 중 예상운전과도 상태시에 핵비등이탈률 

및 국부출력밀도가 안전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원자로 정지신호를 원자로보호계통

에 공급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설계기준사고시에도 원자로를 정지시켜 공학적안전

설비작동계통과 함께 사고를 완화시키는 안전기능을 수행한다. 각 채널의 노심보호연

산기계통은 원자로의 4분면 중 한 곳에 설치된 노외핵계측기 신호, 제어봉집합체 위치 

신호, 그리고 원자로냉각재계통의각종 열수력변수 측정신호를 이용하여 DNBR과 LPD

를 온라인으로 계산하며, 이들 변수가 설정치 초과시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시킨다.

또한, 동 계통은 가변과출력정지(VOPT), 증기발생기 비대칭 정지를 포함하여 몇 가지 

보조정지기능도 있다.

CEAC는 원자로내의 모든 제어봉집합체의 위치를 측정하며, 각 부그룹(subgroup)

내의 제어봉집합체간 위치 편차를 계산하여 편차가 설정치 이상이 되면 각 CPC에 편

차정보와 함께 편차형태에 따른 penalty 계수를 송신한다. CEAC는 또한 정보처리계통

을 통해 주제어실에 모든 제어봉집합체의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운전원은 안전제어반에 위치한 각 CPCS의 운전원모듈(OM)을 사용하여 CPC와 

CEAC를 운전하게 된다. OM을 이용하여 CPC/CEAC 계통의 상태, 입력신호 값, 계산

된 변수 및 가변상수를 감시할 수 있다. CPCS의 소프트웨어 설치 및 점검을 위하여 

별도의 보수시험반(MTP, Maintenance & Test Panel)이 설치 운용된다.

CPCS에서 생성하는 주요 출력은 다음과 같다.

가. 저핵비등이탈률 트립 및 예비트립

나. 핵비등이탈률 및 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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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국부출력밀도 트립 및 예비트립

라. 국부출력밀도 

마. 보정 중성자속 출력(축방향 출력편차)

바. 제어봉집합체 인출금지

2. 안전 설계사항

가. 예상운전 과도상태시에 핵비등이탈률 및 국부출력밀도 관련 특정 허용 연료설계 

제한치가 초과되지 않도록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전소 보호계통에 공급하여 원자

로를 정지시켜야 한다.

나. 설계기준사고시에 원자로 정지신호를 원자로보호계통에 공급하여 원자로를 정지

시켜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과 함께 사고를 완화시켜야 한다.

다. 제어봉집합체 위치편차 발생, 핵비등이탈률 및 국부출력밀도 예비트립시 제어봉

인출금지(CWP, CEA Withdrawal Prohibit) 신호를 생성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준비 상태 점검

해당 시험절차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시험관련 계측기기의 검·교

정 상태, 시험 초기조건 등의 시험준비 상태가 적합한지 확인·점검한다.

나. 전원공급기 점검

노심보호연산기계통 캐비닛에 적절하게 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다. 소프트웨어 설치 점검

노심보호연산기계통의 응용 소프트웨어가 해당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고 설

치된 소프트웨어가 적절한지 확인한다.

라. CPC 비정상 경보 점검

비정상 상황 등의 조건에 따라 경보 및 지시 기능이 적절하게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마. 입력, 계산, 출력 점검

I/O Simulator를 사용하여 노심보호연산기의 입력, 계산 및 출력 값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바. 워치독(감시) 타이머 기능 점검

워치독 타이머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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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점 검사항목

가. CPC, CEAC, CPP, OM 등 관련기기에 해당 소프트웨어와 상수파일이 적절히 

loading되는지 확인한다.

나. I/O Simulator를 통해 모의신호를 입력하여 가압기 압력, 고/저온관 온도, 중성

자출력, 원자로냉각재펌프 속도, CEA 위치 등이 적절히 지시되는지 확인한다.

다. CPCS에서 생성하는 다음 내용이 관련 계통에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1) 저핵비등이탈률 트립 및 예비 트립신호 발생

2) 핵비등이탈률 및 여유도값

3) 고국부출력밀도 트립 및 예비 트립신호 발생

4) 국부출력밀도 

5) 보정 중성자속 출력

6) 제어봉집합체 인출금지 신호 발생

5. 검사 유의사항

가. CPCS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I/O Simulator는 사전에 적절히 교정되

어 있고, 요구되는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나. 본 시험을 위해서는 CPCS 관련 연계계통이 작동해야 하므로, 시험 전에 원자로

보호계통, 주요변수지시 및 경보계통-N, 정보처리계통 등이 운전 가능한 상태인

지 확인한다.

III. 판정 기준

1. 노심보호연산기계통 캐비닛의 전원공급 값은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노심보호연산기계통의 응용 소프트웨어가 해당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고,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 버전은 설치버전과 일치하여야 한다.

3. 비정상 상황 등의 조건에 따라 경보 및 지시 기능이 적절하게 동작하여야 한다.

4. I/O Simulator의 모의신호에 따라 노심보호연산기의 입력값, 계산값, 출력값이 허



- 5 -

용기준 이내로 지시되어야 한다.

5. 워치독 타이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IV. 첨부 자료

1. 검사점검표

V. 참고 문헌

1.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4.3절, 4.4절, 7.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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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노심보호 

연산기계통 1. 시험준비 상태 점검

- 시험절차서의 적합성 검토

- 시험관련 계측기기의 검 교정 

확인

- 시험을 위한 초기조건 확인

2. 전원공급기 점검 

3. 소프트웨어 설치 점검

4. 비정상 경보 점검

5. 입력, 계산, 출력 점검

6. 워치독 타이머 점검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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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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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3절  원자로 내부구조물 종합진동평가 시험(I)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 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발전소 운전 수명기간 동안에 유동유발 진동에 의하여 발생

하는 하중에 대하여 구조적인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원자로 내부구

조물은 상업운전 이전에 Reg. Guide 1.20에 따른 종합진동평가계획(CVAP)이 수립되

고 이 계획에 따라 진동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Reg. Guide 1.20에 따른 종합진동

평가계획(CVAP)은 진동해석, 진동측정, 육안 및 비파괴 표면검사로 구성되며, 각 계

획의 상호보완성 때문에 모든 계획의 수행결과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상관성을 평가

하는 종합평가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진동측정은 원자로 내부구조물이 최초로 설계된 경우에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전체

에 대해 수행되어야 한다. 반면에 원자로 내부구조물이 최초 설계 모델을 복제하는 

개념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복제 정도에 따라 진동측정이 수행되는데, 복제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량 있는 경우에는 부분적인 진동측정을 수행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거의 

복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동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육안 및 비파괴 표면검사에서 검사 부위는 주요 하중전달 부위, 수평, 수직 및 비

틀림 방향의 구속장치, 운전 중 접촉될 수 있는 표면 등을 포함하여 구조적으로 취

약한 여러 부위가 선정되어야 한다. 상온 단계에서 육안 및 비파괴 표면검사는 고온

기능시험 이후에 재검사될 부위를 미리 선정하고 상호 비교를 위하여 필요한 기초 

자료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2. 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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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내부구조물의 유동유발 진동에 대한 구조적 건전성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핵연료집합체와 제어봉집합체(CEA)를 지지 및 정렬시키고,

제어봉 집합체의 동적 하중을 흡수하며, 이를 포함한 여러 하중들을 원자로용기의 

플랜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원자로용기 내의 원자로 냉각재 흐름을 안내

하며 감마선과 중성자로부터 원자로용기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2. 안전 설계사항

원자로내부구조물은 운전 수명기간 동안 예상되는 유동유발 진동에 의해 심각한 

크기의 진동이나 구조적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의 적합성 확인

나. 육안 및 비파괴 표면검사 점검부위 선정의 적절성 확인

다. 진동을 부과하는 운전조건의 적절성 확인

라. 고온기능시험 직전의 육안검사 점검내용 및 기록 확인

마. 진동측정 부위 선정의 적절성 확인

바. 진동측정 센서의 설치상태 적절성 확인

사. 진동측정 방법의 적절성 확인

4. 검사 중점사항

가.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평가프로그램의 시험절차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

인한다.

- 고온기능시험 기간 중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부과되는 운전조건(1,000,000회 이

상의 유체유발진동) 확인

-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범주 분류의 적절성 확인

-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평가 결과의 자료 확보, 서류화, 시험방법, 검사부위,

합격 기준 등의 내용 반영 여부 확인

- 육안 및 비파괴 표면검사 장비 및 인원, 방법 등의 적절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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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관련 점검부위가 적절히 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 하중을 지지하는 모든 접촉점   

- 원자로 용기 내에 위치한 수평, 수직 및 비틀림 방향의 노심구속장치

- 고장으로 인해 구조적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볼트 구조물

- 운전 중 접촉될 수 있거나 접촉되는 것으로 알려진 표면

- 진동해석에 의해 예상된 고응력 지점

- 유실물 혹은 이물질의 확인을 위한 원자로 용기의 내부

- 안전기능에 중요한 지점

다. 진동측정 부위 선정, 장비, 측정 방법 등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평가프로그램의 평가 기준들이 절차서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상온기능시험 동안에 취득한 진동평가 기준 자료가 적절하게 확보되었는지 확인

한다.

다. 육안 및 표면 비파괴검사 시 검사 부위가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검사

결과가 적절히 기록․관리 되는지 확인한다.

III. 판정 기준

가. 상온기능시험 전, 후를 비교하여 결함, 마모, 손상 등과 같이 원자로 내부구조물

의 구조적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이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나. 진동측정 결과는 관련 기술기준(KEPIC, ASME 등)에서 요구하는 허용기준 이내

가 되어야 한다.

IV.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가. 신한울 1,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제3장, 제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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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한울 1,2호기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평가 성능시험 절차서

다. USNRC Reg. Guide 1.20, Rev.3, "Comprehensive Vibration Assessment Program

for Reactor Internals during Pre-Operational and Initial Start-up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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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원자로내부구조물 육안 및 비파괴 표면검사)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평가

1.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평가 

시험 절차서의 적절성 확인

2. 육안 및 비파괴 표면검사 

부위 선정의 적절성 확인

3. 육안 및 비파괴 표면검사 

요원의 자격 확인

4. 검사장비의 적절성 확인

5. 진동을 부과하는 운전조건

의 적절성 확인

6. 육안 및 비파괴 표면검사 

현장 수행내용 확인

시험착수 전, 절차서 

검토

시험착수 전, 육안 및 

비파괴검사 부위로 구

조적 예상 취약 부위

(하중지지부위, 이동

구속 부위, 체결 부위,

접촉부위 등) 선정 여

부 확인

시험착수 전, 검사요

원의 자격요건(시력,

경력 등)의 적절성 확

인

시험착수 전, 검사장

비의 성능 및 검교정

여부 등 확인

시험운전 조건이 예

상운전 이력을 충분

히 고려하는지 확인

고온기능시험 시 현장 

육안 및 비파괴 표면 

검사 관련 절차서 내

용 및 수행 계획 확인



검사 점검표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측정)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평가

1.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평가 

시험 절차서의 적절성 확인

2. 진동측정 부위 선정의 적절

성 확인

3. 진동측정 장비의 적절성 확

인

5. 진동을 부과하는 운전조건

의 적절성 확인

6. 진동측정 방법의 적절성 확

인

7. 진동수, 진동모드, 최대변위 

등의 산정 방법 확인

시험착수 전, 절차서 

검토

시험착수 전, 진동측

정 부위 선정 결과 

확인

시험착수 전, 진동측

정 장비의 설치 및 

검·교정 내용 확인

시험운전 조건이 예

상운전이력을 충분히 

고려하는지 확인

진동측정 방법 선정 

시 고려된 시험조건

(온도, 유속, 구조물 

형상 등)의 적절성 

확인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해석 결과의  적

절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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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4절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 시험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핵연료 집합체와 제어봉 집합체(CEA)를 지지 및 정렬시키고,

제어봉 집합체의 동적 하중을 흡수하며, 이를 포함한 여러 하중들을 원자로용기의 플

랜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다. 이러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구조 특성상 

내부구조물이 운전 중에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실

하게 보장하기가 어렵게 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이 구조적으로 이상이 생기면 진동특성이 변하게 되므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구조적 건전성 이상 여부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내부구조

물의 진동상태를 운전 중에 계속 감시할 수 있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이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의 운전원리는 다음과 같다.

노심지지배럴(CSB)의 외팔보 모드(Cantilever Mode)와 낮은 쉘 모드(Shell Mode)는 일

반적으로 0.2~50 Hz의 주파수 영역에서 나타나며, 핵연료집합체의 저주파 운동모드는 

2~8 Hz에서 나타난다. 또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움직임이 변하면 그 움직임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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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첨두값(peaks)들의 주파수나 진폭이 달라지며, 이러한 변화

는 구조물의 구조적 조건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들 스펙트럼의 변화를 분석

함으로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진동 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은 원자로 용기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비충돌 고속

중성자를 탐지하는 노외 핵계측기를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의 감지기로 사

용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은 운전 중에 원자로 내부구조물이나 핵연료

집합체가 진동특성이 변화하게 되면 이로 인해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원자로용기 사이

에 존재하는 냉각수의 중성자 흡수경로 길이가 달라져 노외 중성자속 출력신호도 변

동하게 되므로, 이러한 노외 중성자속 출력신호의 변동량에 대한 주파수 신호분석을 

통해 원자로 내부구조물이나 핵연료집합체의 이상 진동현상을 조기에 감지케 하는 역

할을 한다.

상온의 성능검사단계에서는 노외 중성자 출력신호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모의 기준

신호를 사용하며,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이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센서 채널별로 신호 취득기능, 스펙트럼 신호분석 기능 

등의 제반성능이 적절히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은 노외 중성자 출력신호를 취득하고 그 신호에 대

한 신호분석 정보를 이용하여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진동특성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계통은 핵연료집합체나 노심지지배럴과 같은 원자로 내

부구조물의 운동으로 인해서 중성자흡수경로 길이가 달라져서 생기는 노외 중성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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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감지하며, 신호의 평균값이나 직류성분에 대하여 변화하는 

양을 계산함으로서 이러한 내부구조물의 움직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임의신호 

처리법(random process)을 이용하여 신호분석이 가능하며, 시간영역에서의 변화량을 

주파수영역 자료로 변환하여 중성자흡수경로 길이의 변화를 일으키는 구조물의 진동

주파수가 명백하게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노외 중성자 출력신호의 주기적인 신호분석을 통해 주요한 성분을 나타내는 주파수

가 변동을 하게 되면 원자로 내부구조물이 이상 진동을 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이 경우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

게 된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감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핵연료 장전주기에는 기준

신호를 취득하고, 그 이후의 핵연료 장전주기에는 90일 간격으로 신호를 취득한 

후 주요한 성분을 나타내는 주파수가 변동을 하는지 분석하여, 원자로 내부구조

물이나 핵연료 집합체의 진동특성에 이상이 없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원자로 내

부구조물이나 핵연료집합체의 진동특성에 예기치 않은 이상 징후가 있으면 상세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나. 노심지지 배럴의 체결력을 감시하기 위해 노외 중성자속 신호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ASME OM-S/G-2000, Part 5(Guide), "In-Service Monitoring of Core

Support Barrel Axial Preload in PWRs"의 지침을 따른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확인

나. 채널별 교정내용 확인

다. 계통의 종합적인 성능(시간이력 데이터 취득, 주파수 분석 등) 확인

상기의 세부검사 항목의 상세 내용은 검사점검표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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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중점사항

가. 각 채널별로 모의 기준신호의 시간이력 신호가 취득되고 스펙트럼 분석, 주파수 

여파 기능 등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나.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의 종합적인 성능이 설계된 대로 유지되고 있는

지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각 채널별로 교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나. 각 채널별로 모의 기준신호의 시간이력 신호가 취득되고 스펙트럼 분석, 주파수 

필터기능 등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III. 판정 기준

가. 시험준비(예, 적합한 절차서, 검·교정된 계측설비, 관련 보조계통들의 동작상태)

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의 종합적인 성능이 관련절차서 및 FSAR 성능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IV.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가. 신한울 1,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4장, “초기시험프로그램”

나. 신한울 1,2호기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의 성능시험 절차서

다. ASME OM-S/G-2000, Part 5(Guide), “In-Service Monitoring of Core Support

Barrel Axial Preload in PWRs"



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원자로내부구

조물 진동감시

계통

1.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감시

계통의 성능시험 절차서의 

적절성 확인

2. 채널별로 시간이력 신호의 

취득 여부 확인

3. 취득한 신호에 대한 스펙트

럼 분석 및 주파수 필터링 

성능  확인 

4. Scheduler의 시간이력 신호 

취득, 스펙트럼 분석이 가

능한지 확인

시험착수 전, 절차서 

검토

상온 성능시험 시, 신

호취득 기능 확인

상온 성능시험 시, 신

호분석 및 필터링 기

능 확인

상온 성능시험 시,

Scheduler의 신호취

득 및 분석 기능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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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2절 원자로 냉각계통 시설

제2.2.1절 원자로냉각재 기체 배기계통 시험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로냉각재 기체 배기계통은 사고 후 원자로 용기 헤드 및 가압기 증기부에 축적

된 비응축성 기체를 배기시켜 원자로 노심의 냉각기능이 저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 또한 원자로냉각재 기체 배기계통은 가압기 살수, 가압기 보조살수, 또는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충전 및 유출기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압기 증기부에서 증기를 

방출하여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는다.

원자로냉각재 기체 배기계통은 사고 후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증기 또는 비응

축성 기체를 배기하도록 설계되며 배기 목적은 이들 증기 및 기체의 노심냉각 방해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동 계통은 배기 기체 또는 증기의 양에 따라 격납건

물 대기 또는 원자로 배수탱크로 가는 배기 유로가 결정되는데, 소량의 기체나 증기는 

원자로 배수탱크로 방출하고 다량의 기체나 증기는 격납건물 대기 또는 IRWST로 방

출한다. 격납건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는 배기된 기체가 격납건물 공기와 잘 혼합되

거나 또는 격납건물 수소 재결합기에 의해 수소농도 조절이 가능한 구역으로 배기시

킨다.

원자로냉각재 기체 배기계통의 상온기능시험 단계 성능검사에서는 상온조건에서 

관련된 밸브들의 성능 확인을 통해 동 계통의 기능을 입증한다.

2. 검사 대상

가. 원자로용기 헤드에서 원자로배수탱크로 배기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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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압기에서 원자로배수탱크로 배기 상태 확인

다. 원자로용기 헤드 또는 가압기에서 격납건물 대기 또는 IRWST로 배기 상태 확인

라. 원자로용기 헤드 또는 가압기에서 원자로배수탱크를 경유, 기체 방사성 폐기물계

통으로 배기 상태 확인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원자로냉각재 기체 배기계통은 사고후 원자로용기 헤드 및 가압기 증기부에 축적

된 비응축성 기체를 배기시켜 원자로 노심의 냉각기능이 저해받지 않도록 한다.

또한 가압기 살수, 가압기 보조살수, 또는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충전 및 유출기

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압기 증기부에서 증기를 방출하여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는다. 원자로냉각재 기체 배기계통은 사고후 조건 하에서도 상기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며, 또한 정기 보수를 위한 발전소 정지 기간을 전후로 하여 원

자로냉각재계통의 탈기를 위하여 이용된다. 이외에도 원자로냉각재 기체 배기계통

은 사고 후 자연순환 냉각을 방해할 수 있는 원자로냉각재계통 내 비응축성 기체

의 제거기능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감압기능을 가져야 한다. 발전소 정상 및 사

고 조건 하에서 원자로냉각재 배기계통의 배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자로용기 헤드에서 원자로배수탱크로 배기

원자로용기 헤드에서 원자로배수탱크로의 배기는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 2개의 

원자로용기 헤드 배기 솔레노이드 격리밸브 중 한개의 밸브와 원자로배수탱크

에 연결되는 배관에 설치된 솔레노이드 격리밸브를 개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나. 가압기에서 원자로배수탱크로 배기

운전원이 원자로냉각재계통을 배기시키거나 가압기에 축적된 기체를 제거하고

자 할 경우 사용되며 2개의 가압기 배기 유로중 1개의 유로를 이용하여 원자로

배수탱크로 배기하게 된다. 원자로배수탱크의 운전 상태는 온도, 압력 및 수위 

측정 계기들에 의해서 감시된다. 또한, 동 배기 유로는 가압기 살수기능이 상실

된 경우 가압기 증기부의 배기를 통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을 조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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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이용되며 2개의 유로중 한 유로가 선택적으로 이용된다.

다. 원자로용기 헤드 또는 가압기에서 격납건물 대기 또는 IRWST로 배기

원자로용기 헤드 또는 가압기에서 원자로배수탱크로의 연속적인 배기는 결국 파

열판의 파열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파열판의 건전성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운

전원은 격납건물 대기 배기 유로 또는 IRWST 배기 유로의 솔레노이드 구동 격

리밸브를 개방하여 격납건물 대기 또는 IRWST로 배기시킬 수 있다. 단, 격납건

물 대기 배기 유로가 이용될 경우에는 격납건물 수소농도 조절을 위한 수소 재

결합기 가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용기 헤드 또는 가압기에서 기체 방사성 폐기물계통으로 배기되는 기체

의 방사능 준위가 기체방사성폐기물계통에 대한 소외 선량평가지침서(ODCM)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값보다 낮고, 정상 전원이 이용 가능하며 또한 낮은 기체 

제거율이 허용되고, 기체방사성폐기물의 적절한 저장능력이 있으며, 격납건물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용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주제어실내 운전원의 원격 조작에 의해 원자로용기 헤드 또는 가압기 증기부를 

배기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원자로용기 헤드 배기관 및 가압기 소용적(low volume) 배기관의 운전원 실수에 

의한 운전 또는 배관파단으로 인하여 손실되는 원자로냉각재량은 정상운전시 원

자로냉각재 최소 보충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다. 계통 설계시 10 CFR 50 부록 A, 일반설계기준의 해당 요건을 만족시킨다. 특

히, 원자로냉각재배기계통은 안전관련 계통으로서 내진범주 I로 설계하고 능동기

기의 단일고장시에도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라. 격납건물 대기 또는 원자로배수탱크로 선택적으로 배기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

다.

마. 압력 2,500psia (175.75 kg/cm2A) 및 온도 700 oF (371 oC) 상태하에서 과열 증

기, 물-증기 혼합물, 물, 핵분열 생성 기체, 헬륨 및 수소를 배기할 수 있도록 설

계한다.

바. 모든 동력구동 밸브의 개폐 상태가 주제어실에 지시되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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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 계통의 설치로 인하여 핵연료 교체 및 보수 작업에 간섭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아. 발전소 정상운전중 운전원의 실수로 인한 밸브의 작동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밸브를 잠금-닫힘 상태로 유지시킨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원자로용기 헤드에서 원자로배수탱크로 배기 유로 내 밸브의 작동상태를 확인한

다.

나. 가압기에서 원자로배수탱크 배기 유로 내 밸브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다. 원자로용기 헤드 또는 가압기에서 격납건물 대기 또는 IRWST로 배기 유로 내 

밸브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라. 배기관 밸브의 전원상실시 안전기능을 확인한다.

마. 모의 신호를 이용하여 원자로용기 배기관의 고압력 경보 작동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원자로냉각재 기체 배기계통을 위한 각 유로와 계통밸브 작동상태 확인

나. 원자로용기 배기관의 고압력 경보 작동 확인

다. 배기관 밸브의 전원상실시 안전기능 확인

5. 검사유의사항

가. 원자로냉각재 기체 배기계통이 설치되고 요구되는 건설인수시험은 완료된 상태이다.

나. 원자로배수탱크는 운전 가능한 상태이다.

III. 판정기준

동 계통은 안전성분석보고 상에서 요구하는 설계기준 및 계통운전 요건 등을 만

족시켜야 한다.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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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5.4.15, 14.2.12.1.6

2. Reg. Guide 1.68 "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

1978. Re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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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원 자 로 냉 각 재 

기체배기계통

가. 원자로용기/가압기 배기관의 

고압력 경보 작동 확인

나. 원자로배수탱크 및 IRWST

방향 배출배관 고온도 경보 

작동 확인

다. 배기관 및 배출차단밸브의 

제어전원상실시 안전기능 확

인

라. 배기관 및 배출차단밸브의 

개폐 작동성 확인

마. 배기관 및 배출차단밸브의 

동작시간 확인

시험착수 전 또

는 후, 시험절

차서, P&ID 도

면, 기기 명세 

및 시험결과의 

비교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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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2.2절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 시험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로냉각재펌프는 정상운전동안 원자로 노심으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적절하게 제

거하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충분한 강제순환 유량을 제공하고, 발전소 기동 중

에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을 가열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원자로냉각재펌프는 고

온 및 고압 상태에서 장시간 운전으로 인하여 회전부위 등이 손상 또는 고장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원자로냉각재펌프가 이상 작동 시에는 원자로냉각재계

통에 충분한 강제순환 유량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고, 원자로심의 냉각이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게 되므로 원자로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원자로냉각재펌프가 구조적으로 이상이 생기면 진동특성이 변하게 되므로, 원자로냉

각재펌프의 구조적 건전성 이상 여부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서는 원자로냉각재펌프

의 진동상태를 운전 중에 계속 감시할 수 있는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이 필

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은 원자로냉각재펌프에서 회전부의 불균형, 축 정렬

불량, 커플링 정렬불량, 베어링 손상, 축 휨 및 축 균열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진동신

호를 측정하고, 주파수 신호분석을 통해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이상 진동현상을 조기에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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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의 성능 검사단계에서는  각 센서 채널별로 진동신

호 취득, 스펙트럼 신호분석 등의 성능을 적절히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의 기본기능은 원자로냉각재펌프 몸체(Casing) 및 축

의 진동준위와 펌프의 회전속도, 축 중심의 운동궤적 등을 감시하는 것이며 부가적 기

능은 펌프축 정렬불량, 회전부의 불균형, 펌프축 균열, 베어링 손상 등과 관련된 이상 

진동 원인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운전원에게 제공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의 동작원리는 근접거리 측정기(Proximity Probe &

Proximeter) 감지 부위에서 방출되는 라디오 주파수의 전자기파는 근접영역 내에 있는 

도체에 와전류를 발생시키며, 발생된 와전류는 근접거리 측정기의 전자기파 세기를 감

소시킨다. 이 때 도체에서 발생되는 와전류의 세기는 도체와 근접거리 측정기의 거리

에 따라 다르게 발생되며, 이에 따라 전자기파를 각기 다르게 감소시키므로 근접 거리 

측정기를 통하여 전자기파가 감소된 정도를 감지하여 도체와의 상대적인 거리 변화를 

알아낼 수 있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도체인 펌프 축에 수직방향으로 2개(X/Y축)의 근

접거리 측정기와 1개 키페이저(Key-Phasor) 용도의 근접거리 측정기를 활용하여 2차원

의 펌프축 진동자료(Orbit 등)를 얻을 수 있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원자로냉각재펌프 감시계통은 정상환경 및 정상운전조건에서 연속하여 운전되며 

사고조건에서는 운전이 요구되지 않는다.

나. 원자로냉각재펌프는 회전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회전부의 불균형, 축 정렬불



- 3 -

량, 커플링 정렬불량, 베어링 손상, 축 휨 및 축 균열 등이 존재하게 되면 이상 

진동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펌프가 오작동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그러한 이

상진동 발생요인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설치 및 정비 시 주의해야 한다.

다. 원자로냉각재펌프는 몸체와 축의 진동준위가 제조업체에서 지정한 허용진동기준

보다 작도록 운전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의 적합성 확인

나. 채널별 경보 설정치의 적합성 확인

다. 계통의 종합적인 성능(시간이력 신호 취득, 취득 신호의 처리(스펙트럼 분석 및 

주파수 필터링), 경보발생 기능 등) 확인

4. 검사 중점사항

가.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의 시험절차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다.

나. 각 채널별로 시간이력 신호가 취득되고 스펙트럼 분석, 주파수 필터링 기능 등

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의 종합적인 성능(신호감지, 신호처리 및 경보발

생 기능)이 설계된 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각 채널별로 경보 설정치가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각 채널별로 시간이력 신호가 취득되고 스펙트럼 분석, 주파수 필터링 기능 등

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III.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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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준비(예, 적합한 절차서, 검·교정된 계측설비, 관련 보조계통들의 동작상태)

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의 종합적인 성능(시간이력 신호 취득, 취득 신호

의 처리(스펙트럼 분석 및 주파수 필터링), 경보발생 기능 등)이 관련 절차서 및 

FSAR 성능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IV.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가. 신한울 1,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4장, “초기시험프로그램”

나. 신한울 1,2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의 성능시험 절차서

다. ASME OM-S/G-2000, Part 14, “Vibration Monitoring of Rotating Equipment in

Nuclear Power Plants"



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원자로냉각재

펌프 진동감시

계통

1.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의 성능시험 

절차서의 적합성 확인

2. 진동표현단위에 대한 

환산방법의 적절성 확인

3. 각 채널별로 시간이력 

신호의 취득 여부 확인

4. 각 채널로부터 취득한 

신호에 대한 스펙트럼 분석 

및 주파수 필터링 성능  

확인

5. 각 채널별로 취득한 신호에 

대한 시간이력 및 스펙트럼 

표시 여부 확인

6. 펌프 몸체 및 축의 

진동준위에 대한 

경보설정의 적절성 및 모의 

신호 부과 시 경보신호 

발생 여부 확인 

시험착수 전, 절차서 

검토

시험착수 전, 진동 단

위들(가속도, 속도,

변위)간의 환산계수 

적절성 확인

상온 성능시험 시, 신

호취득 기능 확인

상온 성능시험 시, 신

호분석 및 필터링 기

능 확인

상온 성능시험 시, 시

간이력 및 스펙트럼

의 표시 여부 확인

상온 성능시험 시, 펌

프 몸체 및 축의 진

동준위에 대한 경보

설정 및 경보신호 발

생기능 확인



지 침 번 호 KINS/GI-N03

분 류 번 호 2.2.3

개 정 번 호 4

발 행 일 자 2017.12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분류번호 : 2.2.3

제 목 : 금속파편감시계통 시험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제․개정 

번   호

작   성 확   인 부  분   개  정

성 명 일 자 성 명 일 자 쪽 작성자 확인자 일자

0 ‘92.04 ‘92.04

1 김용범 ‘02.04 박윤원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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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2.3절 금속파편 감시계통 시험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 내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존재할 경우 이물질은 노심 

내부구조물 및 증기발생기 전열관 등을 손상시켜 방사성 물질을 누출시킬 수 있는 등 

원전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금속파편 감시계통의 기본기능은 1차계통과 증

기발생기 2차측 내부에 금속파편이 존재할 때 이를 감지하는 것이며 부가적인 기능으

로 (1) 금속파편 성질(고정형, 이동형 등), (2) 금속파편 충격위치, (3) 금속파편 특성(중

량, 충격에너지 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단정보를 제공한다.

본 검사에서는 금속파편감시계통이 경수로형 원전 안전규제지침 8.11절에서 요구하

는 성능인 이물질의 질량이 0.25~30lb(0.11~13.6kg)이며, 충격에너지가 최소 0.5

ft-lb(0.68J)인 경우에 이를 적절히 감지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금속파편 감시계통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1차계통의 압력경계 표면에 금속파편이 충돌하면 압력경계표면을 통하여 일련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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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파동이 전달되고, 이러한 진동은 감시대상기기 외부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가속도계

로 감지된다. 금속파편은 불규칙한 충격파를 발생시키며, 이 충격파의 진폭, 반복률,

주파수 및 감지기 사이의 시간지연 등은 금속파편의 중량, 충격에너지, 그리고 충격위

치 등과 관련이 있다.

금속파편 감시계통은 여러 개의 충격신호 감지기(가속도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충격신호 감지기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 내부 표면에 이물질이 충돌할 때 발

생되는 충격파 신호를 탐지한다. 이 물질의 충격위치와 질량 등은 탐지된 충격파 신호

로부터 센서간 신호도달 시간차, 주파수 성분 분석 등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금속파편감시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 내부에 금속파편과 같은 이

물질이 존재할 때 이를 조기에 감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이물질로 인한 주요 안전

기기의 고장 및 설계 기준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금속성 이물질의 위치

와 중량 등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신호 분석정보를 제공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금속파편 감시계통은 수동 및 자동의 자료취득 방식으로 동작될 수 있다.

나. 금속파편 감시계통은 가동전 시험이나, 기동시험, 발전소 정지기간 중에는 수동

방식으로 운전한다. 정상운전 동안에는 자동방식으로 연속 동작하며, 감시신호가 

경보판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보를 발생시킨다.

다. 금속파편 감시계통은 비정상 상태나 사고 상태에서는 운전될 필요가 없지만 운

전기준지진과 같은 조건에서는 운전이 가능하다.

라. 금속파편 감시계통은 운전 중에 실시간(On-line)으로 0.25 lb (0.11 kg)에서 30 lb

(13.6 kg)의 질량을 가진 금속성 이물질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하고, 가속도계 센

서로부터 3 ft (0.91 m) 이내의 거리에서 0.5 ft-lb (0.68 J)의 운동에너지를 가진 

이물질의 충격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금속파편 감시계통의 가속도계 센서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경계 외부 표면에 

부착되어야 하고 금속성 이물질이 모일 수 있는 구역(원자로 용기 상부 및 하부 

공간, 증기발생기 입구 공간 등)에 최소한 2개의 센서가 부착되어야 하며 그 위

치는 가능하면 넓은 영역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의 적합성 확인



- 3 -

나. 채널별 경보설정치의 적합성 확인

다. 계통의 종합적인 성능(시간이력 데이터 취득, 스펙트럼 분석, 경보발생 기능 등)

확인

4. 검사 중점 사항

가. 금속파편 감시계통의 시험절차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경보기가 채널별로 입출력 신호간에 선형성이 유지되며 신호 부과 시 경보신호 

및 경보음을 발생시키는지 확인한다.

다. 경보 판별기준들이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라. 금속파편 감시계통의 종합적인 성능이 설계된 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마. 각 채널별로 충격시험을 통해 이득(Gain) 값과 고정경보 설정치 및 유동경보 설

정치가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경보 판별기준들이 절차서 내용대로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각 채널별로 충격시험을 통해 고정경보 설정치와 유동경보 설정치를 설정할 때 

충격위치가 센서로부터 3ft (0.91m) 이내에 있는지 여부와 충격에너지가 0.5ft-lb

(0.68J)인지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1. 시험준비(예, 적합한 절차서, 검·교정된 계측설비, 관련 보조계통들의 동작상태)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경보기의 성능, 금속파편 감시계통의 종합적인 성능, 계통의 채널별 교정내용 등

이 관련 절차서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성능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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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금속파편 감시계

통

1. 금속파편 감시계통의 성능시험 

절차서의 적합성 확인

2. 경보기에 신호 부과 시 경보신호 

및 경보음 발생 여부 확인 

3. 센서 채널별로 이득(gain)에 따른 

입출력 신호의 선형관계 유지 확

인

4. 불필요한 신호의 입력 차단 기능

유지 여부 확인 

5. 경보 판별기준 설정의 적절성 확

인

6. 각 채널별로 시간이력 신호의 취

득 여부 확인

7. 각 채널로부터 취득한 신호에 대

한 스펙트럼 분석, 위상,

Probability 분석 등의 기능 유지 

여부 확인 

8. 각 채널별로 충격시험을 통해 이

득(gain) 값과 고정경보 설정치 

및 유동경보 설정치 등의 적절성 

확인 

시험착수 전, 절

차서 검토

경보기 작동시험 

확인

입출력 신호의 

선형관계 확인

불필요한 신호의 

입력 차단 기능 

확인

경보 판별 프로

그램 내 설정변

수의 절차서 준

수 여부 확인 

신호취득 기능 

확인

스펙트럼 신호 분

석, 위상,

Probability 분석 

등의 기능 확인

충격시험 자료로

부터 이득 및 경

보 설정치의 설

정내용의 절차서 

준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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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2.4절 음향누설 감시계통 시험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에서 균열이 발생하거나, 냉각재가 누설되거나 혹은 가

압기 안전밸브의 스템이 이상 작동 시에는 음향이 방출되면서 이들이 냉각재 상실사

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음향누설감시계통의 기능은 1차계통 특정 기기나 위치에

서 발생한 누설을 감지하는 것이며, Regulatory Guide(이하, “RG") 1.45, Rev. 1,

"Guidance on Monitoring and Responding to Reactor Coolant System Leakage"의 요

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음향누설감시계통은 NUREG-0718, Rev.2의 항

목 II.D.3, "Relief and Safety Valve Position Indication" 요건, NUREG-0737의 항목 

II.D.3, "Direct Indication of Relief and Safety Valve Position" 요건과 RG 1.97, Rev.4,

"Criteria for Accident Monitoring Instrumentation for Nuclear Power Plants" 요건에

서 요구하고 있는 가압기 안전밸브의 위치 상태를 감시한다.

음향누설 감지계통에 사용되는 감지기는 2종류가 있다. 가압기 안전밸브의 개방 여

부 감시를 위해서는 압전형 가속도계가 사용되며, 그 외의 1차 계통 주요기기의 냉각

재 누설감시를 위해서는 음향방출(Acoustic Emission) 감지기가 사용된다. 음향누설 감

지기의 역할은 유체의 누설로 인해서 발생되는 응력파(Stress Waves)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것이다. 음향방출(AE) 감지기는 높은 주파수 대역의 응력파를 감지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결함진전으로 인한 균열이나 누설의 발생 시에 고주파수 성

분의 신호취득이 가능하다.

음향누설 감지기는 누설을 감시할 기기 위에 직접 또는 근처에 부착되며 누설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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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면 누설 위치의 배경 잡음준위(Local Background Level) 이상으로 감지기의 신호준

위가 상승하여 누설이 감지된다. 따라서 누설에 의해서 발생되는 운동에너지 크기에 

비례하는 신호준위의 실효값으로 누설율을 알 수 있으며 그 비례상수는 누설지점과 

감지기 사이의 거리 및 누설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본 검사에서는 음향누설 감시계통이 1 gpm 이상의 유체가 누설되는 경우 이를 적

절히 감지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음향누설감시계통 

센서, 채널, 경보기, 신호분석기 등이 관련 사양서에 따른 성능요건에 부합되도록 성능

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2. 검사 대상

음향누설 감시계통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음향누설 감시계통은 감지기신호의 실효값을 연속적으로 감시한다. 음향누설 감시계

통의 가압기안전밸브와 관련된 채널은 가압기안전밸브가 열리는 과도현상 동안 및 사

고 후에도 가압기안전밸브의 상태를 계속하여 감시할 수 있으며, 나머지 채널은 정상

(무사고상태) 환경조건에서 운전된다.

음향누설 감시계통은 여러 개의 음향방출 감지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감지기는 

증기가 누설될 때 발생된 후, 배관 구조물을 따라 전송되는 고주파수의 음향방출 신호

를 탐지한다. 증기누설에 의하여 발생되는 난류성 음향은 1Khz에서 1MHz 범위에 이

른다. 그러나 저주파수 음향신호는 기계적 잡음 때문에 그리고 고주파수 음향신호는 

높은 감쇠로 인하여 유효한 신호로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음향누설 감시계통은 일반적

으로 60∼400kHz 범위에서 동작된다. 일반적으로 신호크기는 누설의 크기에 따라 증

가되나 주파수 성분의 변화는 없다. 이러한 음향누설 감시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에서 균열발생, 냉각재의 누설발생, 그리고 가압기 안전밸브 스템의 이상 작

동 등의 경우에 이를 조기에 감지하여 냉각재 상실사고 등의 설계기준사고 발생을 방

지하게케 하며, 누설위치와 누설량 등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신호정보를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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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설계 사항

가. 음향누설감시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에서 1 gpm 이상 유체가 누설

되는 경우 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음향누설감시계통은 가압기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밸브 스템위치를 운전원실에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TMI 후속조치 사항)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의 적합성 확인

나. 채널별 경보 설정치의 적합성 확인

다. 채널별 음향누설 감지 민감도 및 경보기능 확인

라. 평균 신호 준위 시험의 적합성 확인

마. 계통의 종합적인 성능(실효값(RMS) 변동이력 데이터 취득, 경보신호 취득기능,

균열발생 탐지기능, 증기누설 탐지 기능, 충격신호 탐지기능 등) 확인

4. 검사 중점 사항

가. 음향누설 감시계통의 시험절차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채널별로 실효값 변동신호가 적절히 취득되는지 확인한다.

다. 채널별로 음향누설 신호가 적절히 취득되고 공기분사 시험을 통한 음향누설 경

보설정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주배관에 설치된 채널에 대하여 연필심 절단시험을 통한 균

열발생 경보설정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마. 가압기 안전밸브의 스템 위치와 관련된 경보 설정이 적절하고 기준 신호 이상의 

충격신호 부과 시 경보가 발생되는지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음향누설, 균열발생, 밸브 스템 위치 관련 경보 설정값 및 운전변수들이 절차서 

내용대로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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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준비(예, 적합한 절차서, 검·교정된 계측설비, 관련 보조계통들의 동작상태)

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 경보기의 성능, 음향누설감시계통의 종합적인 성능, 계통의 채널별 교정내용 등

이 관련 절차서 및 FSAR 성능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신한울 1,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제7장, 제14장

2. Regulatory Guide 1.45, Rev.1, "Guidance on Monitoring and Responding to

Reactor Coolant System Leakage"

3. Regulatory Guide 1.97, Rev.4, "Criteria for Accident Monitoring Instrumentation for

Nuclear Power Plants"

4. NUREG-0718, Rev.2, II.D.3, "Relief and Safety Valve Position Indication"

5. NUREG-0737, II.D.3, "Direct Indication of Relief and Safety Valve Position"



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음향누설감시

계통

1. 음향누설감시계통의 성능시

험 절차서의 적절성 확인

2. 가압기 안전밸브의 스템 위

치 관련 경보설정의 적절성 

및 충격신호 부과 시 경보

신호의 발생 여부 확인 

3. 공기분사 시험을 통한 음향

누설 경보설정의 적절성 및 

모의 누설신호 부과 시 경

보신호의 발생 여부 확인 

4. RMS 변동이력 신호 취득의 

적절성 확인

5. 안전밸브 스템의 이상작동 

관련 충격신호 기록의 적

절성 확인

6. 각 채널별로 모의 분사시험

을 통해 이득(Gain) 값 설

정의 적절성 확인

7. 각 채널별로 연필심 절단시

험을 통해 균열발생 관련 

경보값 설정의 적절성 확인

시험착수 전, 절차서 

검토

상온 성능시험 시, 밸

브 스템 위치 관련 

경보신호 발생 확인

상온 성능시험 시, 음

향누설 관련 경보신

호 발생 확인

상온 성능시험 시,

RMS 변동이력 신호 

확인

상온 성능시험 시, 충

격신호 기록 확인

상온 성능시험 시, 채

널별 이득값 설정내

용 확인

상온 성능시험 시, 균

열발생 관련 경보값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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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3절 계측 및 제어계통 시설

제2.3.1절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시험

주관부서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예상운전과도사건(AOO)시 노심 허용 핵연료 제한치

와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초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정된 공정변수에 의하여 

필요한 안전계통을 작동시키고 설계기준사고의 결과를 완화하는 계통으로 동 계

통 내에서 작동해야 할 각 작동기기에 작동신호를 제공하는 감지기, 논리회로 및 

작동회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측정채널은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비교논

리에 물리적, 전기적으로 분리된 신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측정채널과 분리

되어 있다. 캐비닛 내의 전선연결은 분리되어 있고 비 1E 등급 지시설비로 가는 

신호는 격리되어 있으며 각 채널에는 분리된 1E 등급 120V 필수교류모선으로부

터 독립된 전원이 공급된다.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기기 회로는 공학적안전설비작동

계통 또는 운전원으로부터 작동신호를 받는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신호는 자

동으로 공학적안전설비를 동작시키며 기기들을 위한 제어회로는 적절한 공학적안

전설비 운전을 위한 순서를 제공한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신호검출 회로에서 감지된 신호를 비교논리 회로에

서 설정치와 비교하여 출력신호를 동시논리 회로에 전송한다. 동시논리 회로 출

력신호는 개시논리를 통하여 공학적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ESF-CCS)에 보내게 

되고 이후 구동회로를 통하여 최종 구동기를 작동시킨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검사에서는 ESF-CCS 캐비닛의 전원공급설비, 수동 트

립 및 Reset 기능, 2/4 논리(또는 1/2 논리) 및 시험설비 등에 대한 기능시험을 

통하여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의 결선상태, 작동 및 경보기능 등이 적절히 동작

하는지를 확인한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신호에는 원자로건물 격리작동 신호

(CIAS), 원자로건물 살수작동 신호(CSAS), 주증기 격리신호, 안전주입 작동신호

(SIAS) 및 보조급수 작동신호(AFAS)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신호들에 대하여 

상기 시험을 수행하여 적절성을 확인한다. 다양성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스위치에 

대한 점검은 관련 구동기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공학적안전설비 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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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서 점검한다. 또한 BOP-ESFAS 신호인 핵연료취급지역 비상환기작동신호

(FHEVAS), 원자로건물 퍼지격리작동신호(CPIAS) 및 주제어실 비상환기작동신호

(CREVAS)에 대한 결선상태, 작동 및 경보 기능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고온기능시

험인 공학적안전설비 종합시험 검사에서 점검한다.

2. 검사 대상

가. 핵증기공급계통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NSSS-ESFAS)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예상운전과도사건동안 노심 허용 핵연료 제한치와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초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정된 공정변수에 의하여 필

요한 안전계통을 작동시키고 설계기준사고의 결과를 완화하는 계통이다. 공학적

안전설비작동계통은 핵증기공급계통 작동부분과 보조설비계통 작동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시험과 관련된 주요 설계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작동신호

- 원자로건물격리 작동신호(CIAS)

- 원자로건물살수 작동신호(CSAS)

- 주증기 격리신호(MSIS)

- 안전주입 작동신호(SIAS)

- 보조급수 작동신호(AFAS)

2) 계통구성

- 측정채널

- 비교논리/동시논리 회로

-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개시회로 

2. 안전 설계 사항

가.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4개(또는 2개) 계열의 독립된 논리회로로 구성되며 

각 계열은 전기적,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단일 고장의 발생 시에도 그 기능이 

보장된다.

나.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계열은 Reg. Guide 1.22 요건에 따라 운전 중 시험 

및 보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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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예상운전과도사건 동안 노심 허용 핵연료 제한치

와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초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계통을 작

동시키며 운전원에 의한 수동 조작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라.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의 작동은 사고완화에 충분한 기간동안 이루어지며,

사고조건 또는 운전 상태에 따라 Override 기능을 갖는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ESF-CCS의 전원공급설비가 적절히 설치되어 요구되는 성능을 갖는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패널의 각 지시등 작동상태, 전원공급상태를 확인한다.

나. 수동 트립시험을 확인한다.

다. 각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신호에 대하여 2/4 논리기능의 건전성을 확인한다.

라. 부그룹 동작시험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신호에 대해 관련 기기의 작동을 확인한다.

마. 신호연계 확인

ESF-CCS와 연계되는 계통과의 신호 연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처리계통,

QIAS-N 및 발전소보호계통에 관련 신호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는지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ESF-CCS에 있는 전원공급설비 시험, 수동트립 및 Reset 기능시험, 2/4 논리

시험 및 부그룹 동작시험 등에 대한 기능시험을 통하여 공학적안전설비작동

계통의 결선상태, 작동기능, 경보상태 등이 적절히 동작하는지를 확인한다.

나. 요구되는 시험위치에서 모의신호를 발생시키는지를 확인하고 시험기록이 적절히

기록․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다. 시험초기조건 및 시험장비의 검․교정 상태를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시험에 사용될 시험절차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나. 시험에 사용될 시험설비가 적합한지를 점검한다.

다. 시험 완료후 계통의 복구 상태를 점검한다.

라. 시험과 관련된 ESF-CCS 기능을 숙지한 후 검사에 착수한다.

III. 판정기준

1. 시험절차서가 관련 기준 및 요건을 만족하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시험장비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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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요건에 따라 적절히 검·교정되고, 시험 초기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과 관련된 세부점검결과는 시험 절차서 상의 세부 판정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 27) “원자로 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 38)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 측정

기 검.교정

4.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 7.3절, 14장 

5. KEPIC ENB 1100, "안전계통 설계“

6. KEPIC ENA 3000, "안전계통 단일 고장기준“

7. KEPIC ENB 6350, "안전성 관련 계측기기 설정치“

8. Reg. Guide 1.22, "Periodic Testing Protection System Actuation

Functions"

9. Reg. Guide 1.30,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the Installation,

Inspection, and Testing of Instrumentation and Electrical Equipment"

10. Reg. Guide 1.47, "Bypass and Inoperable Status Indication for Nuclear

Power Plants Safety System“

11. Reg. Guide 1.152, “Criteria for Use of Computers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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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시험 

1. 시험준비 상태 점검

- 시험절차서의 적합성 검토

- 시험관련 계측기기의 검 교정 확인

- 시험초기조건 확인

2. 전원공급설비에 대한 시험결과 

확인

3. 수동트립시험

- NSSS ESFAS 작동

4. 논리 시험

- NSSS ESFAS의 2/4 동시논리 

확인

5. 부그룹 동작시험

- 부그룹 동작신호에 의해 관련 

기기가 정상 작동 확인

6. 신호연계 확인

- IPS, QIAS-N 및 PPS에 상태표시 

및 경보 기능의 정상 작동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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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3.2절 제어봉 제어 및 원자로 출력 급감발계통 시험

주관부서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제어봉제어계통(혹은 디지털제어봉제어계통)은 원자로출력제어계통으로부터 자동 

동작 요구 신호 또는 운전원의 수동 동작 요구 신호를 받아 제어봉집합체를 작동시

키는 제어봉구동장치코일에 전달한다. 노심 반응도 제어를 위해 제어봉의 방향 및 

속도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다. 원자로 출력급감발계통은 초기의 원자

로 출력 급감발에 따른 터빈 및 원자로출력의 균형을 위하여, 그리고 증기발생기 수

위 및 압력을 정상 제어치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터빈으로 제어신호를 제공한다. 원

자로 출력급감발계통은 대형 터빈부하감발 또는 2대의 주급수펌프 상실시 작동하도

록 설계되어 있다.

제어봉제어계통 및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의 주요기능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가. 시험준비 상태 점검

나. 제어봉 인출/삽입 조건에 따른 제어봉 구동장치 권선의 구동신호 적합성 점검

다. 모든 운전모드에 대한 제어봉제어계통의 구동 적절성 점검

라. 제어봉 유지능력의 적절성 확인

마. 제어봉제어계통 연동 신호 및 경보 발생의 적절성 확인

바. 원자로 출력급감발계통의 운전 건전성 확인

2. 검사 대상

가. 제어봉제어계통

나. 원자로 출력급감발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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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제어봉제어계통은 제어봉을 이용한 노심 반응도를 제어하고, 발전소 출력변화에 대

하여 노심의 중성자 준위 및 분포를 제어하는 제어봉집합체를 움직이는 제어봉구동

장치에 구동전원을 공급한다. 제어봉의 방향 및 속도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하

여 제어봉의 위치를 제어(인출, 삽입 및 유지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발전소보호계

통 작동시 모든 제어봉을 낙하시키고,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 작동시 선택된 제어봉 

그룹이 자동으로 낙하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제어봉은 3가지 형태의 제어그룹

(Shutdown Control Group, Regulating Control Group, Part Strength Control

Group)으로 분류되며, 삽입 및 인출을 위해 고속 및 저속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

어 있다. 5개의 운전모드, 즉, 수동순차동작, 자동순차동작, 수동그룹동작, 수동개별

동작 및 대기 모드(AS, MS, MG, MI, SB)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전할 수 있다. 모든 

제어봉에 대한 제어봉제어제한치가 있으며, 이들 제한치에는 상부그룹정지 및 하부

그룹정지 제한치가 포함되어 있다. 정지제어봉 집합체는 수동제어모드인 수동그룹동

작 혹은 수동개별동작 모드에서만 동작가능하다.

제어봉제어계통은 발전소보호계통으로부터 제어봉인출금지신호를 받으며, 이 신호

는 모든 제어봉의 인출동작을 정지시킨다. 이 신호는 운전원에 의해서 우회될 수 있

다.

원자로 출력급감발계통은 대형 터빈부하감발, 터빈정지 혹은 2대의 주급수펌프 상

실과 같은 상당히 큰 발전소 불균형 발생시 원자로 출력을 계단식으로 감소시켜 

일․이차측 불균형을 바로 잡도록 설계된 제어계통이다. 원자로 출력의 계단적 감소

는 미리 선택된 한 개 혹은 2개의 전강도 조절 제어봉집합체 그룹을 노심 속으로 동

시에 낙하시킴으로서 얻어진다.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은 운전중인 주급수펌프 상실 및 증기우회제어계통으로부터

의 원자로 출력감발 요구신호를 각각 2개씩 받는다. 계통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2/2 논리가 필요하며 원자로 출력 급감발에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제어봉집합체 그

룹의 결정은 발전소의 정보처리계통(혹은 발전소감시경보계통) 내의 제어봉집합체 

선택논리를 통해 수행된다. 이 논리는 핵증기공급계통출력, 제어봉 집합체 위치 및 

냉각재 온도를 이용해서 원자로 출력급감발시에 낙하될 제어봉집합체그룹 선택논리

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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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출력급감발계통은 대형 터빈 부하감발 혹은 2대의 주급수펌프 상실을 지시

하는 2/2 동시논리신호를 받아 미리 선정된 제어봉 집합체의 낙하를 개시한다. 원자

로 출력감발시에 낙하되지 말아야 할 제어봉 집합체(부분강도제어봉그룹, 정지그룹 

등)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제어봉제어계통 내에 방지장치가 있으며 필요시에 운전

원에 의해 수동으로 혹은 원자로출력제어계통에 의해 자동으로 제어봉들이 삽입될 

수 있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MG-SET으로부터 각 전력캐비닛에 공급되는 전원 공급의 정상범위 이내임을 확

인해야 한다.

나. 비정상조건 또는 유지 보수시 제어봉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각 코일에 공급되는 

hold bus 전압의 전원 절체가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 제어봉 위치 및 원자로 출력 상태에 따른 각종 연동신호 및 경보가 적절히 발생

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 등과의 연계운전이 적절하여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준비 상태 점검

시험절차서에 시험의 초기조건, 허용기준, 판단기준 등이 적절하게 기재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또한, 시험관련 각종 기기의 준비상태 및 검 교정 유효기간을 확인

하고, 시험을 위한 초기조건을 확인한다.

나. 제어봉 인출/삽입 조건에 따른 제어봉 구동장치 권선의 구동신호 적합성 점검

제어봉 인출/삽입 시 제어봉 구동장치 권선에 인가되는 구동신호가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다. 모든 운전모드에 대한 제어봉제어계통의 구동 적절성 점검

각 제어봉 운전 모드에서의 제어봉 동작의 건전성을 확인한다.

라. 제어봉 유지능력의 적절성 확인

비정상조건 또는 유지 보수시 제어봉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hold bus 기능이 해당 

발전소의 설계에 맞게 적절히 동작하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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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어봉제어계통 연동 신호 및 경보 발생의 적절성 확인

제어봉 위치 및 원자로 출력 상태에 따른 각종 연동신호 및 경보의 적절한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바.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의 운전 건전성 확인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의 작동시 경보 및 지시 기능의 정상 발생여부, 출력급감발 

제어패널에서의 시험 등이 적절히 수행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제어봉 인출/삽입 시 제어봉 구동장치 권선에 인가되는 구동신호의 적합성을 확

인한다.

나. 비정상조건 또는 유지보수시 제어봉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제어봉 유지기능이 

적합하게 작동함을 확인한다.

다. 제어봉 위치 및 원자로 출력 상태에 따른 각종 연동 신호 및 경보발생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라. 원자로출력급감발 신호 발생시 조절 제어봉그룹의 낙하, 터빈셋백/런백 신호발

생 등이 적합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각 제어봉운전모드에 대해 제어봉의 동작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나. 각 설정치 및 조건에서의 각종 연동신호 및 경보의 적절한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관련 절차서 상의 세부 판정기준을 따른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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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 27), “원자로 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 38),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 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3.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7.7절, 14장

4. Digital Rod Control System Technical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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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제어봉제어계통

및 원자로 출력 

급감발계통

1. 시험준비 상태 점검

- 시험절차서의 적합성 검토

- 시험관련 각종 기기의 준비상태 

및 검 교정상태  확인

- 시험을 위한 초기조건 확인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2. 제어봉 인출/삽입 조건에 따른 

제어봉 구동장치 권선의 구동신

호 적합성 점검

- 전류파형의 적합성 확인

3. 모든 운전모드에 대한 제어봉제

어계통의 구동 적절성 확인

- 수동개별, 수동그룹 및 수동연속

모드의 시험 결과 확인

4. 제어봉 유지능력의 적절성 확인

- hold bus 기능 확인 

5. 연동신호 및 경보발생 확인

- LEL(Lower Electrical Limit),

UEL(Upper Electrical Limit),

DRC(Drop Rod Contact),

CMI(CEA Motion Inhibit) 등

- CWP, Bus 저전압

6.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의 운전 건

전성 여부

- 조절 제어봉그룹의 정상 동작

- 터빈셋백/런백, 주급수 펌프 상

실, 증기우회제어계통과의 연계

시험 시 해당 신호 및 경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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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3.3절 계측기 상관성 시험

주관부서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계측기 상관성 시험은 발전소보호계통, 노심보호연산기계통(또는 원자로노심보호계

통), 정보처리계통, 주요변수 지시 및 경보계통-P, 주요변수 지시 및 경보계통-N, 다양

성 지시계통, 정보처리계통 등을 통하여 계측 및 지시되는 각종 공정변수들이 적절한 

상관성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계통별 상온기능검사의 계측기 상관성 시험

은 발전소가 상온인 상태에서 각 공정변수 지시값의 편차가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되

는지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동 시험에서의 측정 대상인 공정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가) 원자로냉각재계통 저온관 온도(RCS Cold-Leg Temperature)

나) 원자로냉각재계통 고온관 온도(RCS Hot-Leg Temperature)

다) 원자로냉각재펌프 차압(RCP Differential Pressure)

라) 원자로냉각재펌프 속도(RCP Speed)

마)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RCS Pressure)

바) 가압기 수위(Pressurizer Level)

사) 증기발생기 수위(S/G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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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증기발생기 압력(S/G Pressure)

자) 증기발생기 1차측 차압(S/G Primary Side Differential Pressure)

차) 원자로용기 차압(Reactor Vessel Differential Pressure)

카) 원자로건물 압력(Containment Pressure)

또한, 이러한 공정 변수값을 취득하는 계통은 아래와 같다.

가) 노심보호연산기계통(또는 원자로노심보호계통)

나) 발전소보호계통

다) 주요변수 지시 및 경보계통-P

라) 주요변수 지시 및 경보계통-N

마) 다양성 지시계통

바) 정보처리계통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이 시험은 계통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아닌, 제어 및 보호 계통에 지시되는 지시

값의 상호 연관성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대상 계통의 기능보다는 측정방법이 

중요하다. 공정변수 값의 측정방법은 정적인 상태 즉, 원자로냉각재의 온도 및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공정 변수값을 노심보호연산기계통(또는 원자로노심보호계

통), 발전소보호계통, 주요변수 지시 및 경보계통-P, 주요변수 지시 및 경보계통-N, 다

양성 지시계통, 정보처리계통 등의 경로를 통하여 측정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모든 시험설비 및 시험 장비들은 적절히 교정되어야 한다.

나. 개별 측정값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조치를 취한다.



- 3 -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 적합성

시험절차서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영기술지침서 등과 일치하도록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초기 조건 유지상태

발전소 상온 상태의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 압력 및 가압기 수위는 안정적인 상

태(예를 들어, 냉각재계통 온도의 경우 ±0.25℃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다. 공정 변수별 측정값의 상관성 

공정 변수별 목표값(Target Value)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 압력 및 가압기 수

위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으로부터 취득된 측정값으로 선정

한다. 각 계통별로 취득한 공정 변수값과 목표값과의 편차가 허용범위 이내인지를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모든 시험설비 및 시험 장비들은 적절히 교정되어야 하고, 정확도는 판정기준에

서 요구하는 범위 안에 교정되었음을 확인한다.

나. 발전소의 상온 상태에서의 초기조건이 적절히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다. 각 계통별로 취득한 공정 변수값과 목표값과의 편차가 허용범위 이내인지를 확

인하고, 이를 벗어나면 적합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시험기간 중 경보, 비정상적인 지시, 잡음, 진동이 생기면,

시험을 중단하고, 조치를 취한 후에 시험을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나. 시간에 따른 발전소의 안정 상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각 공정 변수값을 

취득 시 가급적 4명 이상이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다. 각 공정 변수별 측정값이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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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

라. 계측기 상관성 시험에 대한 검사 방법은 규제경험, 선행호기 대비 설계변경 등

을 고려하여 일부 변수를 선별하여 점검한다.

III. 판정기준

1. 모든 시험설비 및 시험 장비들은 적절히 교정되어야 한다.

2. 각 계통별로 취득한 공정 변수값과 목표값과의 편차는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

며, 만일 이를 벗어나면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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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 검사에 관한 규정”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38),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 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4.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7장,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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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고

계측기 상관성 1. 시험절차서 적합성

- FSAR, 운영기술지침서 등과의 일치

여부 확인

2. 초기 조건 유지상태

- 시험설비 및 시험장비들의 교정상

태 확인

- 상온상태에서의 초기 조건 확인

3. 공정 변수별 측정값의 상관성

- 각 계통별로 취득한 공정 변수값과 

목표값과의 편차가 허용범위 이내

인지 확인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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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3.4절 원자로출력제어계통 시험

주관부서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로출력제어계통(RRS)의 주요 기능은 설정된 제한치 이내에서 터빈 부하 변동

을 추종하기 위하여 원자로 냉각재 온도 및 원자로 출력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원

자로출력제어계통의 신호는 제어봉제어계통(혹은 디지털제어봉제어계통)으로 보내지

며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은 원자로 출력 제어계통으로부터 자동 제어봉 집합체 동

작 요구신호 혹은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의 운전원 조작반으로부터 수동동작 요구

신호를 받아서 제어봉 집합체를 작동시키는 제어봉 구동장치 코일에 전달될 직류펄

스 신호로 변환시킨다.

원자로출력제어계통의 주요기능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가. 시험 준비 상태 점검

나. 원자로 냉각재 평균온도(Tavg) 기능 확인

다. TLI(Turbine Load Index) 기능 확인

라. 원자로출력 1, 2 기능 확인   

마. RRS 요구편차신호, 요구편차신호에 대한 지시값 및 경보 발생 여부 확인

2. 검사 대상

가. 원자로출력제어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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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원자로출력제어계통은 원자로 냉각재 고온관 및 저온관 온도를 평균하여 평균온도

를 계산하고 평균온도에서 기준온도를 빼서 온도편차 신호를 생성한다. 이때, 원자

로출력제어계통은 생성된 온도 편차신호를 보상하기 위하여 제어채널의 중성자속 신

호에서 터빈부하지수 신호를 분석하여 제어봉 집합체가 고속 혹은 저속으로 움직여

야 할지를 결정하며 제어봉 집합체 속도 프로그램 계산결과는 주제어반의 상태표시

등으로 전달된다.

원자로출력제어계통은 제어봉 집합체 운전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부하에 선형함

수로 나타나는 터빈부하지수 신호와 원자로 냉각재 온도신호를 받는다. 터빈부하지

수 신호는 기준온도 프로그램으로 입력되어 원자로 냉각재 온도가 추종해야 하는 기

준온도를 환산한다. 즉, 터빈출력은 원자로출력제어계통 기준온도(Tref)로 입력받고,

원자로 출력은 원자로 평균온도(Tavg)로 입력받아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어봉

제어계통에 CEA 동작 요구신호, 가압기수위제어계통(PLCS)에 가압기 수위 설정치 

관련 신호, 증기우회제어계통(SBCS)에 TLI 신호, 원자로 평균온도신호, 원자로 출력

신호를 각각 보낸다.

이러한 신호들은 주제어실 지시설비에 지시하게 되며 설정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경보신호를 발생시킨다. 만약 온도편차신호가 크면, 즉 원자로냉각재 평균온도가 기

준온도보다 설정치 이상으로 높으면 자동인출방지(AWP)신호가 발생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원자로출력제어계통은 설정된 제한치 내에서 터빈부하변동을 추종하여 원자로냉

각재온도 및 원자로출력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원자로냉각재 평균온도가 기준온도보다 설정치 이상으로 높으면, 자동인출금지

(AWP) 신호가 발생하여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 준비 상태 점검

해당 시험절차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시험관련 계측기기의 검·교

정 상태, 시험 초기조건 등의 시험준비 상태가 적합한지 확인·점검한다. 제어기기

의 초기 점검사항으로 상태표시와 MTP의 정상여부를 확인하고, FPD(Flat Panel

Display)에 경보가 적합하게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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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로 냉각재 평균온도(Tavg) 기능 확인

MTP에서 냉각재 평균온도(Tavg)의 입력 상태에 대한 점검은 기준 입력신호에 대

한 출력 환산 온도 값이 적합하게 입력되는지, X, Y 채널에서 Tavg1을 선택할 경우,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다. TLI(Turbine Load Index) 기능 확인

TLI상태는 입력신호를 주입할 때, 정상 출력 값을 MTP 및 SBCS에서 지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라. 원자로출력 1, 2 기능 확인  

원자로 출력 상태의 점검은 입력신호를 주입할 때, 정상 출력 값을 MTP 및 SBCS

에서 지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마. RRS 요구편차신호, 요구편차신호에 대한 지시값 및 경보 발생 여부 확인

제어신호의 점검은 터빈출력 기준신호와 원자로 평균온도 차이를 모의하여 신호를 

주입할 경우, 요구 편차신호에 대한 지시값 및 경보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모든 시험 설비 및 시험 장비들은 교정 유효기간 안에 교정되어야 하고, 정밀

도도 판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범위 안에 교정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나. 원자로 제어 관련 입력신호들은 해당 경보계통 및 지시설비에 판정기준인 허

용기준 이내로 작동 및 지시되어야 한다.

다. 원자로 제어계통의 출력신호들은 관련 제어계통 지시설비에 판정기준인 허용

범위 이내에 작동 및 지시되어야 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절차서에 포함된 계측기를 해당 도면에서 확인하여 모든 계측기가 포함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나. 상기 계측기가 판정기준에서 요구하는 정확도 범위 안에 작동 및 지시되는지

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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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판정기준

1. 원자로출력제어계통 시험과 관련된 각종 점검내용은 시험 절차서 상의 세부 판정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 제31조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 27) “원자로 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 38),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 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4.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7.7절,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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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원자로출력제어

계통

1. 시험준비 상태 점검

- 시험절차서의 적합성 검토

- 시험관련 계측기기의 검 교정 

확인

- 시험을 위한 초기조건 확인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2. MTP에서 냉각재 평균온도

(Tavg)의 입력상태 확인

- 입력 신호에 대한 출력 환산 

온도값의 적합성 확인

3. TLI 기능 확인

- 입력 신호에 비례하는 출력값

을 MTP 및 SBCS에서 지시하

는지 여부 확인

4. 원자로 출력 1, 2 기능 확인

- 입력 신호에 비례하는 출력값

을 MTP 및 SBCS에서 지시하

는지 여부 확인

5. RRS 요구편차신호, 요구편차

신호에 대한 지시값 및 경보

발생여부 확인

- 요구 편차신호에 대한 지시값 

및 경보 발생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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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3.5절 다양성보호계통 시험

주관부서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다양성보호계통(다중보호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다

양성보호계통)의 규제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원자로보호계통의 기

능을 보완하여야 한다. 다양성보호계통은 원자로 정지 및 보조급수 작동을 개시하기 

위해 원자로보호계통과는 독립되고 다양한 작동논리를 사용한다.

다양성보호계통의 입력변수는 계측제어계통에서의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결과에 

따라 가변적이며 대표적인 변수로서 가압기 압력, 원자로건물 압력 및 증기발생기 수

위가 있다. 다양성보호계통은 가압기 압력 또는 원자로건물 압력이 미리 설정된 값을 

초과할 경우 원자로 정지를 개시하거나 증기발생기 수위가 미리 설정된 수위 이하로 

떨어질 때 보조급수 작동을 개시하기 위해 1/2 또는 2/2 논리회로를 사용하는 두 채

널로 구성된 비안전등급 계통이다. 터빈 정지는 원자로보호계통 혹은 다양성보호계통

으로부터 원자로 정지가 작동될 때 일어난다.

다양성보호계통은 설계기준에서 규정한 모든 조건에서 최소성능요건과 신뢰도요건

을 만족하면서 다양성 정지 및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원자로정지불능 예

상과도상태(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이하 ATWS) 완화계통 및 기기의 

기능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다양성보호계통)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원자로보호계통과는 다양성을 지니고 독립된 감

지기 출력에서부터 제어봉 전원차단기까지 설계된 정지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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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고, 보조급수와 터빈트립을 자동으로 개시하기 위해 설계된 계통이 정상적으

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다양성보호계통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다양성보호계통의 기능은 ATWS로 인해 발전소 이차계통의 열 제거 능력이 저하되거

나 상실되는 경우, 노심의 열 생성율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열 제거 능력간의 불일치 

때문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대사고로 진행될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양성보호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다양성보호계통)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크게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기존 원자로보호계통과는

다양성을 지니고 독립된 감지기 출력에서부터 제어봉 전원차단기까지 설계된 정지계

통이며, 다른 하나는 보조급수와 터빈트립을 자동으로 개시하는 계통이 포함되어 있

다.

다양성보호계통은 발전소 운전상태가 안전하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력

변수를 감시하고, 각각의 입력변수가 정해진 설정치에 도달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원

자로를 정지시키고 보조급수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계측기, 신호변환장치, 논리회로 및 

기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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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설계 사항

가. 다양성보호계통은 감지기 출력에서 최종작동장치에 이르기까지 원자로보호계통

과는 독립되고 다양한 설비로 설계되어야 한다.

나. 다양성보호계통은 원자로보호계통의 정지 및 작동조건이 초과된 이후에 개시하

도록 설정치가 설정되어야 하며 허용시간 이내에서 작동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야 한다.

다. 다양성보호계통은 채널 점검, 예상되는 드리프트, 그리고 신뢰도 요건을 기초로 

하여 주기적 시험, 보수, 감시활동 및 교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준비 상태 점검

해당 시험절차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시험장비의 검·교정 상태,

시험 초기조건 등의 시험준비 상태가 적합한지 확인·점검한다.

나. 다양성보호계통 회로 및 동작 점검

다양성보호계통을 구성하는 비교논리, 동시논리 및 우회논리 회로, 원자로정지개

시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가를 확인·점검한다. 그리고 다양성보호계통의 개

시신호에 의하여 보조급수 작동신호를 생성하는 비교논리, 동시논리 및 우회논리 

회로, 작동신호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가를 확인·점검한다.

다. 설정치 및 경보 점검

다양성보호계통의 설정치 표시와 변경 기능 및 경보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가를 확인·점검한다.

라. 응답시간 점검

다양성보호계통의 응답시간을 측정하여 시험결과의 만족여부를 확인·점검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다양성보호계통을 구성하는 비교논리, 동시논리 및 우회논리 회로, 원자로정지개

시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가를 확인·점검한다.

나. 다양성보호계통의 개시신호에 의하여 보조급수 작동신호를 생성하는 비교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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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논리 및 우회논리 회로, 작동신호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가를 확인·점검

한다.

다. 다양성보호계통의 응답시간을 측정하여 시험결과의 만족 여부를 점검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설계 특이사항들과 심층방어 및 다

양성 평가내용 등이 고려되어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소프트웨어 계통에 대한 품질보증 활동 등에 대해서 관련 절차서 내용에 적절하

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1. 시험절차서가 관련 기준 및 요건을 만족하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시험장비는 관련 

요건에 따라 적절히 검·교정되고, 시험 초기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다양성보호계통을 구성하는 비교논리, 동시논리 및 우회논리가 정상적으로 동작되

어야 하고 다양성을 지닌 독립된 제어봉 전원 차단기는 정상적으로 트립 동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성보호계통의 개시신호에 의하여 보조급수 작동신호를 생성

하는 비교논리, 동시논리 및 우회논리가 정상적으로 동작되어야 하고, 보조급수 

작동신호는 보조급수펌프작동회로에 입력되어 동작이 개시되어야 한다.

3. 다양성보호계통의 트립 설정치의 표시와 변경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되어야 

하고, 경보발생 조건에 따라 경보가 발생되어야 한다.

4. 다양성보호계통의 응답시간을 측정하여 시험결과가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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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다양성보호계통)

2. 원자력안전위윈회고시 (원자로. 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3. 원자력안전위윈회고시 (원자로. 38),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4.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7.8절

5. KEPIC ENF 1100 전력, 계측 및 제어기기 시험과 검사요건 

6. KEPIC ENB 1100 안전계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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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검 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다양성 보호

계통

1. 시험준비 상태 점검

- 시험절차서의 적합성 검토

- 시험관련 계측기기의 검

교정 확인

- 시험을 위한 초기조건 확인

2. 다양성보호계통 회로 및 

동작점검 

- 비교/동시/우회 논리 시험

- 원자로정지 동작

- 보조급수 동작

3. 설정치 및 경보 점검

- 설정치 표시 및 변경확인

- 경보확인

4. 응답시간 점검

-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허용

시간이내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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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3.6절 발전소보호계통 응답시간 측정시험

주관부서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로보호계통은 핵증기공급계통의 상태를 다중 채널별로 다양한 변수에 대하여 

감시하며, 만약 채널별로 감시된 동일 변수의 상태가 정해진 설정치에 도달하면 정확

하고 신속하게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데 필요한 감지기, 연산기, 논리회로 및 기타 기

기로 구성된다. 계통의 기능은 예상운전과도사건(AOO)시에 노심 핵연료설계제한치 및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를 보호하고 어떤 설계기준사고시에 사고완화를 보조하

기 위한 것이다. 제어봉집합체의 위치측정 채널을 제외하고는 트립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각각의 변수에 대하여 전기적이고 물리적으로 격리된 4개의 측정채널이 제공

된다. 비교논리 프로세서(bistable processor)들은 측정채널 변수값이 설정치를 초과하

면 트립신호를 발생시키며, 4개의 발전소보호계통 채널 내의 동시논리 프로세서(local

coincidence logic processor)에 트립신호를 제공한다. 동시논리 프로세서는 4 채널 각

각에서의 비교논리 트립신호와 관련 우회신호 상태를 판단하여 동시논리 트립을 결정

한다. 동시논리 트립신호는 원자로정지차단기계통 혹은 공학적안전설비를 작동시키는 

신호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트립신호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변수에 대해서 2개

의 비교논리에서 동시에 트립신호가 발생하여야 한다. 4개 채널중 한 채널은 예비용으

로서 시험이나 보수를 위해 우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2/3의 동시논리로 구성된다.

발전소보호계통의 감시와 시험, 그리고 보수활동은 보수시험반과 연계시험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주제어실에서는 원격제어모듈을 이용하여 상태정보를 

감시할 수 있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발전소보호계통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설계기준사건시 그 사고의 결과를 허용치 이내로 완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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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해 공학적안전설비를 작동시키는 신호들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전기, 기계장

치 및 회로로 구성된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감시변수가 보호동작이 요구되는 

상태에 도달하면 다음과 같은 작동신호들을 발생시킨다.

가. 원자로건물격리작동신호 (CIAS)

나. 원자로건물살수작동신호 (CSAS)

다. 주증기격리신호 (MSIS)

라. 안전주입작동신호 (SIAS)

마. 보조급수작동신호 (AFAS)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기기 회로는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또는 운전원으로부터 작동

신호를 받는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신호는 자동으로 공학적안전설비를 동작시키

며 기기들을 위한 제어회로는 적절한 공학적안전설비 운전을 위한 순서를 제공한다.

이 시험의 목적은 발전소보호계통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응답시간 요건

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계통의 총 응답시간은 구성 기기별로 

측정된 응답시간을 합산하여 계산된다. 기기별 응답시간은 인접 구성 기기와 상호 중

첩되게 측정되어야 한다.

2. 검사 대상

가. 발전소보호계통 감지기

나. 발전소보호계통 캐비닛

다. 원자로트립 스위치기어

라. 공학적안전설비 최종 구동기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발전소보호계통은 예상운전과도사건(AOO) 및 설계기준사고(DBA)의 결과를 허용치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계통이다. 발전소보호계통은 안전관련 발전소 변수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감시변수가 설정된 값에 도달하면 적시에 자동으로 보호기능을 

동작함으로써 노심 및 냉각재계통 압력경계의 건전성을 보장하고, 사고시 소외 방사선

량율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고 방지 및 사고결과의 완화 등과 같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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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발전소보호계통은 다음의 변수들을 측정한다.

가. 핵증기공급계통과 원자로건물에 관련된 다양한 압력, 수위 및 온도 변수들을 감

시한다.

나. 제어봉 집합체의 위치를 측정하여 원자로보호계통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다. 노외 중성자속을 측정하여 원자로보호 및 정보표시로 사용한다.

라. 각 펌프를 통과하는 원자로 냉각재의 유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각 원자로 냉각재

펌프 모터의 속도를 측정한다.

마. 각 보호채널 마다 1개씩 4개의 독립된 노심보호연산기계통(원자로노심보호계통)을

이용하여 핵비등이탈률 및 국부출력밀도를 계산하여 트립 설정치와 비교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각 변수별 발전소보호계통 응답시간 요건을 만

족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예상운전과도사건 및 설계기준사고시 우수한 정밀도 및 신뢰도를 가지고 자동으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이 계통내의 어떤 단일고장도 계통 수준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전계통에 적용되는 품질보증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마. 시험은 보호계통에서 요구하는 전반적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실

제에 가깝게 수행되어야 하며, 자동 및 수동 회로의 운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바. 운전우회가 가능해야 하며 허용 설정치를 벗어날 경우 자동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운전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는 주제어실에 지시되어야 한다. 운전우회 기능

은 행정적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 보호계통은 한번 작동 개시되면 계통수준의 보호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진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아. 보호동작을 수동 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설정치 조정, 교정, 시험 등을 수행 시 보호계통 기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통

제하기 위한 수단이 갖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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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 적합성

시험절차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기기별 응답시간

발전소보호계통의 감지기, 캐비닛 등과 같은 구성 기기별 응답시간을 확인한다.

다. 원자로보호계통 총 응답시간

원자로보호계통의 다음과 같은 변수별 총 응답시간을 확인한다.

- 가압기 저압력

- 가압기 고압력

- 증기발생기 저수위

- 증기발생기 고수위

- 증기발생기 저압력

- 격납건물 고압력

- 원자로냉각재 저유량

- 고 국부출력밀도 

- 저핵비등이탈율

- 노외중성자속

라.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총 응답시간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의 다음과 같은 변수별 총 응답시간을 확인한다.

- 가압기 저압력

- 원자로건물 고압력

- 원자로건물 고-고압력

- 증기발생기 저압력

- 증기발생기 저수위

- 증기발생기 고수위

- 주제어실 비상환기 작동신호

- 핵연료건물 비상환기 작동신호

- 원자로건물 퍼지 격리신호

- 4.16 kV 비상모선 전압상실/전압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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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중점 사항

가. 원자로보호계통 및 공학적안전설비의 총 응답시간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의 최종 구동기 응답시간은 다음 상태에 이를 때까지 측

정한다.

- 밸브 : 밸브동작이 완료될 때

- 펌프 : 펌프의 토출 압력이 평형상태에 이를 때

다. 응답시간 측정을 중첩시험에 의해 수행될 때, 감지기부터 최종구동기까지 지연시

간측정이 요구되는 모든 기기의 측정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

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시험절차서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영기술지침서, 설정치 계산문서 등을 만

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시험절차서가 관련 불일치사항(NCR, FCN, SCN, TCN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응답시간측정장비에 대한 교정작업이 사용설명서의 교정 및 시험절차에 따라 적

절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한다.

라. RTD 취외시 하부 TIP 부분의 용접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마. RTD 및 Excore Detector의 응답시간은 절차서에 명시된 운전조건을 만족할 때 

측정할 수 있다.

바. 발전소보호계통 응답시간에 대한 검사 방법은 규제경험, 선행호기 대비 설계변

경 등을 고려하여 일부 변수를 선별하여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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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판정기준

1. 발전소보호계통의 구성 기기별 응답시간이 절차서 및 제작사 사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원자로보호계통 및 공학적안전설비의 변수별 총 응답시간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

서에 명시된 응답시간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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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교정에 관한 규정

4.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7장,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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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발전소보호계통

응답시간 

1. 시험절차서 적합성

- FSAR, 운영기술지침서 등과 

일치여부 확인

2. 기기별 응답시간

- 발전소보호계통 구성 기기별 응

답시간이 절차서 및 제작사 사

양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3. RPS 총 응답시간

- 원자로보호계통의 각 변수별 

총 응답시간이 최종안전성분

석보고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

4. ESFAS 총 응답시간

-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의 각 

변수별 총 응답시간이 최종안

전성분석보고서 요건을 만족

하는지 확인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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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3.7절 발전소 보호계통 시험

주관부서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발전소보호계통의 원자로보호계통은 감지기, 비교회로, 논리회로 및 기타 기기 등

으로 구성되며, 핵증기공급계통의 변수들을 감시하고, 감시변수가 설정치에 도달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원자로보호계통의 기능은 설계기준사고시에 

노심 핵연료설계제한치 및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를 보호하고 어떤 가상사고시

에 사고완화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제어봉집합체의 위치측정 채널을 제외하고는 트

립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각각의 변수에 대하여 전기적이고 물리적으로 격리된 4

개의 측정채널이 제공된다. 비교논리 프로세서는 측정채널 변수값이 설정치를 초과하

면 트립신호를 발생시키며, 4 개의 발전소보호계통 채널 내의 동시논리 프로세서에 트

립신호를 제공한다. 동시논리 프로세서는 4 채널 각각에서의 비교논리 트립신호와 관

련 우회신호 상태를 판단하여 동시논리 트립을 결정한다. 동시논리 트립신호는 원자로

정지차단기계통 혹은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의 작동신호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트립

신호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2 개의 비교논리에서 동시에 트립신호가 발생하여

야 한다. 4 채널 중 한 채널은 예비용으로서 시험이나 보수를 위해 우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2/3의 동시논리로 구성된다. 발전소보호계통의 감시와 시험, 그리고 보수활동

은 보수시험반과 연계시험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주제어실에서는 

운전원모듈을 이용하여 상태정보를 감시할 수 있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발전소보호

계통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설계기준사고시 그 사고의 결과를 허용치 이내로 완화시

키기 위해 공학적안전설비(ESF)를 작동시키는 신호들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전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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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장치 및 회로로 구성된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감시변수가 보호동작이 요구되

는 상태에 도달하면 다음과 같은 작동신호들을 발생시킨다.

가. 원자로건물격리작동신호 (CIAS)

나. 원자로건물살수작동신호 (CSAS)

다. 주증기격리신호 (MSIS)

라. 안전주입작동신호 (SIAS)

바. 보조급수작동신호 (AFAS)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기기 회로는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또는 운전원으로부터 작

동신호를 받는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신호는 자동으로 공학적안전설비를 동작시

키며 기기들을 위한 제어회로는 적절한 공학적안전설비 운전을 위한 순서를 제공한다.

동 시험의 목적은 발전소보호계통을 구성하고 있는 전원공급 장치, 비교논리 프로세

서, 동시논리 프로세서, 개시회로 등의 작동과 발전소보호계통에 설계되어 있는 경보,

수동트립, 시험 인터록, 운전우회 등과 같은 기능을 점검하여, 이 계통이 정상적인 운

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가. 시험준비 상태 점검

나. 발전소보호계통 캐비닛 점검

다. 공정 입력변수 및 설정치 점검

라. 수동트립 기능 점검

마. 비교논리/동시논리 동작 점검

바. 개시회로 점검

사. 운전우회 점검

아. 연동회로 점검

2. 검사 대상

가. 발전소보호계통

II. 검사 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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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기능

발전소보호계통은 예상운전과도사건(AOO) 및 설계기준사고(DBA)의 결과를 허용치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계통이다. 발전소보호계통은 안전관련 발전소 변수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감시변수가 설정된 값에 도달하면 적시에 자동으로 보호기능을 

동작함으로써 노심 및 냉각재계통 압력경계의 건전성을 보장하고, 사고시 소외 방사선

량율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고 방지 및 사고결과의 완화 등과 같은 기

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발전소보호계통은 다음의 변수들을 측정한다.

가. 핵증기공급계통과 원자로건물에 관련된 다양한 압력, 수위 및 온도 변수들을 감

시한다.

나. 제어봉 집합체의 위치를 측정하여 원자로보호계통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다. 노외 중성자속을 측정하여 원자로보호 및 정보표시로 사용한다.

라. 각 펌프를 통과하는 원자로 냉각재의 유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각 원자로 냉각재

펌프 모터의 속도를 측정한다.

마. 각 보호채널 마다 1개씩 4개의 독립된 노심보호연산기계통(또는 원자로노심보호

계통)을 이용하여 핵비등이탈률 및 국부출력밀도를 계산하여 트립 설정치와 비

교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각 변수별 발전소보호계통 응답시간 요건을 만

족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예상운전과도사건 및 설계기준사고시 충분한 정밀도 및 신뢰도를 가지고 자동으

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이 계통내의 어떤 단일고장도 계통 수준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전계통에 적용되는 품질보증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마. 시험은 보호계통에서 요구하는 전반적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실

제에 가깝게 수행되어야 하며, 자동 및 수동 회로의 운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바. 운전우회가 가능해야 하며 허용 설정치를 벗어날 경우 자동 제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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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운전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는 주제어실에 지시되어야 한다. 운전우회 기능

은 행정적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 보호계통은 한번 작동 개시되면 계통수준의 보호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진행되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아. 보호동작을 수동 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설정치 조정, 교정, 시험 등과 같은 보호계통 기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통제하

기 위한 수단이 갖춰져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준비 상태 점검

해당 시험절차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시험장비의 검·교정 상태,

시험 초기조건 등의 시험준비 상태가 적합한지 확인·점검한다.

나. 발전소보호계통 캐비닛 점검

입출력 및 캐비닛의 전원 공급 및 채널간 광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확인한다. 또

한, 캐비닛의 상태점검용 경보기능(예, 문열림, 전원공급기 상태, 냉각팬 고장 등)

을 확인한다.

다. 공정 입력변수 및 설정치 점검

공정 입력신호 및 접점신호의 건전성 및 정확성을 확인한다. 또한, 설정치(고정

설정치 및 가변설정치)의 설정값 및 지시값을 확인한다. 보수시험반에 지시되는 

값과 주제어실의 정보처리계통에서 표시되는 값의 차이는 허용치 이내여야 한다.

라. 수동트립 기능 점검

수동트립 기능이 있는 주제어실, 원격정지실 및 보수시험반에서 수동트립기능을 

확인한다.

마. 비교논리 및 동시논리 동작 점검

고정/가변/접점 정지 설정치 변수들에 대하여 우회, 예비트립, 트립 기능을 확

인한다. 또한, 각 공정변수들에 대해 동시논리 및 수동 공학적안전설비 개시논리

를 시험한다.

바. 개시회로 점검

저전압(Under Voltage) 및 분로(Shunt) 트립 개시회로의 기능을 점검한다.

사. 운전우회 점검

고 대수출력준위 운전우회, 가압기 저압력 운전우회 및 노심보호연산기(고 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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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밀도(High LPD) & 저 핵비등이탈률(Low DNBR)) 운전우회에 대한 기능을 

확인한다.

아. 연동회로 점검

노외중성자속 안전채널 이상시 보수시험반 및 평면표시기(FPD)에서 고 국부출력

밀도 및 저 핵비등이탈률 신호가 발생함을 확인한다. 또한, 발전소보호계통에서 

고 국부출력밀도와 저 핵비등이탈률 트립신호 우회시 노심보호연산기 시험이 가

능함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발전소보호계통을 구성하는 비교논리, 동시논리 및 우회논리 회로, 원자로정지개

시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가를 확인·점검한다.

나. 발전소보호계통 캐비닛의 신호입력회로, 전원공급기, 광통신 연계를 확인·점검한

다.

다. 발전소보호계통의 수동 원자로 정지 및 수동 공학적안전설비 작동 기능을 점검

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운전우회의 수동 개시 이후 허용 설정치를 벗어나면 우회가 자동적으로 제거됨

을 확인한다.

나. 시험에 사용될 시험장비가 검교정되어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를 점검한

다.

III. 판정기준

1. 시험절차서가 관련 기준 및 요건을 만족하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시험장비는 관련 

요건에 따라 적절히 검·교정되고, 시험 초기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발전소보호

계통과 관련된 세부점검결과는 시험 절차서 상의 세부 판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

다.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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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원자로보호계통 1. 시험준비 상태 점검

- 시험절차서의 적합성 검토

- 시험관련 각종 기기의 준비상

태 및 검 교정 상태 확인

- 시험을 위한 초기조건 확인

2. 발전소보호계통 캐비닛 점검

- 전원공급기 전원 교정

- 광통신 연계 점검

- 캐비닛 문열림 경보 등 경보

기능 확인

3. 공정입력변수 및 설정치 점검

- 공정입력 및 접점신호의 건전

성 확인

- 입력변수 설정치 및 지시값 

확인

4. 수동트립 기능 점검

- 주제어실, 원격정지실 및 보수

시험반에서의 수동트립 기능 

확인

5. 비교논리 동작 점검

- 고정/가변/접점입력 신호에 

의한 비교논리 동작 점검

- 동시논리에 의한 원자로 트립 

및 수동 ESF 개시 기능 확인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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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원자로보호계통

6. 개시회로 점검

- Under Voltage 및 Shunt Trip

개시회로의 기능 점검 

7. 운전우회 점검

- HI LOG PWR 운전우회

- 가압기 저압력신호 운전우회

- High LPD & Low DNBR 운

전우회

8. 연동회로 점검

- ENFMS 안전채널 이상시  

High LPD 및 Low DNBR 신

호가 발생

- PPS에서 High LPD와 Low

DNBR 트립신호 우회시 

CPCS 시험이 가능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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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3.8절 부적절한 노심냉각 감시계통 시험(I)

주관부서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부적절한 노심냉각감시계통(Inadequate Core Cooling Monitoring System, ICCMS)

은 TMI(Three mile island) 원전사고 이후 보완조치의 하나로, 원자로심 및 원자로냉

각재계통의 온도와 압력 및 수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원자로 냉각재 수위, 원

자로 핵연료 출구 온도 및 과냉각 여유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설계기준사고 및 그 이후에 운전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

련 지시계통이다.

부적절한 노심냉각 진행과정을 감시하기 위한 계측 감지기는 (1) 고/저온관 저항

온도검출기, (2) 가압기 압력 감지기, (3) 열전대를 사용한 원자로 용기 수위 감지기,

그리고 (4) 노심출구열전대 등으로 구성된다. 저항온도검출기와 열전대의 비가열접점

열전대 및 압력 감지기 신호들은 과냉각 상실과 포화발생, 그리고 노심 노출 후 과

냉각 조건의 형성 등을 지시하기 위해서 서로 결합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부적절한 노심냉각 감시계측기의 지시기능은 노심 열제거 안전기능이 수행되고 있

는지 운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원 보조기능을 제공하며, 운전원이 이용 가능

한 부적절한 노심 냉각감시 계측기의 지시 자료들은 (1) 핵연료 정열판 위로 냉각재 

재고량의 수위 증가여부, (2) 원자로 용기와 원자로 냉각재계통 배관내의 과냉각도 

증가여부, 또는 (3) 노심 출구 증기 과열상태의 감소여부 등에 대한 정보이다. 운전

원은 정적표시 및 추이표시를 통해서 사건진행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부

적절한 노심냉각 정보의 추이 표시자료를 사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수행되는 

완화조치에 대한 성공 여부를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다.

본 계통에 대한 성능검사 내용은 ICCMS의 입력단자에 모의 신호를 주고 ICCMS

의 표시설비인 주요변수 지시 및 경보계통-P에서 그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ICCM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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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작동상태 및 건전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2. 검사 대상

가. 과냉각 여유도 감시계통(Subcooled Margin Monitoring System, SMMS)

나. 원자로용기 수위 감시계통(Reactor Vessel Level Monitoring System, RVLMS)

다. 노심출구 온도 감시계통(Core Exit Temperature Monitoring System, CETMS)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ICCMS는 원자로 용기 내의 냉각재 수위, 노심 출구온도, 과냉각 여유도 등과 같

은 정보를 제공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설계기준사고 및 그 이후에 운전원이 적절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궁극적으로 노심 용융사고로의 진행을 사전에 막아

주기 위한 설비이다. ICCMS는 사용 목적에 따라 과냉각 여유도 감시계통(SMMS),

원자로용기 수위 감시계통(RVLMS), 핵연료 출구온도 감시계통(CETMS) 등 3가지 단

위계통으로 구성된다.

가. 과냉각 여유도 감시계통

과냉각 여유도는 온도-압력 곡선도를 이용하여 가압기 압력에 해당하는 계산된 포

화온도와 실제 온도와의 차이로부터 과냉각 또는 과열 여유도(Temperature Margin)

를 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실제온도로부터 환산한 포화 증기압 신호와 가압기 압력

과의 편차를 계산하고 압력 여유도(Pressure Margin)를 구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중 

과냉각 여유도 감시기는 사고 초기에, 즉 원자로 용기내에 냉각수 재고량이 아직은 

충분한 상황에서 원자로 용기 내부는 물론 냉각재 고온관 및 저온관을 감시한다. 이

를 위한 기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1) 고/저온관 저항온도검출기 신호를 가압기압력 신호와 비교하여 원자로냉각재 배

관내 과냉각여유도를 감시한다.

(2) 원자로용기 수위계측용 열전대계통의 비가열접점열전대 신호와 가압기압력 신호

를 비교하여 원자로용기 상부구조물 과냉각여유도를 감시한다.

(3) 노심출구온도 열전대(Core Exit Thermocouple, CET) 신호들의 산술평균에 의한 

대표값과 개별신호들을 비교하여 핵연료 집합체 전부위의 과냉각여유도를 감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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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로 용기 수위 감시계통

원자로 용기 수위는 제어봉구동장치(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 설치용 

예비구멍에 설치된 가열접점열전대(Heated Junction Thermocouple, HJTC) 검출기 

집합체를 통해 검출된다. 이 HJTC 검출기 집합체는 계열 A, B로 분리․설치되며,

각 계열에는 8개의 HJTC가 설치되어 있어, 원자로용기 상부 덮개로부터 핵연료 집

합체까지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다. HJTC 구성은 정상운전 상태에서는 서로 인접

한 두 개의 열전대(가열접점열전대, 비가열접점열전대)가 냉각수에 잠겨 있어, 두 열

전대사이의 유기전압이 극히 적게 나타나지만, 열전대가 냉각수 밖으로 노출되는 비

정상 상태에서는 두 열전대 사이의 유기전압이 큰 값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이용하여 

HJTC이 설치된 위치에 냉각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려준다. 한편, HJTC에서 유기

된 전압정보는 주요변수 지시 및 경보계통-P에서 분석․처리되며, 그 결과인 원자로

용기 수위 정보가 지시기, 기록계, 경보기 등에 전달된다.

다. 노심출구온도 감시계통

핵연료 출구온도는 노내 중성자속 감시용 핵 계측관(Incore Flux Thimble) 최종단

에 설치된 열전대를 통해 검출된다. 노내 핵계측관 최종단은 핵연료 유효출력 위치

와 근접하여 설치되므로, 해당 핵연료 집합체에 대한 정확한 출구온도 측정이 가능

하다.

2. 안전 설계 사항

ICCMS는 사고후 감시계통에 포함되는 계통으로서 Regulatory Guide(이하 "RG")

1.97의 설계 및 검증 기준에 따라 설계 및 설치되었으며 NUREG 0737 Enclosure

II.F.2에 제기된 성능요건을 만족한다. 기타 부적절한 노심냉각 감시계측기의 주요 설

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부적절한 노심냉각과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연속적인 감시신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운전원에게 부적절한 노심냉각 상태로의 접근에 대한 예비 경보신호를 제공하

여야 한다.

다. 정상운전에서 노심 노출까지의 부적절한 노심냉각 전 범위를 감당하는 계측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높은 이용도를 확보하기 위한 다중 계측채널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운전원에게 신뢰성 있고, 쉽게 이해되며,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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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준비 상태 점검

해당 시험절차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시험관련 계측기기의 검·교

정 상태, 시험 초기조건 등의 시험준비 상태가 적합한지 확인·점검한다.

나. ICCMS 입력 처리기능 점검

본 시험의 목적은 ICCMS 입력 단자에 전압 신호를 인가하여 ICCMS의 건전성 및 

적합한 처리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시험에서는 고/저온관 저항온도검출기,

원자로용기 수위측정용 열전대, 노심출구열전대, 가압기압력 감지기 등에 입력신호

를 인가하여 신호 처리 결과가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다. ICCMS 계산 및 지시기능 점검

본 시험의 목적은 ICCMS를 구성하는 포화 여유도 감시, 원자로용기 수위 감시 및 

노심출구온도 감시 기능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시험에서는 노심출구열

전대, 가압기압력 감지기, 고/저온관 저항온도검출기 및 원자로용기 수위측정용 열

전대 등의 입력신호 조건에 대해서 ICCMS 계통의 계산 결과가 허용기준을 만족

하는지를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고/저온관 저항온도검출기, 원자로용기 수위측정용 열전대, 노심출구열전대, 가압

기압력 감지기 등에 입력신호를 인가하여 신호 처리 결과가 허용기준을 만족하

는지 확인한다.

나. 노심출구출구열전대, 가압기압력 감지기, 고/저온관 저항온도검출기 및 원자로용

기 수위측정용 열전대 등의 입력신호 조건에 대해서 ICCMS 계통의 계산 결과가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시험에 사용될 시험절차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나. 시험에 사용될 시험 계측설비가 검·교정되어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 있는가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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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한다.

다. 시험 완료 후 계통의 복구 상태를 점검한다.

III. 판정기준

1. 시험절차서가 관련 기준 및 요건을 만족하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시험용 계측기는 

관련 요건에 따라 적절히 검·교정되고, 시험 초기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고/저온관 저항온도검출기, 원자로용기 수위측정용 열전대, 노심출구열전대, 가압

기압력 감지기 등에 입력신호를 인가하여 신호 처리 결과가 허용 기준을 만족하

여야 한다.

3. ICCMS를 구성하는 포화 여유도 감시, 원자로용기수위 감시 및 노심출구 온도 감

시 기능이 정상이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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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부적절한노심

냉각계통(ICC

MS)

1. 시험준비 상태 점검

- 시험절차서의 적합성 검토

- 시험관련 계측기기의 검 교정 

확인

- 시험을 위한 초기조건 확인

2. ICCMS 입력 처리기능 점검

- 원자로냉각재 온도 점검

- 열전대 점검

- 노심출구온도 점검

-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점검

3. ICCMS 계산 및 지시기능 점검

- 노심출구온도 점검

- 열전대 점검

- 포화여유도 점검

- 원자로수위감시 점검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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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3.9절 가압기 압력, 수위제어 시험

주관부서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가압기 제어계통은 전열기 및 살수밸브를 사용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을 설정

치내로 유지시키는 가압기 압력제어계통과 가압기 수위를 설정치에 유지하도록 제어

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 재고량 변화를 최소화하는 가압기수위제어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압기압력제어계통의 비례제어기는 가압기의 압력신호에 의해서 비례전열기를 제어

하고, 전열기는 가압기 압력을 유지하도록 운전되고, 수동으로 압력 조절이 가능하여

야 한다. 가압기 압력신호는 살수밸브제어기로 보내지는데 이 신호에 의해 살수밸브의 

열림이 적절하게 제어되어야 한다. 또한 운전원이 압력을 제어하기 위해 살수밸브의 

수동제어가 가능하고, 저수위 연동은 수위가 설정치 이하로 떨어질 때 전열기 보호차

원에서 전열기가 꺼지게 되어 전열기가 압력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아야 한다.

가압기 수위제어는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충전유량 제어밸브 및 3개의 유출 오리

피스 격리밸브 중 2개를 사용하여 가압기 수위를 설정치에 유지하도록 제어하여 원자

로냉각재계통 냉각재 재고량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발전소 과도현상 동안에 냉각재 밀

림을 흡수하기 위해 가압기내의 증기량을 유지시켜야 한다.

정상운전 동안 가압기 수위는 충전 및 유출유량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자로 

냉각재 평균온도의 함수로 프로그램 되어 있어야 한다. 수위오차 프로그램에서 수위가 

높게 지시되면 관련 유출수, 유량조절라인에서 평상시 닫혀 있던 유출 오리피스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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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를 열고 충전유량 제어밸브를 최소 유량 위치로 유지시켜야 한다. 만약 수위가 매

우 낮게 지시되면 수위오차 프로그램은 모든 유출수 유량조절 라인에서 평상시 열려

있는 오리피스 격리밸브를 닫고 충전수 제어밸브를 최대 유량위치로 유지시키고, 주제

어실에서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격정지제어반에서 수동으로 충전유량 

제어밸브를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2. 검사 대상

가. 가압기 압력 제어계통

나. 가압기 수위 제어계통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압기는 전열기 및 살수밸브를 사용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을 유지하는 역할과 

함께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과 더불어 부하 변화시, 가열 및 냉각시에 원자로 냉각재의 

체적 변화를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부하 변동시 가압기는 원자로냉각재의 팽창과 수

축 때문에 생기는 압력 변화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가압기내의 모든 전열기는 자동으로 저 계통압력에서 작동하여 증기를 생산함으로써 

더 이상의 압력 감소를 막는다. 만일 압력 감소로 냉각재의 수위가 설정치 이하로 아

주 낮아지게 되면 유출수 오리피스 격리밸브가 닫히고 충전수 제어밸브가 최대로 열

려서 가압기 수위를 자동으로 복구시킨다.

비례제어기에 연결되어 있는 일련의 전열기를 통하여 정상 운전조건에서의 손실열량

을 보충하고 필요한 가압기 증기압력이 유지되도록 열입력을 조정한다. 후비전열기는 

단속식 제어기(on-off controller)에 연결되어 있으며, 통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나 저압

력 신호 혹은 고수위 편차 신호에서 자동으로 작동하게 된다. 만일 압력증가가 너무 

높게 되면 가압기 살수제어밸브가 열려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방출관(저온관)에서 가압

기 증기부분으로 살수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차가운 살수는 증기 일부를 응축시키게 

되어 계통 압력의 증가를 억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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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설계 사항

가. 가압기 제어계통은 비안전 관련계통이며 지진 발생시 운전이 요구되지 않는 내

진등급 II 계통으로 분류된다.

나. 가압기 제어계통의 고장으로 인하여 안전관련 기기의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가압기 제어계통의 설정치는 비인가자가 조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가압기 수위/압력 선택스위치로 채널을 선택하였을 때 채널선택에 대한 지시가 

정보처리계통 및 주요변수지시 및 경보계통-N에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마. 가압기 압력 제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경보 및 지시 등이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바. 가압기 수위편차 발생시 수위 제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경보 및 지시 등이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사. 충전수 제어밸브 제어, 경보 및 지시가 적절한 이루어져야 한다.

아. 유출수 오리피스 격리밸브 제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경보 및 지시 등이 적절

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준비 상태 점검

해당 시험절차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시험관련 계측기기의 검·교

정 상태, 시험 초기조건 등의 시험준비 상태가 적합한지 확인·점검한다.

나. 가압기 수위/압력 지시 및 경보지시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다. 각 전열기 뱅크 및 가압기 살수밸브가 설정치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확

인한다. (전열기 제어표시, 후비전열기 제어)

라. 가압기 압력편차 경보설정치, 가압기 수동제어 계통작동 및 경보설정치, 충전유

량 제어밸브 및 유출오리피스 격리밸브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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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중점 사항

가. 시험에 사용될 절차서가 기술적으로 적합하게 작성되고, 시험에 사용될 시험계측 

설비의 검․교정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나. 가압기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열기가 적절하게 동작이 되고 가압기 압력신호

에 따라 살수밸브의 열림이 적절하게 제어되는지를 확인한다.

다. 가압기 저수위 신호에 의해서 전열기가 정지되어 전열기를 보호하고 압력상승을 

억제하는지를 확인한다.

라.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재 재고량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유출오리피스 격리밸브가 열리고 충전유량 제어밸브를 최소 유량

위치로 유지하는지를 확인한다.

마. 주제어실에서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격정지제어반에서 수동으로 

충전유량 제어밸브를 운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절차서에 명시된 설정치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관련 지침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나. 가압기 압력에 따른 경보 및 전열기의 동작이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다. 가압기 수위변화에 따른 경보 및 연동이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1. 시험절차서가 관련 기준 및 요건을 만족하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시험용 계측기는 

관련 요건에 따라 적절히 검·교정되고, 시험 초기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후비전열기의 동작 개시 및 정지 압력값은 허용 설정값을 만족해야 한다.

3. 비례전열기의 완전동작 및 정지 압력값은 허용 설정값을 만족해야 한다.

4. 가압기의 압력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살수밸브의 개방 개시 및 최대 개방 압력값

은 허용 설정값을 만족해야 한다.

5. 가압기의 고압력 및 저압력 경보 발생 및 소멸 압력값은 허용 설정값을 만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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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6. 가압기 수위가 설정치 이하로 떨어질 때 전열기 보호차원에서 전열기가 꺼지도록 

연동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7. 가압기 수위편차에 따라 고수위 편차 경보 발생 및 소멸, 유출수 오리피스 격리밸

브의 열림 및 닫힘, 후비전열기의 작동 및 정지 등이 적절하게 발생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2조, 20조

2. 원자력안전위윈회고시 (원자로. 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3. 원자력안전위윈회고시 (원자로. 38)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4.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FSAR) 7.7절, 14장

5. KEPIC ENB 1100 안전계통 설계

6. KEPIC ENB 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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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가압기 압력/

수위 제어계통

1. 시험준비 상태 점검

- 시험절차서의 적합성 검토

- 시험관련 계측기기의 검 교정 

확인

- 시험을 위한 초기조건 확인

2. 가압기 압력 제어회로 동작 점검

- 전열기 동작 확인

- 살수밸브 동작 확인

- 경보 동작 확인

3. 가압기 수위 제어회로 동작 점검

- 전열기 동작 확인

- 경보 동작 확인

- 저수위 시 전열기 꺼짐 확인

4. 가압기 수위편차에 의한 제어신

호 출력 점검

- 전열기 동작 확인

- 충전제어밸브 동작 확인

- 유출오리피스 격리밸브 동작 

확인

- 경보 동작 확인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지 침 번 호 KINS/GI-N03

분 류 번 호 2.3.10

개 정 번 호 4

발 행 일 자 2017.12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분류번호 : 2.3.10

제 목 : 노외 핵계측계통 시험

주관부서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제․개정 

번   호

작   성 확   인 부  분   개  정

성 명 일 자 성 명 일 자 쪽 작성자 확인자 일자

0

1 지성현 ‘02.4 김복렬 ‘02.5

2 황희수 ‘10.7 김대일 ‘10.7

3 지성현 ‘13.4 정충희 ‘13.4

4 정상용 ‘17.12 조영식 ‘17.12

5



- 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3.10절 노외 핵계측계통 시험

주관부서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은 모든 출력준위의 중성자속을 계속 감시하고 지시하며 출력

운전 범위에서 원자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등급 신호 및 제어등급 신호를 각각 원

자로보호계통과 원자로출력제어계통에 제공한다. 또한 안전등급신호를 노심연산기계통

(또는 원자로노심보호계통)에 공급하여 국부출력밀도와 핵비등이탈율(DNBR) 보호 신

호를 형성한다.

노외 중성자속 계측장비는 원자로 용기 밖에 위치한 중성자속 검출기와 핵계측 캐

비닛에 설치되는 전치증폭기, 선형/대수/변화율 증폭기, 비교회로, 시험회로 등으로 구

성된다. 중성자속은 선원영역에서 전출력 운전 영역까지 감시되며, 그 신호출력은 원

자로 보호 및 정보표시를 위해 제공된다.

안전을 위한 원자로보호 및 정보 표시를 위하여 4개의 안전등급 계측용 채널이 있

으며 이들 안전채널들은 기동시 중성자속 준위인 약 2 x 10-8%에서 정격출력의 200%

까지의 중성자속 정보를 제공한다. 각 안전채널은 검출기, 전치증폭기 및 신호처리함

으로 구성된다. 이 채널들은 원자로보호계통에 고대수출력, 저핵비등이탈률, 고국부출

력밀도와 가변 과출력에 의한 원자로보호를 위한 입력신호 및 출력 변화율 등의 정보

를 제공한다.

비안전 계통인 기동채널은 운전원에게 기동영역의 중성자속 정보를 제공하며, 제어

채널은 원자로 출력제어 및 감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기동채널 및 제어채

널이 안전계통과 검출기를 공유하는 경우와 별도로 독립된 검출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검사를 수행한다.

동 계통의 성능검사에서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준하여 각종 신호변환기, 비교회

로, 지시 및 기록설비, 경보기능 등의 요구기능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교정되는

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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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의 주요기능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

한다.

가. 시험 준비 상태 점검

나.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 안전채널 점검

다.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 기동 및 제어채널 점검

2. 검사 대상

가.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 - 안전채널

나.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 - 제어채널

다.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 - 기동채널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은 원자로 용기 외부로 누설되는 중성자의 수를 검출하여 원

자로의 출력준위 및 사고를 가정한 전출력의 200% 준위까지 광역 범위를 연속 감시하

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가. 선원준위 영역을 포함한 모든 출력준위중 대표적 중성자속 감지

나. 출력 변화율에 비례하는 보조출력 제공

다. 출력 운전 중 노외중성자속 신호를 원자로보호계통 및 노심보호연산기계통에 전송

라. 출력 운전 중 제어등급 신호 즉, 터빈 부하추종 운전을 위한 원자로출력 신호를 

원자로출력제어계통에 전송

마. 주제어실과 원자로건물에 선원영역 중성자속 가청신호를 제공

2. 안전 설계 사항

가. 기동채널은 원자로 초기운전, 발전소 정지 이후 및 재기동 기간동안 운전되어야 

한다.

나. 제어채널은 원자로 출력운전 기간 중 터빈부하 추종운전에 필요한 신호를 제공

한다.

다. 안전채널은 발전소 정상운전 및 사고조건에서 원자로 출력 제한치 이탈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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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라. 기동채널과 제어채널은 2중화된 채널로 구성되며 개별 채널은 충분한 시운전 신

뢰도를 갖도록 설계된다.

마. 안전채널은 4개의 독립된 채널로 구성되며 개별채널은 발전소 설계기준사고 및 

사고 이후에도 운전될 수 있어야 한다.

바. 각각의 채널은 물리적 전기적으로 격리되어야 하며 충분한 고장안전기능을 유지

하여야한다.

사. 모든 채널은 신호감지 부분을 제외하고 운전 중 시험 및 보수가 가능해야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안전채널에 대해 다음 시험 및 회로의 건전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1) Power Supply Test

(2) Excore Log Power Indication on the MCR, RSR and PMAS or QIAS-N.

(3) Rate Circuit and Trip Test

(4) Log Bistable and Trip Test

(5) Linear Circuit and Trip Test

(6) Test Interlock Check

(7) Trouble Circuit Test

나. 전원공급, Log Circuit, Rate Circuit, 분별기 등의 운전 적합성이 검증되어야 한

다.

다. 안전채널과 정보처리계통, 원자로보호계통, 노심보호연산기계통, 원자로내부구조

물 진동감시계통, 원격정지실 및 주제어실과의 인터페이스가 확인되어야 한다.

라. 기동채널 및 제어채널 전원공급 회로의 운전 적합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마. 기동 및 제어채널과 발전소감시경보계통, 원자로 제어계통 및 주제어실과의 인터

페이스가 확인되어야 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시험에 사용될 시험절차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나. 시험에 사용될 시험장비가 검교정되어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를 점

검한다.

다. 시험 결과의 만족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라. 시험완료 후 계통의 복구상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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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유의사항

가. 각 채널에 대한 시험이 수행되어 데이터를 취득하기 전 최소한 요구되는 시간동

안(예, 60분) 전원공급이 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가. 시험준비(예, 적합한 절차서, 검교정된 계측설비, 관련 구성기기들의 동작상태 

등)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 안전채널, 제어채널 및 기동채널에 관련된 전치증폭기, 대수증폭기, 선형증폭기 

및 신호 처리함에 대한 교정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 27) “원자로 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 38)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 측정기 

검.교정”

4.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FSAR) 7.2절, 7.7절, 14장

5. KEPIC ENA-6210, “전기 1급 전력 계통 설계”

6. KEPIC ENE-1100, “전력, 계측 제어기기 시험과 검사요건”

7. KEPIC ENA-3000, “안전계통 단일고장 기준”

8. KEPIC ENB-2000, “전기 1급 기기 및 회로 독립성”

9. KEPIC ENB-6350, “안전성 관련 계측기기 설정치”

10. Ex-core Neutron Flux Monitoring System - Instruction Manual, Thermo Fisher

Scientific

11. IEC 60515-1975, "Radiation Detectors for the Instrumentation and Protection of

Nuclear Reactors - Characteristics and Tes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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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노외 핵계측계

통

1. 시험준비 상태 점검

- 시험절차서의 적합성 검토

- 시험관련 장비의 검 교정 확

인

- 시험을 위한 초기조건 확인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2. 안전채널 노외중성자속 감시

계통 채널 점검 

- 전원 공급 시험

- Log Circuit Test
- Rate Circuit 시험

- Discriminator 시험

- Log Bistable 시험

- Linear Circuit 시험

- Trouble Circuit 시험

- Test Interlock 점검

- 안전채널과 타계통과의 연계 

점검

3. 기동 및 제어채널 노외중성자

속 감시계통 채널 점검

- Power Supply 시험

- 기동채널 회로시험

- 제어채널 회로시험

- Trouble Circuit 시험

- Test Interlock 점검

- 기동/제어채널과 타계통과의 

연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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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3.11절 터빈제어 및 보호계통 시험

주관부서 : 전기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계통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터빈은 증기발생기에서 공급된 고온 고압의 증기를 팽창시켜 기계적 에너지로 변

환하는 설비로 고압터빈과 저압터빈으로 구분되며, 그 에너지는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

기를 발생시킨다. 터빈제어계통 속도제어, 부하제어 및 유량제어 항목을 수행하고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계통평가분야 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터빈보호계통은 1차적으로 터빈의 비정상적인 상태로부터 터빈의 기계적인 손상을 방

지하고, 2차적으로는 발전기 보호계통이나 원자로 보호계통의 이상상태로부터 터빈을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2. 검사 대상

가. 터빈제어설비

나. 터빈보호설비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터빈제어계통은 기본적인 터빈제어기능을 수행하는 회로 및 관련설비들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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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기본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 속도제어 기능

조속기 속도제어는 트립계통과 연계되어 터닝기어속도로부터 과속보호 트립장치

의 시험 속도까지 전속도 범위 내에서 정확한 속도를 제어한다.

나. 부하제어 기능

부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비례하는 신호를 발생시키고 검출하는 감지기능과 

감지회로, 운전모드 변경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 유량제어 기능

전자 유압식 서보밸브들이 제어기로부터 입력된 전기제어신호를 변환한 후 조절

밸브 구동기를 적절하게 제어하여 유량을 허용범위 내로 유지한다.

라. 출력/부하 불평형 기능

부하의 급감발에 따른 터빈/발전기 로터의 급가속으로 인해 발생되는 과속을 막

기 위해 제어 및 인터셉트밸브들을 신속히 닫기 위한 비율-감지형 출력/부하 불

평형 기능을 제어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터빈 제어 및 보호설비는 전기적/기계적 과도현상으로 원자로 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기기로 다음의 부하조건 수용 능력을 가져야 한다.

가. 부하를 설계된 정격 전기용량까지 급감발

나. 복수기 배압이 설계치 또는 그 이하인 경우 설계된 시간 및 부하에서 운전 

다. 주제어실의 터빈제어반에서 부하변화율 조정

3. 세부 검사내용

가. 터빈제어설비

터빈제어설비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터빈제어계통 캐비닛의 내부소자(전

원절체스위치, 통신 및 제어기의 카드, 솔레노이드밸브 등) 동작상태, 접지상태,

입출력신호상태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나. 터빈보호설비

1) 윤활유 저압력, 복수기 저진공, 고정자냉각수 저유량, 습분분리재열기 고수위 

등 터빈 보호신호(외부신호)에 의해 터빈보호계통의 트립경보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 3 -

2) TMR(Triple Modular Redundancy) Cross Trip, EOS(Emergency Overspeed

Protection System) Cross Trip, PLU(Power Load Unbalance) 등 터빈 보호신

호(내부신호)에 의해 터빈보호계통의 트립경보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지 확

인하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터빈보호장치가 구매규격 및 제작자 설계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확

인한다.

나. 터빈 제어 및 보호장치(경보)가 설정치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모든 시험관련 장비들이 검교정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인수검사 문서와 현장설비간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다. 터빈속도, 유량, 부하제어가 부하감발율에 따라 적합하게 허용범위내에 동작하는

지 확인한다.

라. 터빈보호기능 동작에 따라 경보표시가 적합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기술규격서 및 제조사 매뉴얼, 해당 발전소 성능시험 절차서에 따른다

IV. 평가결과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2. 예비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제7장 및 제10장

3. IEEE 67 Guide for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urbine Gen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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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EEE 122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Functional and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Control Systems for Stem Turbine-Generator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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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터빈제어 및 보

호계통

1. 터빈제어설비

 - 제어케비닛 내부소자 동작상태

 - 접지상태

 - 입출력전원상태

2. 터빈보호설비

- 터빈 보호신호(외부 및 내

부 신호)에 의한 트립 경보 

확인

입회/서류검사

입회/서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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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3.12절 급수제어계통 시험

주관부서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급수제어계통(Feedwater Control System, FWCS)은 복수계통으로부터 복수를 공급받아 

고압급수가열기를 거쳐 증기발생기로 급수를 공급하기 위해 급수유량을 조절하여 증

기발생기의 수위를 적절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설비로서 정상운전 중 설비의 고유한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각종 계측기 및 제어설비들이 적합하게 점검 및 교정되었는

지 등을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급수제어계통(FWCS) 계기계열

나. 급수제어계통(FWCS) 제어 캐비닛 내부기기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정상운전시 세 대의 터빈구동 급수펌프가 운전되며 공통모관을 통해 두 계열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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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급수가열기를 거쳐 급수가 각 증기발생기로 들어간다. 터빈구동 급수펌프는 급

수제어계통(FWCS)으로부터 급수펌프 속도 설정 요구값에 의해 속도제어를 하여 펌

프 송출유량을 증가 또는 감소시켜 제어한다.

원자로 저 출력에서는 급수제어계통은 단일요소제어방식이 채택되고 원자로 출

력의 평균값 또는 선택되어진 원자로 출력은 단일요소제어에서 삼요소제어방식으

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또한 원자로 평균온도신호는 원자로 정지시 재충수 

유량신호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다.

원자로 저 출력운전에서 증기발생기수위신호가 급수제어 계통의 증기발생기로

의 요구되는 급수유량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되며 출력신호는 다운콤마

(Downcomer) 급수제어밸브의 위치를 제어하며 이 제어방식에서 이코노마이저

(Economizer) 급수제어밸브는 닫혀 있고 급수펌프의 속도는 최소값으로 유지된다.

원자로 고 출력운전에서 증기발생기수위신호와 증기유량신호, 전체 급수유량신

호가 증기발생기로의 유량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출력신호는 이코노마이저,

다운콤마 급수제어밸브와 급수펌프의 속도를 제어함으로써 급수유량을 조절하고 

증기발생기의 수위를 제어하며, 이 운전방식에서 두 개의 터빈구동 급수펌프와 급

수승압펌프가 운전된다. 다운콤마 급수제어밸브는 기 설정된 값에 의해서 전체 급

수유량의 10%에 해당하는 정도의 유량이 유지되도록 하며, 이코노마이저 급수제어

밸브와 급수펌프속도 제어에 의해 급수유량을 조절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원자로 트립 후 원자로 트립 우선 신호는 이코노마이저 급수 제어밸브를 폐쇄

하고, 이는 증기발생기 정상수위신호에 우선한다. 원자로 냉각재 온도를 기본으

로 한 재충수 요구신호는 다운콤마 급수제어밸브 개도와 급수펌프속도를 제어

하도록 설계된다. 이 제어모드는 원자로 붕괴열을 제거하고 증기발생기 과충수

를 예방함으로서 원자로 냉각재계통 과냉을 방지하도록 되어있다. 이코노마이

저 급수제어밸브 폐쇄 후 이들 밸브를 통한 냉수누설은 이코노마이저 급수 배

관에 열적층화 현상을 야기한다. 따라서 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코노마

이저 배관 전동기구동 차단밸브는 급수제어밸브 닫힘신호에 의해 자동으로 폐

쇄되도록 설계된다.

나. 터빈으로 습분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증기발생기 고수위 신호시 고수위 우선 

신호가 동작되어 다운콤마 급수제어밸브와 이코노마이저 급수 제어밸브는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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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급수펌프는 나머지 급수제어 계통으로부터 급수요구신호에 의해 제어된

다. 이 같은 조치는 해당 증기발생기 수위를 낮추고 고수위 우선 동작 신호보

다 낮을 경우 급수 제어계통은 자동으로 증기발생기 수위를 제어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관련 절차서에 따라 급수제어계통(FWCS)의 운전 및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기 위

해 다음 점검내용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가. 급수제어계통(FWCS) 계기계열 교정 점검

1) FWCS 입력신호 전송기 점검

다음의 급수제어계통 관련 전송기 교정 결과가 허용기준 이내로 교정되었는

지 확인한다.

- 증기발생기 총 증기 유량 전송기

- 증기모관 압력 전송기

- 증기발생기 총 급수 유량 전송기

- 증기발생기 수위 전송기

- 증기발생기 다운콤마 급수 유량 전송기

- 급수 온도 전송기

- 급수 공통모관 압력 전송기

2) 전류/공기압 변환기(I/P Converter) 교정 점검

전류/공기압 변환기(I/P Converter)의 입력단에 전류신호 주입시 출력단의 공

기압신호가 요구값 이내인지 입력신호 증가 및 감소시의 교정으로 확인한다.

3) 위치전송기 교정 점검

위치전송기가 제어밸브의 응동상태에 따라 출력값이 허용범위 이내로 교정되

었는지 확인한다.

4) 급수제어밸브(Economizer 및 Downcomer V/V) 교정 점검

제어밸브의 응동(0～100%)상태가 입력신호 증가 및 감소시의 출력값이 허용

범위 이내로 교정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급수제어계통(FWCS) 제어 캐비닛 내부기기 및 성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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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WCS 전원공급기 점검

제어 캐비닛에 공급되는 제어용 전원이 허용범위 이내로 정상 공급되고 있음

을 확인한다.

2) 급수제어계통 입력신호 점검

급수온도 및 주증기 모관압력 신호, 급수 공통모관 압력 신호, 총 증기유량 

신호, 총 급수유량 신호, 다운콤마 유량 신호, 증기발생기 수위 신호, 원자로

출력 신호, 증기우회제어계통(SBCS) Main Modulation Demand 신호, 터빈 부하 

지표(Turbine Load Index) 인가시 급수제어계통 제어패널 및 정보표시장치

(IFPD, EWS, LDP, QIAS-N FPD)에 지시값이 허용범위 이내로 정확히 지시되

는지를 확인한다.

3) 급수제어계통 경보기능 점검

증기발생기의 고/저 수위 및 고수위 우선신호(High Level Override, HLO), 원

자로정지 우선신호(Reactor Trip Override, RTO), 증기발생기 입력채널 고편

차, 증기 및 급수 유량의 에러 등의 경보발생 상황을 설정하였을 때, 정보처

리계통(IPS)으로 신호가 입력되고 정보표시장치(IFPD, EWS, LDP, QIAS-N 

FPD)에서 경보가 정상적으로 지시되는지 확인한다.

4) 급수펌프 속도신호 및 급수밸브 위치요구신호 점검

급수펌프속도 및 급수밸브위치 요구 프로그램(원자로 고/저 출력, HLO, RTO 

등의 조건)과 수동 및 자동 제어기에 의한 입력신호 인가시 운전원 콘솔의 급

수제어 표시화면(FWC)에 다운콤마 밸브 위치요구신호, 이코노마이저 밸브 위

치요구신호, 급수펌프 속도신호 출력값 등이 허용범위 이내로 정확히 지시되

는지를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구매계약서 및 설계지침이 급수제어계통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공사시방서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검·교정장비의 유효성 및 정확도를 확인한다.

라. 경보 및 상태표시가 정확하게 표시하는지 확인한다.

마. 계측기 및 제어 캐비닛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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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기의 접지 및 단자접속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사. 설치된 기기의 관리상태를 확인한다.

아. 불만족사항 및 설계변경사항 처리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자. 설치 후 시험, 검사 및 판정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검사대상 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련된 규정(법령, 지침, 기술기준 등)과 안전성

분석보고서의 내용을 검사 실시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설계사

양 및 관련절차서의 기술적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시험절차서가 참조하고 있는 문서들의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서의 개정이 

필요한지를 확인한다.

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형상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II. 3항에 의거한 검사결과가 기술규격서 및 제조사 매뉴얼, 해당 발전소 성능시험 

절차서 판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위윈회고시 (원자로. 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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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안전위윈회고시 (원자로. 38)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 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3. 예비 및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 7장, 10장 

4. KEPIC ENF 3610 계측 및 시험기기 교정 및 관리

5. Feedwater Control System Functional Block Diagram

6. System Description for Feedwater Control System

7. NSSS Control Systems Setpoints

8. Feedwater System Control Logic Diagram



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급수제어계통 1. 급수제어계통 계기계열 교정 

점검

가. 입력신호 전송기 점검

- 증기발생기 총 증기 유량 

전송기

- 증기모관 압력 전송기

- 증기발생기 총 급수 유량 

전송기

- 증기발생기 수위 전송기

- 증기발생기 다운콤마 급수 

유량 전송기

- 급수 온도 전송기

- 급수 공통모관 압력 전송기

나. 전류/공기압 변환기(I/P  

Converter) 교정 점검

다. 위치전송기 교정 점검

라. 급수제어밸브(Economizer 및 

Downcomer V/V) 교정 점검

2. 급수제어계통 제어 캐비닛 

내부기기 및 성능 점검

가. 전원공급기 점검

나. 급수제어계통 입력 및 출력 

신호 점검

다. 급수제어계통 경보기능 점검

라. 급수펌프 속도신호 및 

급수밸브 위치요구신호 

점검

입회 또는 서

류검사

입회 또는 서

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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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3.13절 증기우회제어계통 시험

주관부서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증기우회계통(SBCS: Steam Bypass Control System)은 1차측과 2차측 열에너지 

평형을 맞추기 위해 핵증기 공급계통의 잉여 열에너지를 제거하는 계통이다. 설비

의 고유한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증기우회제어계통 계기계열에 포함되어 있는 

입력신호 전송기, 전류/공기압 변환기(I/P Converter), 위치 전송기, 제어밸브 교정점

검 및 증기우회제어계통 제어 캐비닛 내부기기 및 성능점검 상태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증기우회제어계통 계기계열

나. 증기우회제어계통 제어 캐비닛 내부기기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증기우회제어계통은 터빈 부하감발에 따른 핵증기 공급계통의 잉여 열에너지를 

총 터빈 우회용량을 이용하여 제거함으로써, 발전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터빈 우회밸브의 선택적 사용 및 증기 방출량 조절을 통해 불필요한 원자로

정지를 방지하고, 주증기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며, 발전소 과도상태를 수

용하는 계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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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설계 사항

증기우회제어계통은 안전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며 터빈부하감발 또는 터빈정지

와 같은 과도현상이 발생할 때 관련된 다른 계통과 연계하여 핵증기공급계통의 잉

여 열에너지를 방출 및 제어하여 불필요한 원자로정지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증기우회제어계통의 운전 가능함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점검내용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가. 증기우회제어계통 계기계열 교정 점검

  1) 증기우회제어계통 입력신호 전송기 점검

가압기압력, 증기발생기유량, 증기모관압력 등 입력신호 전송기에 대해 교정 

및 점검상태를 확인한다.

  2) 전류/공기압 변환기(I/P Converter) 교정 점검

전류/공기압 변환기(I/P Converter)의 입력단에 전류신호 주입시 출력단의 공

기압신호가 요구값 이내인지 입력신호 증가 및 감소시의 교정으로 확인한다. 

  3) 위치전송기 교정 점검

위치전송기가 제어밸브의 응동상태에 따라 출력값이 허용범위 이내로 교정되

었는지 확인한다.

  4) 터빈 우회 복수기 제어밸브 교정 점검

제어밸브의 응동(0∼100%)상태가 입력신호 증가 및 감소시의 출력값이 허용

범위 이내로 교정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제어 캐비닛 내부기기 및 성능점검

  1) SBCS 전원공급기 점검

제어 캐비닛에 공급되는 제어용 전원이 허용범위 이내로 정상 공급되고 있

음을 확인한다.

  2) 증기우회제어계통 입력신호 점검

증기우회계통(SBCS) 캐비닛 내에서 증기유량, 증기모관압력, 가압기압력, 

TAVG, 원자로 출력, 터빈부하 Index 등 증기우회제어계통 입력신호에 대한 지

시값이 정보표시장치(IFPD, LDP, QIAS-N FPD)에서 정상적으로 지시되고 가

압기압력, 증기모관압력, 증기유량 편차 경보가 정상적으로 발생되는지 확인

한다.

  3) 급속개방 차단신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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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봉제어계통(또는, 디지털제어봉제어계통(DRCS))에서 원자로 정지신호와 

원자로 제어계통(RRS)에서 원자로냉각재 평균온도(저-Tavg) 신호가 동시에 

발생 할 때 및 급수펌프 상실신호가 발생할 때, 급속개방 차단신호가 발생되

는지 확인한다.

  4) 원자로 출력급감발(RPC) 및 급속개방 신호 점검

증기발생기 증기 유량, 가압기 압력, Emergency Off 모의신호를 입력하여 해

당신호의 변동상태가 정해진 논리대로 동작하여 X 및 Y 그룹 급속개방 요구 

및 원자로출력 급감발 요구 출력신호가 증기우회계통(SBCS) 캐비닛에서 정상

적으로 발생되는지 확인한다.

  5) Emergency Off 스위치 및 복수기 연동신호 점검

복수기 연동신호는 복수기가 우회 증기유량을 받을 조건이 되지 않을 때에 

터빈 우회밸브의 개방을 방지하여 터빈과 복수기를 보호하도록 되어있으며, 

Emergency Off 스위치 개념은 터빈 우회밸브에 공급되는 모든 출력신호를 

발전소 운전원이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써 밸브허용, 밸브 급속개

방 및 밸브조절 요구신호 등을 차단하는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다. 

“Condenser Interlock/Emergency Off Reset" 기능(On/Off)이 증기우회계통

(SBCS) 캐비닛 내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지 확인한다.

  6) 자동동작금지(AMI : Automatic Motion Inhibit) 신호 점검

제어봉제어계통 자동동작금지(AMI) 신호는 터빈정지로 인한 부하감발 및 일

시적인 고장으로 인한 소내부하운전까지의 부하감발 후 높은 준위의 원자로

출력을 자동으로 유지하고 정상상태로 복구되었을 때 신속한 부하 재수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운전원이 긴박하게 조절해야 되는 상황을 배제하

고 운전원에게 발전소 운전의 유연성과 단순화를 제공하기 위한 신호이다. 

또한 원자로출력이 15% 이하일 때도 제어봉제어계통에 자동동작금지(AMI) 

신호를 보낸다. 원자로 출력(ΦN)과 터빈 부하지수(TLI) 모의신호를 입력하여 

해당신호의 변동상태가 정해진 논리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7) 터빈런백 요구신호 점검

터빈런백 요구신호는 원자로출력 급감발 동작이 시작될 때 주 터빈의 런백을 

제어하기 위해 원자로출력 급감발계통(RPCS)에 의해서 사용되는 신호이다. 

터빈은 터빈 부하지수(TLI)가 문턱값(Threshold : 50%) 이상일 때 원자로출력 

급감발 후 항상 런백이 된다. 또한, 터빈런백 신호는 증기모관 압력과 원자로

냉각재 평균온도(Tavg)가 설정치보다 낮거나 감소에 따라 발생된다. 원자로

출력 급감발후 만약 TLI가 문턱값 이하이고 증기모관 압력과 Tavg가 문턱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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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면 터빈 런백은 사라지도록 되어있다. TLI값과 증기모관 압력 및 원자

로냉각재 평균온도(Tavg) 모의신호를 입력하여 해당신호의 변동상태가 정해

진 논리대로 동작하여 터빈런백 요구신호가 증기우회계통(SBCS) 캐비닛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지 확인한다.

  8) 터빈 우회밸브 디지털 및 아날로그 출력 점검

터빈 우회밸브 제어기에 모의신호를 입력하여 터빈 우회밸브 1∼8에 대한 급

속개방(Quick Opening) 디지털 출력이 밸브 스위치의 Close 상태 및 Open 상

태에 따라 적합하게 지시되는지 확인한다. 또한, 터빈 우회밸브 1∼8 아날로

그 출력은 해당 밸브요구신호가 허용기준 이내로 적합하게 지시되는지 확인

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시험에 사용될 시험절차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나. 시험에 사용될 시험장비가 검·교정되어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

를 점검한다.

다. 시험 결과의 만족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검사대상 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련된 규정(법령, 지침, 기술기준 등)과 안

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을 검사 실시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설계사양 및 관련절차서의 기술적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시험절차서가 참조하고 있는 문서들의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서의 개정이 

필요한지를 확인한다.

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형상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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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판정기준

II. 3항에 의거한 검사결과가 기술규격서, 제조사 매뉴얼 및 발전소 성능시험 절

차서 판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IV. 첨부자료

검사 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위윈회고시 (원자로. 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2. 예비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7장 및 10장

3. KEPIC ENF 3610 (계측 및 시험기기 교정 및 관리)

4. SBCS Functional Block Diagram

5. NSSS Control Systems Set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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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증기우회계통 1. 증기우회제어계통 계기계열 교정 
점검

가. SBCS 입력신호 전송기 점검

(가압기 압력, 증기발생기 

유량, 증기모관 압력)

나. I/P 변환기 점검
다. 위치전송기 점검
라. 터빈 우회 복수기 제어밸브 

교정 점검

2. 제어 캐비닛 내부기기 및 성능 

점검

가. SBCS 전원공급기 점검

나. SBCS 입력신호 점검
다. 급속개방 차단신호 점검
라. 원자로출력급감발(RPC) 및 

급속개방 신호 점검
마. Emergency Off 스위치 및 

복수기 연동신호 점검
바. 자동동작금지(AMI :

Automatic Motion

Inhibit)신호 점검

사. 터빈런백 요구신호 점검
아. 터빈 우회밸브 디지털 및 

아날로그 출력 점검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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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4절 핵연료 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 시설

제2.4.1절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시험(I)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은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되는 붕괴열 

제거를 위한 냉각계통과 저장조의 수질유지를 위한 정화계통으로 구성되며 사용후핵

연료 저장조는 핵연료 건물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사용후핵연료를 습식 저장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며 저장조 내벽은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라이닝 되어 있다.

동 계통은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을 제거하고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 제거 및 방사선 차폐를 위하여 적정치의 수위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있다. 또

한 저장조의 온도가 규정치 이상 상승 시 및 수조수량 감소 시에 대비한 감시설비와 

경보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동 계통에 대한 검사는 핵연료의 붕괴열 제거능력, 저장수 정화능력을 위한 냉각

펌프 성능확인, 저장수조 표면 방사선량 제한을 위한 냉각수 정화능력, 냉각수 공급 

수원의 보충 기능 확인을 위함이다.

2. 검사 대상

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 펌프 성능 확인

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설치된 펌프들의 수동기동 및 정지 기능 확인    

다. 냉각 및 정화 유로 형성 적합성 확인

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수 온도, 수위 등의 측정계기 작동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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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수위확보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을 차폐하고 붕괴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저

장조 수위는 필요한 위치 이하로 배수되지 않도록 계통배관이 설치되며, 핵연료 재장

전수 탱크에서 냉각수가 보충될 수 있는 배관이 연결설치 되어 저장조의 수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다.

나.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 제거능력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붕괴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저장조 냉각수 순환 루프는 

각각 100% 용량의 두 계열로 구성되며 각 계열당 한 대 이상의 펌프, 열교환기가 설

치된다. 한 계열에 설계 온도 및 유량의 기기냉각수가 정상적으로 흐를 경우 100%의 

열부하를 제거할 수 있으며 비정상시에는 두 계열이 동시 운전되어 저장조의 수온을 

일정치 이하로 유지한다.

다. 저장조 냉각수 정화능력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정화계통은 두 계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계열은 펌프,

필터, 탈염기로 구성되어 저장수가 이를 통과하여 흐름으로써 요구되는 수질 및 수조 

표면 방사선량률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부유물제거설비(skimmer)가 있어 저장조 수

면의 부유물을 제거하여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

라. 감시 및 경보 기능

저장조의 수위, 수온, 냉각 및 정화계통의 유량, 수조 표면의 방사선 준위 등에 

대한 감시 및 경보기능이 마련되어 있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설비

1) 동 설비는 정상 운전 시, 원자로 정지 일정시간 후 전체 노심의 1/3 또는 1회의 

재장전 배출 노심에 대한 열부하와 이미 교체되어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

들에 의한 열부하를 제거하여 저장조 수온을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시된 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동 설비는 비상시 원자로 정지 일정시간 경과 후, 전체 노심 방출에 의한 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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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를 제거하여 저장조 수온을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온도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3) 동 설비는 외부전원이 상실되는 경우 등급 1E 비상전원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동 계통은 모든 운전 조건에서 사용후핵연료에 적절한 냉각 능력을 확보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야 한다.

가) 동 계통에서 냉각기능을 가진 부분이 내진범주 I 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나) 저장 수조 보충수 계통 및 그 수원, 저장조 건물과 건물의 환기 및 여과계통 

내진범주 I 요건에 따라 설계되고 토네이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보충수,

환기 및 여과계통은 단일 능동고장을 견뎌야 한다.

5) 동 설비의 기기 고장 시에도 저장조 수위가 사용후핵연료 상부의 충분한 높이를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6) 동 설비의 계열 각각은 설계 열부하의 100% 담당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한다.

7) 동 설비에서 저장조로의 냉각수 공급배관에는 배관 파단 시 사이폰 현상에 의한 

저장조의 중력 배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8) 동 설비의 능동형기기들은 발전소 정상운전 중에 시험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설

치되어야 한다.

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정화 및 부유물 제거 설비

1)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및 핵연료 재장전탱크의 이온성 부식생성물을 정화하고 순

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수면에서 표면선량율은 0.025 mSv/hr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3)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상부에 부유물 제거장치가 적정 높이에 설치되어 저장조 

수면을 정화하여 물의 순도를 유지해야 한다.

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배수 방지

1) 배관 등 관련설비의 손상에 의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물이 방사선 차폐에 필

요한 수위 이하로 배수되지 않도록 계통 및 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냉각펌프 및 정화펌프의 수동 작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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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실 핸드스위치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펌프 및 정화펌프를 

수동 기동/정지하는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조작상태의 지시등이 

적절하게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나. 사용후핵연료 냉각펌프의 성능 확인

각 펌프의 성능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 내용을 만족하고, 펌프 제작자의 성

능곡선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다. 사용후핵연료 냉각펌프의 유로 형성 가능성 확인

1) 냉각펌프의 운전에 따라 각 계열의 열교환기에 정격유량이 공급되는지 확인

한다.

2) A/B 계열 열교환기는 A/B 계열 펌프로 부터 교차로 냉각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대한 성능 확인을 위하여 각 펌프 후단의 격리

밸브와 교차배관 밸브를 조절하여 교차유로 형성 여부를 확인한다.

라. 감시 및 경보기능 관련사항

저장조 수위, 수온, 냉각 및 정화계통 유량, 방사선 준위 등에 대한 감시 및 경보 

기능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에 대한 성능시험은 상온조건에서 성능점검

이 수행되어 시험결과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있는 성능요건 및 안전설계에 

부합하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설치되는 각종펌프(냉각펌프, 정화펌프, 부유물 제거 펌

프)의 성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냉각펌프 및 정화펌프의 수동 작동 및 연동신호에 의한 

자동 정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각 펌프와 관련하여 상온조건에서 성능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초기 기동시험 결

과 확인을 통해 최소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상의 성능요건, 즉 정격 수두에서

의 정격유량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나. 시험절차서의 판정기준이 안전심사지침 9.1.3 및 안전성분석보고상의 내용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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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다. 시험 초기 조치사항 등이 적합한지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절차서를 수행

하는 중 단계별 전환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를 평가․확인되어야 한다.

III. 판정기준

1.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에 설치된 각종펌프의 성능이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와 제작자지침서의 내용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에 설치된 각종 펌프는 주제어실에서 핸드

스위치로 수동기동 및 정지될 수 있어야 한다.

3.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의 각각의 유로가 적절히 형성될 수 있어

야 한다.

4.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수위, 수온, 냉각 및 정화계통 유량, 방사선 준위 등에 대한 

감시 및 경보기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 “설비의 공유”, 제29조 “잔열제거설비”,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제49조 “초기시험”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

로. 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원자로. 33) “안전관

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원자로. 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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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INS/GI-N0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정기검사지침서 IV.4.2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4. KINS/GE-N0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 지침서 9.1.3절 “사용후 핵연료 냉

각 및 정화계통”

5. KINS/GT-N024 안전관련 펌프, 밸브 가동중시험 지침

6.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2000) MOA “원전가동중시험 - 일반요건”, MOB “펌프 

가동중시험”, MOC “밸브 가동중시험”, MOD “압력방출장치 가동중시험”, MOF

“냉각계통 성능시험”, MOH “동력구동 압력방출밸브 성능시험”

7. 안전성분석보고서 9.1.3절 “사용후연료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8. 사용후핵연료 냉각 및 정화계통 배관 및 계장도면

9. 사용후핵연료 냉각 및 정화계통 계통설명서

10. USNRC Regulatory Guide 1.13 “Fuel Storage Facility Design Basis”

11. USNRC Regulatory Guide 1.52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Engineered Safety Feature Atmosphere Cleanup System Air Filtration and

Adsorption Units of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

12. USNRC Regulatory Guide 8.8 “Information Relevant to Ensuring That

Occupational Radiation Exposures at Nuclear Power Stations Will Be As Low

As Is Reasonably Achiev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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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1. 저장조 각종 

펌프 수동 

기동 및 

정지 가능성 

확인

2. 저장조 각종 

펌프 성능 

확인

3. 각 펌프의 

유로 형성 

가능성 확인

4. 저장조에 

설치된 수위,

수온 등의 

측정계기 

작동성 확인 

주 제어실에서 핸드 스위치로  

기동 및 정지

펌프성능이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내용을 만족하고 펌프 

제작자지침서의 유량,

압력곡선과 일치하는지 확인

펌프 성능시험 시 배출 수 형성 

유무로 확인

저장조 수위, 수온, 냉각/정화 

계통 유량, 방사선 준위 등에 

대한 감시 및 경보 기능을 모의 

신호를 이용하여 확인

펌프 성능시험시 

주제어실 /

현장에서 펌프 

기동 시 확인

모의 신호에  

의한 경보 시험 

시 주제어실 /

현장에서 확인 

또는 시험 

결과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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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4.2절 핵연료이송계통 및 이송관 시험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핵연료 이송계통 및 이송관은 원자로건물 지역과 핵연료건물 지역으로 신연

료 또는 사용후핵연료를 이송하는 설비이다.

핵연료 이송계통 및 이송관은 부주의에 의한 기기의 잘못된 취급이나 오동

작으로 인하여 핵연료 집합체에 손상을 줄 수 있고,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동장치, 과부하제한

장치, 이동제한장치 및 기타보호 장치들을 적절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검사 대상

핵연료 이송계통 및 이송관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핵연료이송계통은 2개의 핵연료집합체를 취급할 수 있는 운반용기가 장착된 

이송운반차 1대, 직립기 2대와 수력공급기 2대 그리고 윈치 1대 및 이송관으

로 구성된다. 핵연료 이송관은 격납건물과 핵연료건물을 연결하며, 이송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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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바퀴를 장착하여 핵연료 이송관 내에 있는 레일 위를 운행하며 핵연료

집합체를 이송한다. 또한 직립기는 2개의 삽입구가 있는 핵연료 운반용기를 

세우는데 사용되는 골조 구조물과 지지구조물과 피봇(Pivot) 연결되어 구성

된다. 핵연료집합체를 취급할 수 있는 운반용기가 장착된 이송운반차가 직

립기에 적절하게 위치할 때 핵연료 운반용기와 직립기의 회전중심은 일치된

다. 수력공급기는 이송운반차와 함께 직립기를 세우고 눕히기 위한 동력을 

제공한다. 또한 원자로 운전중에 핵연료 이송관은 격납건물 내에 위치한 차

단 플랜지와 게이트밸브에 의해 밀봉된다. 재장전수조를 냉각수로 채우기 

전에 차단 플랜지는 제거된다. 재장전수조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사이의 

수위가 같아진 후에 이송관 밸브가 열린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윈치 과부하 연동장치

(1) 하중이 과부하 설정치 이상이 되면 이송관 내로 이송운반차 이동하지 않

도록 윈치구동을 정지시킨다

(2) 운전자는 윈치 견인 하중값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과부하 설정치

를 초과하여 인양기가 작동할 경우 수동으로 이송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

다.

(3) 정상적 이송 작업중 연동장치의 고장으로 과부하 설정치를 초과하여 운전 

될 경우, 모터 정지 토크를 수동으로 제어하여 기기의 손상을 막는다.

(3) 과부하 상태 여부는 제어반 상의 표시등과 경보음으로 지시된다.

나. 이송운반차 연동장치

(1) 직립기가 수직상태로 위치할 경우, 핵연료 이송관을 통해 이송운반차를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2) 만일 연동장치 고장상태에서 이송신호가 발생하여 이송운반차가 이동되더

라도 견인 하중이 과부하 설정치를 초과하면 정지되도록 한다.

다. 직립기 회전 연동장치

(1) 재장전 기중기나 사용후 핵연료 취급기중기가 직립기 위치에 있을 때 직

립기의 회전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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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연료집합체가 재장전 기중기 또는 사용후 핵연료 취급 기중기로 인출되

거나 삽입되는 동안 연동장치의 고장으로 핵연료 운반용기가 회정되는 경

우, 운전자가 육안으로 비정상적인 운전상태를 인지할 수 있고 비상정지 

버튼을 사용하여 핵연료운반용기의 회전을 중지시킬 수 있다.

라. 직립기 연동장치

(1) 이송 운반차가 정확히 직립위치에 있지 않는 한 직립기의 회전은 금지된

다.

(2) 연동장치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이송운반차가 핵연료 이송관 내에 있을 

경우, 직립기는 이송운반차나 핵연료에 아무런 영향 없이 회전 할 수 있

다.

(3)이송운반차의 일부가 직립기 내에 있을 경우, 핵연료운반용기는 회전될 

수 없다.

마. 이송운반차 회전 연동장치 

(1) 이송운반차가 직립기 안에 정확히 위치하지 않으면 이송운반차의 회전은 

금지된다.

(2) 연동장치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이송운반차와 핵연료이송관집합체는 접속

이 될 수 없으며, 고장날 경우에 이송 운반차와 이송관 집합체는 접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부하 신호가 발생하여 이송 운반차의 이동은 중

단될 수 있다. 핵연료집합체는 핵연료 운반상자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

떠한 손상도 입지 않는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에 규제 요건 및 기술요건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다.

나. 시험에 사용되는 계측장비의 교정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시험원의 자격인증 적합성을 확인한다.

라. 성능시험 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1) 직립기 및 이송운반차의 작동상태 점검

(2) 케이블 처짐 상태에서의 자동 멈춤 확인

(3) 핵연료 재장전기 및 사용후핵연료취급기와의 연동장치 정상동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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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력동력기 작동 상태 점검

(5) 이송계통 윈치 과부하 연동장치 점검

(6) 핵연료 이송관 밀봉시험 결과 확인

4. 검사 중점사항

가. 연료 이송운반차가 직립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직립기 회전 금지 확인

나. 연료 이송운반차가 직립기의 정확한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연료 이송운

반차 회전 금지 확인

5. 검사 유의사항

가. 연동장치 점검시 지역연동의 정밀성을 점검한다.

나. 이물질이 재장전수조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한

다.

III. 판정 기준

가. 이송운반차, 수력동력기 및 직립기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핵연료 재장전기 및 사용후핵연료 취급기중기와의 연동장치가 정상적으로 

동작되어야 한다.

다. 이송계통 윈치 과부하 연동장치가 정상적으로 동작되어야 한다.

라. 이송관의 밀봉기능시험결과가 관련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IV.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가. 신고리 3, 4호기 FSAR

나. 신고리 3, 4호기 운영기술지침서

다. 신고리 3호기 사용전 검사보고서(성능편)

라. 원자력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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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안위고시 제2016-06호, 원자로시설의 사용전 검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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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핵연료이송계

통 및 이송관

1.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2. 시험용 계측장비의 교정 적

합성점검

3. 운전원 자격인증 서류 확인

4. 성능시험 결과 확인

1) 직립기 및 이송운반차의 작

동상태 및 연동장치 점검

2) 케이블 처짐 상태에서의 자

동 멈춤 확인

3) 핵연료 재장전기 및 사용후

핵연료취급기와의 연동장치 정

상동작 확인

4) 수력동력기 작동 상태 점검

5) 이송계통 윈치 과부하 연동

장치 점검

6) 핵연료 이송관 밀봉시험 결

과 확인

5. 최종상태 점검

- 시설

- 청결 및 시설보호

- 품질보증 기록 확인 

시험착수 전, 관련 요건 

CMAA-70, ANSI/ANS

57.1 및 관련절차서 검토

성능시험 결과 검토

현장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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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4.3절 제어봉집합체 교체설비 시험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제어봉집합체 교체설비는 부주의에 의한 기기의 잘못된 취급이나 오동작

으로 인하여 핵연료집합체에 손상을 줄 수 있고,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을 유발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동장치, 이동제한장치 및 

기타보호 장치들을 적절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검사 대상

제어봉집합체 교체설비(CEA Change Platfom)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제어봉집합체 교체설비는 상부안내 구조물이 저장구역에 위치하고 재장전 

기중기와 동일한 레일 위에 운행되며, 인양공구를 통해 제어봉 집합체를 이송

하거나 교체작업을 수행하는데 이용된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부하가 걸린 장비가 풀리거나 낙하되지 않도록 설계된

다.

나. 제어봉집합체(CEA)를 이송하는 그래플(Grapple), 걸쇠(Latch)등은 부주의

한 풀림을 방지하는 연동이 되어 있다.

다. 제어봉집합체가 정확히 최대 상한위치에 도달하면 인양이 중지된다.

라. 기계식 상한 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최소 차폐수위 위로 인양되는 것을 제

한한다.

마. 하중이 과부하 설정치를 초과할 경우, 인양이 중지된다.

바. 하중이 저부하 설정치 이하로 감소되면, 제어봉 집합체 삽입이 중지된다.

사. 운전자가 인양 하중값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과부하/저부하 설정

치를 초과하여 인양기가 작동할 경우 수동으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에 규제 요건 및 기술요건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다.

나. 시험에 사용되는 계측장비의 교정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시험원의 자격인증 적합성을 확인한다.

라. 성능시험 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1) 과부하 및 저부하 차단기능의 허용기준 만족여부 확인

(2) 이동제한 연동장치 정상동작 확인

(3) 제어봉 집합체 삽입 및 인출 시험 결과 확인

(4) 전원상실시 호이스트 부하 유지 상태 확인

(5) 브릿지, 트롤리, 호이스트 성능점검 결과 확인

(6) 호이스트의 100% 및 125% 부하시험 결과확인

4. 검사 중점사항

가. 과부하 및 저부하 차단기능의 허용기준 만족여부를 점검한다.

나. 브릿지, 트롤리, 호이스트의 연동장치 기능(지역연동)을 점검한다.

다. 브릿지, 트롤리, 호이스트의 운전성능을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과부하 및 저부하 차단기능의 허용기준 만족여부 점검시 부하감지 및 부

하집게의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나. 연동장치 점검시 지역연동의 정밀성을 점검한다.

다. 이물질이 원자로 및 재장전수조에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III. 판정 기준

가. 제어봉집합체 교체설비의 연동장치는 설계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정상적

으로 작동해야 한다.

나. 호이스트 과부하 및 저부하 차단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다. 제어봉집합체 삽입 및 인출 시험 결과가 관련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IV.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가. 신고리 3, 4호기 FSAR

나. 신고리 3, 4호기 운영기술지침서

다. 신고리 3호기 사용전 검사보고서(성능편)

라. 원자력법 시행령 제27조

마. 원안위고시 제2016-06호, 원자로시설의 사용전 검사에 관한 규정

바. 신고리 3, 4호기 제어봉집합체 교체설비 공급자의 Instruction Manual



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제어봉집합체 

교체설비

1.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2. 시험용 계측장비의 교    

정 적합성 점검

3. 운전원 자격인증 서류 확인

4. 성능시험 결과 확인

1) 과부하 및 저부하 차단기

능의 허용기준 만족여부 확인

2) 이동제한 연동장치 정상동

작 확인

3) 제어봉 집합체 삽입 및 인

출 시험 결과 확인

4) 전원상실시 호이스트 부하 

유지 상태 확인

5) 브릿지, 트롤리, 호이스트 

성능점검 결과 확인

6) 호이스트의 100% 및 125%

부하시험 결과확인

5. 최종상태 점검

- 시설

- 청결 및 시설보호

- 품질보증 기록 확인

시험착수 전,

관련 요건 CMAA-70,

ANSI/ANS 57.1 및 관

련절차서 검토

성능시험 결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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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4.4절 사용후핵연료 취급기중기 시험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사용후핵연료 취급기중기는 이동용 브리지와 트롤리 그리고 호이스트로 

구성되며 신연료 검사구역, 신연료 저장대, 이송계통, 사용후 핵연료 저장대,

신연료 승강기,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캐스크 지역에서 핵연료를 이송하는 설

비이다.

사용후핵연료 취급기중기는 부주의에 의한 기기의 잘못된 취급이나 오동

작으로 인하여 핵연료집합체에 손상을 줄 수 있고,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을 유

발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동장치, 이동제한장치 

및 기타보호 장치들을 적절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검사 대상

사용후핵연료 취급기중기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사용후핵연료 취급기중기는 이동용 브리지와 트롤리 및 호이스트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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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연료검사대, 신연료 저장조, 신연료승강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재장전

수로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선적조에 걸쳐 설치된 레일 위를 운행

한다. 브리지와 트롤리 모터에 의해 사용후핵연료 저장대, 신연료 승강기, 그

리고 직립기 위로 이동되며 신연료를 신연료 저장대로부터 신연료 승강기로 

운반한다. 사용후핵연료 취급공구는 탈부착이 가능한 인양기 부속부품이 장

착된 사용후핵연료 취급기중기의 인양기에 의해 설치되며, 수평방향 흔들림

이 구속된다. 사용후핵연료 취급기중기 호이스트는 핵연료집합체를 결착하

고 수직방향으로 상승후, 신연료를 신연료승강기에서 직립기로 운반하거나,

사용후핵연료를 핵연료 이송계통 직립기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대로 이동하

는데 사용된다. 사용후핵연료 취급기중기의 제어기는 트롤리에 위치하고 있

는 콘솔에 설치되어 있으며, 브릿지, 트롤리, 호이스트의 위치좌표는 콘솔에 

표시된다.

핵연료를 인출하거나 삽입하는 동안 호이스트 케이블의 하중 값이 과부하 

및 저부하 설정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부주의로 인해 

취급공구와 핵연료집합체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적 잠금장치

가 설치된다. 브리지와 트롤리 구동장치는 프로그래머블 논리제어기에 의해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며, 제동장치로 위치를 유지한다. 또한 호이스트로 핵

연료를 인출하거나 삽입할 때 사용후핵연료 취급기중기가 이동하지 않도록 

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동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브리지, 트롤리, 및 인양

기를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핸들이 설치된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호이스트의 하중이 과부하 설정치를 초과하면 작동이 중지된다.

나. 사용후핵연료 취급공구는 운전자에 의해 수동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과부

하 연동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과부하로 인하여 공구가 움직

이지 않거나 공구속도가 감소함을 감지할 수 있다.

다. 호이스트 하중이 저부하 설정치 이하로 감소하면 작동이 중지된다.

라. 호이스트 케이블에 처짐이 발생하면 작동이 중지된다.

마. 사용후핵연료취급공구는 수동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케이블 처

짐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 할 수 있다.

바. 인양물체가 최상위치 이하에 있을 경우 브리지와 트롤리 병진속도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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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된다.

사. 속도 제한 연동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가 저속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아. 인양물체가 저장구역의 벽면이나 수문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에 규제 요건 및 기술요건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다.

나. 시험에 사용되는 계측장비의 검교정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시험원의 자격인증 적합성을 확인한다.

라. 성능시험 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1) 과부하 및 저부하 차단기능의 허용기준 만족여부 확인

(2) 브릿지-트롤리, 트롤리-호이스트, 브릿지-호이스트 연동장치 정상동작 확인

(3) 핵연료 이송계통과의 연동장치 정상동작 확인

(4) 신연료 승강기와의 연동장치 정상동작 확인

(5) 운전구역별 속도제한 연동조건 정상동작 확인

(6) 핵연료집합체 삽입 및 인출 시험 결과 확인

(7) 전원상실시 호이스트 부하 유지 상태 확인

(8) 브릿지, 트롤리, 호이스트 성능점검 결과 확인

(9) 호이스트의 100% 및 125% 부하시험 결과확인

4. 검사 중점사항

가. 과부하 및 저부하 차단기능의 허용기준 만족여부를 점검한다.

나. 브릿지, 트롤리, 호이스트의 연동장치 기능(지역연동)을 점검한다.

다. 브릿지, 트롤리, 호이스트의 최대속도 및 최저속도를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과부하 및 저부하 차단기능의 허용기준 만족여부 점검시 부하감지 및 부

하집게의 검·교정 및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나. 연동장치 점검시 지역연동의 정밀성을 점검한다.

다. 이물질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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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판정 기준

가. 사용후연료취급기중기의 연동장치는 설계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정상적으

로 작동해야 한다.

나. 호이스트 과부하 및 저부하 차단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다. 핵연료 집합체 삽입 및 인출 시험 결과가 관련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IV.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가. 신고리 3, 4호기 FSAR

나. 신고리 3, 4호기 운영기술지침서

다. 신고리 3호기 사용전 검사보고서(성능편)

라. 원자력법 시행령 제27조

마. 원안위고시 제2016-06호, 원자로시설의 사용전 검사에 관한 규정

바. 신고리 3,4호기 사용후핵연료 취급기중기 공급자 Instruction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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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사용후핵연료 

취급기중기

1.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2. 시험용 계측장비의 교    

정 적합성 확인

3. 운전원 자격인증 서류 확인

4. 성능시험 결과 확인

1) 과부하 및 저부하 차단기능

의 허용기준 만족여부 확인

2) 브릿지-트롤리, 트롤리-호이

스트, 브릿지-호이스트 연동장

치 정상동작 확인

3) 핵연료 이송계통과의 연동

장치 정상동작 확인

4) 신연료 승강기와의 연동장

치 정상동작 확인

5) 운전구역별 속도제한 연동

조건 정상동작 확인

6) 핵연료집합체 삽입 및 인출 

시험 결과 확인

7) 전원상실시 호이스트 부하 

유지 상태 확인

8) 브릿지, 트롤리, 호이스트 

성능점검 결과 확인

9) 호이스트의 100% 및 125%

부하시험 결과확인

5. 최종상태 점검

- 시설

- 청결 및 시설보호

- 품질보증 기록 확인 

시험착수 전,

관련 요건 CMAA-70,

ANSI/ANS 57.1 및 관

련절차서 검토

성능시험 결과 검토

현장 입회



지 침 번 호 KINS/GI-N03

분 류 번 호 2.4.5

개 정 번 호 4

발 행 일 자 2017.12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분류번호 : 2.4.5

제 목 : 핵연료 재장전 기중기 시험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제․개정 

번   호

작   성 확   인 부  분   개  정

성 명 일 자 성 명 일 자 쪽 작성자 확인자 일자

0

1 김용윤 ‘02.06 박윤원 ‘02.06

2 정연기 ‘10.07 정해동 ‘10.07

3 송재호 ‘13.4 이진호 ‘13.4

4 조두호 ‘17.12 신호상 ‘17.12

5



- 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4.5절 핵연료재장전 기중기 시험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핵연료재장전 기중기는 재장전수조 위에 위치한 이동용 브리지와 트롤리

로 구성되고 재장전수조 위의 운전층 양쪽에 평행하게 설치된 레일 위에서 

운행된다. 브리지와 트롤리는 원자로 노심이나 핵연료 이송운반차로 핵연료 

집찹체를 이송하는데 이용된다.

핵연료재장전 기중기는 부주의에 의한 기기의 잘못된 취급이나 오동작으로 

인하여 핵연료집합체에 손상을 줄 수 있고,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동장치, 이동제한장치 및 기타

보호 장치들을 적절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검사 대상

핵연료재장전 기중기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핵연료재장전 기중기는 재장전수조 위에 위치한 이동용 브리지와 트롤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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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고 재장전조 위의 작업층 양쪽에 평행하게 설치된 레일위를 운행한

다. 브리지와 트롤리에 설치된 모터는 원자로심이나 핵연료 이송운반차 내

에 있는 핵연료 집합체의 위치로 기기를 이동시킨다. 핵연료재장전 기중기 

제어기는 트롤리 상부에 있는 콘솔에 설치되며, 브리지와 트롤리, 호이스트

의 좌표위치가 콘솔에 표시된다. 핵연료집합체를 인출하고 삽입하는 동안 

콘솔에서 호이스트케이블의 하중을 감시하여 핵연료집합체의 이동상태를 확

인한다. 호이스트 과부하 및 저부하 설정치를 설정하여, 핵연료집합체에 부

적절한 하중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도록 설계된다. 취급공구가 핵연료집합

체 사이의 결착은 취급공구 구동장치 암이 호이스트 축방향 홈에 물리게 함

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주의에 의해 구동장치에 분리신호가 발생하더

라도 결착은 유지가 된다. 브리지와 트롤리의 위치는 정밀 제어를 통해 이

동되고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유지한다. 또한 핵연료집합체를 인출하거나 삽

일하는 동안 핵연료 재장전기의 이동을 방지하는 연동장치가 설치된다. 마

스트 하단에는 충돌방지 연동장치가 설치되어, 부주의로 인한 충돌을 방지

한다. 기계식 상한 제한 장치는 핵연료가 최소 안전수위 위로 인양되는 것

을 방지한다. 동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브리지, 트롤리, 호이스트를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핸드휠이 설치된다. 또한 안전정지지진이 발생 및 동력이 

상실되더라도 호이스트 하중을 유지하도록 설계된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호이스트의 하중이 과부하 설정치를 초과하면 작동이 중지된다.

나. 운전자가 육안으로 하중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과부하/

저부하 설정치를 이탈할 경우 비상 정지할 수 있다.

다. 핵연료 집합체가 최대 상한 위치로 근접하면 작동이 중지된다.

라. 기계식 상한멈춤장치를 통해 핵연료집합체가 최소 차폐수위 이상으로 인

양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제한한다.

마. 호이스트 하중이 저부하 설정치 이하로 감소하면 작동이 중지된다.

바. 호이스트 케이블에 처짐이 발생하면 작동이 중지된다.

사. 브리지 또는 트롤 리가 병진운동을 하는 동안에 인양이 금지된다.

아. 핵연료집합체 취급공구가 노심내에서 작동하는 동안 브리지 또는 트롤리

의 병진운동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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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위의 물체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트 충돌방지 연동장치가 설치

된다.

차. 핵연료집합체가 노심 내에 있을 경우, 최대 인양속도를 제한한다.

카. 직립기가 수직상태가 아닐 경우, 직립기 운전구역으로 핵연료재장전기중

기의 진입은 금지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에 규제 요건 및 기술요건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다.

나. 시험에 사용되는 계측장비의 교정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시험원의 자격인증 적합성을 확인한다.

라. 성능시험 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1) 과부하 및 저부하 차단기능의 허용기준 만족여부 확인

(2) 이동제한 연동장치 정상동작 확인

(3) 핵연료집합체 삽입 및 인출 시험 결과 확인

(4) 전원상실시 호이스트 부하 유지 상태 확인

(5) 브릿지, 트롤리, 호이스트 성능점검 결과 확인

(6) 마스트 충돌방지 제한 연동장치 정상동작 확인

(7) 직립기 연동장치 정상동작 확인

(8) 브릿지, 트롤리, 호이스트 연동장치 정상동작 확인

4. 검사 중점사항

가. 과부하 및 저부하 차단기능의 허용기준 만족여부를 점검한다.

나. 브릿지, 트롤리, 호이스트의 연동장치 기능(지역연동)을 점검한다.

다. 브릿지, 트롤리, 호이스트의 최대속도 및 최저속도를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과부하 및 저부하 차단기능의 허용기준 만족여부 점검시 부하감지 및 부

하집게의 상태를 확인한다.

나. 연동장치 점검시 지역연동의 정밀성을 점검한다.

다. 이물질이 원자로 및 재장전수조에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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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판정 기준

가. 핵연료재장전기중기의 연동장치는 설계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나. 호이스트 과부하 및 저부하 차단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다. 핵연료 집합체 삽입 및 인출 시험 결과가 관련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IV.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가. 신고리 3, 4호기 FSAR

나. 신고리 3, 4호기 운영기술지침서

다. 신고리 3호기 사용전 검사보고서(성능편)

라. 원자력법 시행령 제27조

마. 원안위고시 제2016-06호, 원자로시설의 사용전 검사에 관한 규정

바. 신고리 3, 4호기 핵연료 재장전기 공급자 Instruction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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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핵연료 재장

전기중기

1.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2. 시험용 계측장비의 교정상

태 점검

3. 운전원 자격 인증 서류 확

인

4. 성능점검 결과 확인

1) 과부하 및 저부하 차단기능

의 허용기준 만족여부 확인

2) 이동제한 연동장치 정상동

작 확인

3) 핵연료집합체 삽입 및 인출 

시험 결과 확인

4) 전원상실시 호이스트 부하 

유지 상태 확인

5) 브릿지, 트롤리, 호이스트 

성능점검 결과 확인

6) 마스트 충돌방지 제한 연동

장치 정상동작 확인

7) 직립기 연동장치 정상동작 

확인

8) 브릿지, 트롤리, 호이스트 

연동장치 정상동작 확인연동

장치 기능 점검

9) 호이스트의 100% 및 125%

부하시험 결과확인

5. 최종상태 점검

- 시설

- 청결 및 시설보호

- 품질보증 기록 확인 

시험착수 전,

관련 요건 CMAA-70,

ANSI/ANS 57.1 및 관

련절차서 검토

성능시험 결과 검토

현장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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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4.6절 신연료승강기 성능시험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신연료승강기는 수송용기 선적조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바닥으로 이송

하는데 사용된다. 신연료 승강기는 케이블 호이스트 및 이송운반차로 구성된

다. 부주의로 인한 기기의 잘못된 취급이나 오동작으로 인하여 신연료에 손상

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동장치, 이동제한장치 및 기타

보호 장치들을 적절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검사 대상

신연료승강기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신연료승강기는 수송용기 선적조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바닥으로 이송

하는데 사용되며, 1대의 케이블 호이스트와 수송용기 선적조 벽면에 설치된 

레일을 운행하는 이송운반차로 구성된다. 신연료승강기로부터 사용후연료저장

조로의 신연료 이송은 사용후연료취급기중기 및 중간길이 신연료취급공구를 

사용한다. 동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승강기를 작동시키기 위한 수동조작용 핸



들이 설치된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호이스트 케이블에 처짐이 발생하면 작동이 중지된다.

나. 핵연료집합체가 승강기내에 있을 때 승강기의 상승을 금지한다.

다. 사용후연료취급기중기가 신연료승강기 운전지역에 위치할 경우, 승강기의 

상승을 금지한다.

라. 상한 및 하강 제한위치에 도달하면 작동이 중지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에 규제 요건 및 기술요건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다.

나. 시험에 사용되는 계측장비의 교정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시험원의 자격인증 적합성을 확인한다.

라. 성능시험 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1) 윈치모터 성능시험 결과 확인

(2) 이동제한 연동장치 정상동작 확인

(3) 핵연료집합체 삽입 및 인출 시험 결과 확인

(4) 케이블 처짐 연동장치 정상동작 확인

상기의 세부검사 항목의 상세 내용은 검사점검표에 기술되어 있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과부하 조건에서의 브레이크 성능을 점검한다.

나. 신연료승강기 연동장치 기능(이동제한 등)을 점검한다.

다. 윈치모터의 성능변수(전동기 전류, 전압, 속도, 온도, 회전속도, 토크)를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윈치 모터의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나. 연동장치 점검시 이동금지 등의 기능을 점검한다.

다. 이물질이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III. 판정 기준

가. 사용후연료취급기중기-신연료승강기 연동장치는 설계요건을 만족해야 하

며,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나. 연동장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다. 핵연료 집합체 삽입 및 인출 시험 결과가 관련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IV.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가. 신고리 3,4호기 FSAR

나. 신고리 3호기 사용전 검사보고서(성능편)

다. 원자력법 시행령 제27조

라. 원안위고시 제2016-06호, 원자로시설의 사용전 검사에 관한 규정



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신연료승강기 1.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2. 시험용 계측장비의 교정 적합성

3. 운전원 자격인증 서류 확인

4. 성능시험 결과 확인

1)연동장치 작동상태 점검

- 사용후연료취급기-신연료승강기간 

연동장치 정상동작 확인

-상부이동 제한 연동장치 정상동작 

확인

2) 윈치 모터의 성능점검(전동기 전

류, 전압, 속도, 온도, 회전속도, 토

크) 확인

3)정격하중에서의 윈치 모터 성능점

검(전동기 전류, 전압, 속도, 온도,

회전속도, 토크) 확인

4)전기 히터 성능점검(전압 및 전류)

5)모의연료집합체 점검(무게, 운반차

와의 간극)

5. 최종상태 점검

- 시설

- 청결 및 시설보호

- 품질보증 기록 확인 

시험착수 전,

관련 요건 CMAA-70,

ANSI/ANS 57.1 및 관

련절차서 검토

성능시험 결과 검토

현장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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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4.7절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격리문 시험

주관부서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는 사용후핵연료를 습식 저장하는 개방된 철근콘크리

트 구조물이며 저장조 내벽은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마감되어 있다. 사용후핵

연료 저장조 격리문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를 구성하는 일부로서 저장조의 물

과 핵연료 이송수로 또는 수송용기 선적조의 물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검사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격리문, 연동시스템 및 시스템 상태 지시

등이 설계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다.

2. 검사대상

가. 핵연료물질의 취급 및 저장시설

-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격리문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기능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격리문은 저장조의 물과 핵연료 이송수로 또는 수송용

기 선적조의 물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격리문은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조

로 이송하거나 수송용기에 선적할 때 열린 상태이어야 하므로 관련 절차서 또

는 매뉴얼에 명시된 순서와 절차에 따라 작동되어야 한다.

2. 안전설계 사항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격리문은 발전소 가동중 예상되는 모든 하중조건하

에서도 저장시설의 일부로서 구조적 건전성과 수밀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격리문 공급자의 운전시험절차와 운전·유지관리 설명서 등에 제시된 사

항이 기능시험절차서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격리문 기능시험 장비의 검교정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Seal의 공기압 방출시 전원 터미널 간 연결/단락 확인 시험, 공급 공기압 

및 Seal 공기압 확인 시험, 운전원의 격리문 오작동시 계통 경보·보호 시

험 등 격리문 기능시험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격리문 기능시험 장비의 검교정 유효기간 확인

나. 격리문 기능시험의 적합성 확인

5. 검사 유의사항

가. 격리문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장비 종류를 확인하고 각 장비의 검교정 상



태를 점검한다.

나. 운전원의 격리문 오작동시 경보 및 게통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한다.

III. 판정 기준

1.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격리문의 기능시험을 위한 절차서 및 판정기준은 격

리문 공급자의 운전 시험 절차와 운전·유지관리 설명서 등에 제시된 사항

을 만족해야 한다.

2. 격리문 기능시험 장비가 검교정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3. 격리문 기능시험이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기능시험 결과가 판정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IV. 첨부 자료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한 규칙, 제2장 제2절(원자로시설의 구조·설

비 및 성능)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 제2016-05호,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 제2016-06호,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 제2016-10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다. Spent Fuel Pool Gate Test 시험절차서

라. 제작사 Instruction Manual 및 Operational Test Procedure



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고(참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격리문

1. 기능시험절차서 타당성

- 격리문 공급자의 운전시험절차와 

운전·유지관리설명서 등에 제시

된 사항 반영

2. 격리문 기능시험 장비의 검교정 

적합성

- 기능시험을 위한 장비의 검교정 

유효기간

3. 격리문 기능시험의 적합성 

- Seal의 공기압 방출시 전원 터미

널 간 연결/단락 확인 시험

- 공급 공기압 및 Seal 공기압 확

인 시험

- 운전원의 격리문 오작동시 계통 

경보·보호 시험 등

기능시험 전, 서류

검토 및 면담

기능시험 시, 서류

검토

기능시험 시, 현장

입회, 서류 검토 및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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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5절 방사성 폐기물의 폐기 시설

제2.5.1절 액체 방사성폐기물계통 시험

주관부서 :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액체방사성폐기물계통은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폐기물의 농도와 일반대중이 받

는 방사선피폭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작업자 및 운전원에 대한 방사선피폭이 합리적으로 가능

한 한 낮게 유지할 목적으로 설치된 계통으로 1차 계통에서 발생된 액체방사성폐기물

을 수집 저장, 처리하여 방출되는 유출물이 배출관리기준 이하가 되도록 한다. 액체 

방사성 폐기물계통은 발전소 내부에서 발생된 액체방사성폐기물을 수집 처리하며 주

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방사성 및 오염 가능성이 있는 액체폐기물 수집

․ 고체방사성폐기물계통으로 이송되는 고체 폐기물량의 최소화

․ 소외방출 허용농도 이하가 되도록 방사성 폐액을 처리

액체폐기물처리계통은 폐기물을 수집하는 탱크류 및 펌프들과, 폐액을 처리하는 주

처리장치인 역삼투압 패키지나 증발기 또는 선택성 이온교환패키지, 그리고 방출전 감

시를 위한 탱크, 펌프 및 장치들로 구성된다. 주처리장치인 증발기는 폐액증발장치와 

탱크 및 펌프 등으로 구성되며, 역삼투압 패키지나 선택성 이온교환패키지는 전처리 

장치인 활성탄여과기, 원심분리기 및 역삼투압처리장치, 그리고 일련의 이온교환탑 등

으로 구성된다.

성능검사에서는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상기의 관련 계통, 기기 및 주요장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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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능이 관련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는가를 확인 점검한다.

2. 검사 대상

가. 액체폐기물의 수집, 처리 및 저장능력 

1) 펌프류 등 회전기기 

2) 액체폐기물 방출 차단 밸브 등 각종 밸브

3) 경보장치 및 수위계 등 각종 계기

나. 액체폐기물 주처리장치의 성능

1) 역삼투압 장치 및 이온교환기 패키지 

2) 선택성 이온교환 패키지

3) 증발기 패키지

다. 세탁폐액처리계통의 성능

1) 펌프류 등 회전기기 

2) 경보장치 및 수위계 등 각종 계기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정상운전 및 예상 운전 과도시에 발생하는 방사성 액체폐기물을 수집 처리 및 방

출하는 기능을 갖는다.

나. 본 계통은 액체유출물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

한 기준”의 목표치 이하로 방출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 액체 방사성 폐기물 처리계통은 충분한 처리능력, 다중성과 가변성을 가져야 한

다.

라. 계통 기능 수행을 적절히 감시하며, 특히 환경배출시 적절한 방사성 유출물 방출

감시가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마. 액체폐기물계통은 폐액의 재사용시 적합한 순도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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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및 기타 방사성핵종 함유 폐액 소외 방출시 허용농도 이내로 처리할 수 있

어야 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액체 폐기물계통은 안전에 관계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 및 계획서 검토

나. 액체폐기물계통의 수집, 저장 및 처리 능력

1) 감시탱크펌프의 가동상태, 용량, 배출압력 및 탱크 수위 경보기능 확인

2) 감시탱크펌프의 격리밸브 운전기능 확인

3) 각 종 저장탱크, 약품첨가계통탱크, 가성소다탱크, 산 저장탱크 등의 수위 경보

기능, 약품첨가 관련 펌프들의 가동상태 및 Alignment, 진동수, 토출량 확인 

4) 밀봉수 필터 차압 경보 기능 확인

5) 공급탱크, 화학폐기물 탱크, 가성소다 탱크의 온도 경보 기능 및 가성소다 탱크 

가열기 정지 기능 확인

6) 온도계, 유량계, 수위계 등 각종 계기의 검․교정 및 작동상태 확인 

7) 계통 관련밸브 운전기능 확인

다. 액체폐기물 주처리장치의 성능

1) 역삼투압 장치 및 이온교환기 패키지의 제염 성능 및 펌프 등 각종 장치와 계

기의 작동상태 확인

2) 선택성이온교환 패키지의 제염 성능 및 펌프 등 각종 장치와 계기의 작동상태 

확인

3) 증발기 패키지의 제염 성능 및 펌프 등 각종 장치와 계기의 작동상태 확인

4) 온도계, 유량계 등 각종 계기의 검․교정 및 작동상태 확인 

라. 세탁폐액처리계통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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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펌프의 가동상태 및 성능 확인

2) 경보장치 및 수위계의 제어기능과 경보 설정치 에서의 작동상태

3) 온도계, 유량계 등 각종 계기의 검․교정 및 작동상태 확인 

4. 검사 중점 사항

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 액체폐기물처리계통 관련 시험 절차서, P&ID 검토를 

통해 액체폐기물처리계통 시험절차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나. 건설 Turnover 문서 및 Flushing 관련기록을 검토하고 현장검사를 통해 시험초

기조건과 시험에 이용되는 기기들의 교정상태 등을 확인한다.

다. 시험진행 중 시험일지 기록 및 액체폐기물처리계통 관련 시험 절차서 서명 등을 

확인한다.

라. 각종 기기, 장치, 펌프, 밸브 등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변수들(용량, 처리능력,

압력, 온도, 연동기능, 경보상태 등)을 통해 시험결과를 검토하고 합격여부를 판

정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시험 초기조건과 시험기기들의 교정상태를 확인한다.

나. 관련 품질보증서류가 적절히 기록 및 유지되는가를 검사한다.

III. 판정기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액체폐기물처리계통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세부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각종 펌프의 alignment, 진동수, 가동상태, 용량, 배출압력 등 관련 요건 만족여부

2. 각종 탱크의 수위 및 온도경보 발령 상태 정상작동 여부

3. 밀봉수 차압경보 발령상태 정상작동 여부

4. 각종 밸브들의 동작상태 및 연동 기능 정상작동 여부

5. 탈염기 운전 및 기능 정상작동 여부

6. 각종 장치의 온도, 압력, 유량, 경보 및 수위계기 등의 각종 계기들의 정상작동 여부



- 5 -

7. 증발기, 선택성이온교환기 및 역삼투압 설비 등 주 처리장치의 제염성능 만족여부

IV. 첨부서류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가. 한국 표준형원전(한빛 3,4,5,6 한울 3,4,5,6), 개선형원전(신고리 1,2 신월성 1,2), 신

형원전(신고리 3,4 신한울 1,2) 안전성분석보고서 11.2

나. 한빛 3&4, 한빛 5&6, 한울 5&6호기 검사보고서(KINS/AR-341)

다. 한빛 3&4, 한빛 5&6, 신고리 1&2호기, 신고리 3&4호기 액체폐기물계통시험절차서

라. 증발기패키지, 선택성이온교환기 및 역삼투압 패키지 O&M manual 및 시험절차서

마. ANSI/ANS-N55.6 "Liquid Radioactive Waste System for LWR Plants"

바. Design Guidance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stalled in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U.S NRC

Regulatory Guide 1.143.

사 . Standard Review Plan, 11.2 Liquid Waste Management System, NUREG 0800.

아. Liquid Radioactive Waste Processing System for Light Water Reactor Plant,

ANSI/ANS-55.6, 1993. (KEPIC NWB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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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점검표

검사대상 점검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액체폐기물

계통의 수집,

처리 및 저

장 능력

1.액체 방사성폐기물계통 시

험절차서가 적절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한다.

2.건설 Turn-over 문서와 시

험관련 계통의 CAT,

Flushing기록 등을 검토하

고 그 결과는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3.시험초기조건과 시험장비들

의 교정상태를 확인한다.

4.감시탱크펌프의 가동상태,

용량, 배출압력 및 탱크 수

위 경보기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5.감시탱크펌프의 격리밸브가 

적절히 작동되는지 확인한

다.

6.각종 저장탱크, 약품첨가계

통탱크, 가성소다탱크, 산

저장탱크 등의 수위 경보

기능, 약품첨가 관련 펌프

들의 가동상태 및 

Alignment, 진동수, 토출량 

확인 

7.밀봉수필터 차압경보가 적

절히 발령되는지 확인한다.

시험착수전/FSAR, 시험절

차서, P&ID도면 및 적용코

드 비교검토

시험착수전/품질보증기록 

검토

시험착수전/현장입회검사

(선별입회)

시험시/현장입회검사

(선별입회)

시험후/시험결과 검토

시험시/현장입회검사

(선별입회)시험시/현장입회

검사

(선별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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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점검표

검사대상 점검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액체폐기물 

주처리장치

의 성능

8.공급탱크, 화학폐기물탱크,

가성소다 탱크의 온도 경보

기능 및 가성소다 탱크 가

열기 정지기능이 적절하게 

동작되는지 확인한다.

9.계통 관련밸브들이 적절하게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10.시험관련기록 등이 적합하

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1.주처리장치의 시험절차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한다.

2.건설 Turn-over 문서와 시험

관련 계통의 CAT, Flusing

기록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

는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3.시험초기조건과 시험장비들

의 교정상태를 확인한다.

4.역삼투압 장치 및 이온교환

기 패키지의 제염 성능 및 

펌프 등 각종 장치와 계기의 

작동상태 

5.선택성이온교환 패키지의 제

염 성능 및 펌프 등 각종 장

치와 계기의 작동상태

시험시/현장입회검사

(선별입회)

시험시/현장입회검사

(선별입회)

시험후/시험결과 검토

시험착수전/FSAR, 시험절

차서, P&ID도면 및 적용

코드 비교검토

시험착수전/품질보증기록 

검토

시험착수전/현장입회검사

(선별입회)

시험시/현장입회검사

시험시/현장입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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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점검표

검사대상 점검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세탁폐액처

리계통의 성

능

6.증발기 패키지의 제염 성

능 및 펌프 등 각 종 장치

와 계기의 작동상태

7.시험관련기록 등이 적합하

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1.주처리장치의 시험절차서

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2.건설 Turn-over 문서와 시

험관련 계통의 CAT,

Flushing기록 등을 검토하

고 그 결과는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3.시험초기조건과 시험장비

들의 교정상태를 확인한다.

4.펌프의 가동상태 및 성능 

5.경보장치 제어기능과 경보

설정치에서의 작동상태

6.시험관련기록 등이 적합하

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다.

시험시/현장입회검사

시험후/시험결과 검토

시험착수전/FSAR, 시험절

차서, P&ID도면 및 적용

코드 비교검토

시험착수전/품질보증기록 

검토

시험착수전/현장입회검사

(선별입회)

시험시/현장입회검사

(선별입회)

시험시/현장입회검사

(선별입회)

시험시/현장입회검사

(선별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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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5.2절 기체 방사성폐기물계통 시험

주관부서 :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기체방사성폐기물계통은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폐기물의 농도와 일반대중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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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에 충족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작업자 및 운전원에 대한 방사선피폭이 합리적으

로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할 목적으로 설치된 계통으로 1차계통 등에서 발생된 기체방

사성폐기물을 수집 저장, 처리하여 방출되는 유출물이 배출관리기준 이하가 되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기체 방사성 폐기물계통은 탈기체 처리기기로부터 배기되는 고준위 방사성기체를 

수집하여 일정기간 지연, 붕괴시킨 뒤 방출하는 기능을 갖는다.

기체 방사성 폐기물계통 방출관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공기조화계통 배기관에는 방

사선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방사성폐기물건물 공기조화계통 배기관의 방사선 감

시기에서 고방사선 준위가 감지되면 활성탄 지연대 방출관의 격리밸브가 자동 폐쇄되

도록 연동기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기체방사성폐기물계통의 성능검사에서는 상기와 같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

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체 방사성 폐기물계통의 압력건전성, 설계유량 조건, 계측

기기, 제어기능 등이 관련 규정과 기준의 만족 여부를 점검한다.

2. 검사 대상

가. 폐기체 수집 및 처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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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펌프 및 밸브 

2) 기체폐기물 방출 차단 밸브 등 각 종 밸브

3) 각 종 경보장치 

4) 온도계, 유량계 등 각종 계기  

5) Compressor

6) 계통의 설계유량  

7) 건조기 및 습분감지기

나. 폭발성기체 감시기능

1) 산소, 수소 분석기

2) Purge 밸브 등 각 종 밸브

3) 각 종 계기 및 경보장치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정상운전 및 예상되는 과도운전 시에 발생하는 방사성 기체폐기물을 수집‧처리 

및 방출하는 기능을 갖는다.

나. 본 계통은 기체유출물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

한 기준” 규정의 목표치 이하로 방출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기체폐기물이 공기와 혼합하더라도 폭발하지 않아야 한다.

라. 처리계통은 충분한 처리능력, 다중성과 가변성을 가져야 한다.

마. 기체 방사성 폐기물계통은 방사성기체를 지연 처리하며 Xe 및 Kr에 대해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시한 값 이상 지연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기체 폐기물계통은 안전에 관계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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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 및 계획서 검토

나. 폐기체 수집 및 처리능력

1) 펌프들의 가동상태 및 Alignment, 진동수, 토출량 확인 

2) 기체폐기물 방출 차단 밸브 등 각종 밸브의 작동상태 확인

3) 경보장치 제어기능과 경보 설정치 에서의 작동상태 및 성능 확인

4) 온도계, 유량계 등 각 종 계기의 검.교정 및 작동상태 확인 

5) Compressor의 가동상태 및 성능 확인

6) 활성탄보호대와 지연대에 활성탄이 충전된 상태에서 설계유량 확인 

7) 건조기 및 습분감지기의 작동상태 확인

다. 폭발성기체 감시기능

1) 산소, 수소 분석기의 작동상태 확인

2) Purge 밸브 등 각종 밸브의 연동 및 작동상태 확인

3) 각종 계기의 검.교정 및 작동 상태 확인

4) 경보장치 제어기능과 경보 설정치 에서의 작동상태 및 성능 확인

4. 검사 중점 사항

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 기체폐기물계통 시험 절차서, P&ID 검토를 통해 기체

폐기물계통 시험절차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나. 건설 Turnover 문서 및 플러싱 관련기록을 검토하고 현장검사를 통해 시험초기

조건과 시험에 이용되는 기기들의 교정상태 등을 확인한다.

다. 시험 진행 중 시험일지 기록 및 기체 폐기물계통 시험 절차서 서명 등을 확인한

다.

라. 각종 탱크와 펌프의 용량과 압력, 경보상태 등 관련 시험결과의 합격여부를 확

인한다.

마. 이외에도 기체폐기물처리설비 패키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N2 공급계통 작동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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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밸브의 작동상태 및 Fail Position 확인

3) 경보장치 제어기능과 경보설정치에 따른 기기작동 상태 등 확인 

5. 검사유의사항

가. 시험 초기조건과 시험기기 들의 교정상태를 확인한다.

나. 관련 품질보증서류가 적절히 기록 및 유지되는가를 검사한다.

III. 판정기준

다음사항에 대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 또는 세부 시험절차서에 기술되어 있는 허용기

준의 만족여부

1. 산소농도에 따른 High/High-High 경보 및 관련 연동기능의 작동상태

2. 계통 부속장치 및 기기의 작동상태

3. 계통변수(압력, 유량, 수위)에 대한 경보작동상태

4. 각종 Valve의 Fail position 확인

5. 정상운전상태에서 설계 운전유량  

IV. 첨부서류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가. 한국 표준형원전(한빛 3,4,5,6 한울 3,4,5,6), 개선형원전(신고리 1,2 신월성 1,2),

신형원전(신고리3,4 신한울1,2) 안전성분석보고서 11.3

나. 한빛 3&4, 한빛5&6, 한울 5&6호기 검사보고서(KINS/AR-341)

다. 한빛 3&4, 한빛5&6, 신고리 1&2호기, 신고리 3&4호기 기체폐기물계통시험절차서

라. Gaseous Radioactive Waste Processing Systems for Light Water Reactor Plants,

ANSI/ANS-55.4, 1993. (KEPIC NWB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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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Design Guidance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stalled in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U.S NRC

Regulatory Guide 1.143.

바 . Standard Review Plan, 11.3, Gaseous Waste Management System, NUREG-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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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점검표

검사대상 점검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폐기체 수집 

및 처리능력

1.기체 방사성 폐기물계통 

시험절차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2.건설 Turn-over 문서와 시

험관련 계통의 CAT, 플러

싱 기록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는 만족하는 지 

확인한다.

3.시험초기조건과 시험장비

들의 교정상태를 확인한

다.

4.펌프들의 가동상태 및 

Alignment, 진동수, 토출

량 확인 

5.기체폐기물 방출 차단 밸

브 등 각종 밸브의 작동

상태 확인 

6.경보장치 제어기능과 경보 

설정치 에서의 작동상태 

및 성능 확인 

7.온도계, 유량계 등 각종 

계기의 검.교정 및 작동상

태 확인 

8.Compressor,건조기 및 습

분감지기의 가동상태 및 

성능 확인 

9.정상운전상태에서 설계유

량 확인 

10.시험관련 기록 등이 적합

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한다.

시험착수전/FSAR, 시험

절차서, P&ID도면 및 

적용코드 비교검토

시험착수전/품질보증기

록 검토

시험착수전/현장입회검

사(선별입회)

시험시/현장입회검사

(선별입회)

시험시/현장입회검사

(선별입회)

시험시/현장입회검사

시험착수전/현장입회검

사(선별입회)

시험시/현장입회검사

(선별입회)

시험시/현장입회검사

시험후/시험결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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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점검표

검사대상 점검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폭발성 기체 

감시 기능

1.기체 방사성 폐기물계통 

시험절차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2.건설 Turn-over 문서와 시

험관련 계통의 CAT, 플러

싱 기록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는 만족하는 지 

확인한다.

3.시험초기조건과 시험장비

들의 교정상태를 확인한

다.

4.산소, 수소 분석기의 작동

상태 확인 

5.Purge 밸브 등 각 종 밸

브의 연동 및 작동상태 

확인  

6.각 종 계기의 검.교정 및 

작동 상태 확인 

7.경보장치 제어기능과 경보 

설정치 에서의 작동상태 

및 성능 확인

8.시험관련 기록 등이 적합

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한다.

시험착수전/FSAR, 시험

절차서, P&ID도면 및 

적용코드 비교검토

시험착수전/품질보증기

록 검토

시험착수전/현장입회검

사(선별입회)

시험시/현장입회검사

시험시/현장입회검사

(선별입회)

시험착수전/현장입회검

사(선별입회)

시험시/현장입회검사

(선별입회)

시험후/시험결과 검토



지 침 번 호 KINS/GI-N03

분 류 번 호 2.5.3

개 정 번 호 4

발 행 일 자 2017.12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분류번호 : 2.5.3

제 목 : 고체 방사성폐기물 계통 시험

주관부서 :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제․개정 

번   호

작   성 확   인 부  분   개  정

성 명 일 자 성 명 일 자 쪽 작성자 확인자 일자

0

1 안상면 ‘02.6 박원재 ‘02.6

2 김홍태
송민철 ‘10.7 이윤근 ‘10.7

3 김홍태 ‘13.4 정찬우 ‘13.4

4 박재영 ‘17.12 안상면 ‘17.12



- 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5.3절 고체 방사성폐기물계통 시험

주관부서 :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고체방사성폐기물계통은 발전소 정상 운전 및 과도 운전시 발생하는 고체방사성 폐

기물을 저장 및 처분에 적합하도록 수집, 처리, 포장하고 포장된 폐기물을 발전소 부

지내 임시저장고 또는 영구 처분시설으로 이송하기에 앞서 일정기간 저장하는 기능을 

갖는 계통으로서, 액체 방사성 폐기물계통 처리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지, 슬러지,

폐여과기 등과 기타 건조 폐기물 등을 수집, 저장 및 처리한다.

고체 방사성 폐기물계통은 건조 폐기물처리 부계통, 여과기 취급 부계통, 수지 이송 

부계통, 폐수지 장기저장 부계통, 폐수지 건조처리 부계통 및 폐수지 및 농축폐액 고

화처리 부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체 방사성 폐기물계통 성능검사에서는 상기의 설비들이 상기의 고유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건조 폐기물처리 부계통

나. 여과기 취급 부계통

다. 수지 이송 부계통

라. 폐수지 장기저장 부계통

마. 폐수지 및 농축폐액 건조처리 부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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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폐수지 및 농축폐액 고화처리 부계통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건조 폐기물처리 부계통 : 운전이나 보수 중에 발생되는 건조폐기물에서 방사성

건조폐기물과 청정 쓰레기를 분리한다. 분리된 방사성건조폐기물은 고체폐기물 

압축기에 의해 감용처리되며, 청정 쓰레기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나. 여과기 취급 부계통 : 여과기 카트리지를 그 본체로부터 분리하여 방사성폐기물

건물의 고체폐기물 포장지역으로 운반한다. 본 계통은 여과기 카트리지를 여과

기 본체에서 분리하여 포장지역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여과기 취급캐스크, 작업

용 차폐플러그, 여과기 취급장비, 캐스크/드럼 운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수지 이송 부계통 : 각 공정계통의 흡착대 및 탈염기에서 발생되는 폐수지를 제

거하여 저장하며, 신수지를 각 탈염기에 공급하는 기능을 하며 이를 원활히 수

행하기 위해 보조건물 수지이송계통과 방사성폐기물건물 수지이송계통이 있다.

라. 폐수지 장기저장 부계통 : 수지이송 부계통에서 이송된 폐수지를 장기간 저장하

여 방사능을 충분히 붕괴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폐수지장기저장탱크와 관련 

배관 및 계측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마. 폐수지 및 농축폐액 건조처리 부계통 : 이동형 발전소 공용설비로 수지이송 부계

통 또는 폐수지장기저장 부계통에서 이송된 폐수지 및 농축폐액저장탱크에서 이

송된 농축폐액을 고화나 고건전성 용기에 포장하기에 적합하도록 탈수 및 건조 

처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바. 폐수지 및 농축폐액 고화처리 부계통 : 건조된 폐수지 및 농축폐액을 시멘트나,

폴리머 등으로 고화하여 처분에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고체 폐기물계통은 안전에 관계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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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검사내용

가. 액체 방사성 폐기물계통의 증발기, 원심분리기 및 역삼투압 설비에서 발생되는 

농축폐액 및 슬러지를 방사성폐기물 건물내 폐기물 저장구역으로 이송하여 저장

할 수 있는 기능을 확인한다.

나.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사용후 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방사성 세탁계통 

등에서 발생된 폐여과기 카트리지를 저장에 적합한 형태로 포장 및 취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방사성 건조폐기물을 압축 및 포장하며, 오염된 금속물질과 소형공구 및 기기부

품 같은 비압축성 고체폐기물 등을 포장하는 기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다.

라. 증기발생기 취출 탈염기 수지와 응축수 정화 탈염기 수지가 오염되는 경우, 이

를 저장, 탈수처리 및 포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마. 저장 및 수송에 적합하도록 건조 폐기물의 부피를 줄일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고체 방사성 폐기물계통은 Reg. Guide 8.8 및 8.10에 명시된 ALARA 지침을 만

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 농축폐액 및 폐수지를 고화나 고건전성 용기에 포장하기에 적합하도록 탈수 및 

건조 처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농축폐기물을 고화에 적합

하도록 적절한 크기의 과립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아. 각종 고화설비(시멘트고화설비, 폴리머고화설비 등)는 국내 방사성폐기물 인도규

정에 적합하도록 폐수지나 농축폐액 등을 고화시킬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PCP(Process Control Program ; 고화공정계획서)는 적절히 작성되었는가를 확인

한다.

자. 고체 방사성 폐기물계통은 처리된 폐기물의 형태가 국내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차. 고체 방사성 폐기물계통의 기기 및 배관 등은 내진범주 Ⅲ, 비 1E급, 품질그룹 

D로 설계되며 Reg. Guide 1.143에 따라 설계, 제작 및 시험되었는지를 확인한

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 고체폐기물계통 시험 절차서, P&ID 검토를 통해 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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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계통 시험절차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나. 건설 Turnover 문서 및 플러싱 관련기록을 검토하고 현장검사를 통해 시험초기

조건과 시험에 이용되는 기기들의 교정상태 등을 확인한다.

다. 시험진행 중 시험일지 기록 및 고체 폐기물계통 시험 절차서에 따른 서명 등의 

기록사항을 확인한다.

라. 각종 펌프들의 용량과 압력, 경보상태 등 관련 시험결과의 합격여부를 확인한다.

마. 각종 고화설비(시멘트고화설비, 폴리머고화설비 등)는 국내 방사성폐기물 인도규

정에 적합하도록 폐수지나 농축폐액 등을 고화시킬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PCP(Process Control Program ; 고화공정계획서)는 적절히 작성되었는가를 확인

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시험 초기조건과 시험기기 들의 교정상태를 확인한다.

나. 관련 품질보증서류가 적절히 기록 및 유지되는가를 검사한다.

III. 판정기준

다음사항에 대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 또는 세부 시험절차서에 기술되어 있는 허용기

준의 만족여부

1. 농축폐액 및 폐수지 이송 기능의 적합성

2. 폐수지 탱크 수위에 따른 폐수지 이송펌프의 정지

3. 저장탱크 수위에 따른 폐수지 배출밸브 닫힘

4. 계통변수(압력, 유량, 수위)에 대한 경보작동상태

5. 폐수지 이송 및 수지 충진 상태 확인 

6. 각종 Valve의 Fail position 확인 

7. 농축폐액 및 폐수지의 건조처리 적합성, 그리고 농축폐액 과립의 적합성.

8. 각 종 고화설비(시멘트고화설비, 폴리머고화설비 등)의 적합성 및 PCP(Process

Control Program ; 고화공정계획서)의 적합성.

IV.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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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점검표

검사대상 점검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고체방사성

폐기물계통

1.고체방사성폐기물계통 시

험절차서가 적절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한다.

2.건설 Turn-over 문서와 시

험관련 계통의 CAT, 플러

싱 기록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는 만족하는 지 확인

한다.

3.시험초기조건과 시험장비

들의 교정상태를 확인한

다.

4.폐수지이송과 충진기능 적

합성, 계통경보 등이 적절

하게 작동되는지 확인한

다.

5.농축폐액 및 폐수지의 건

조처리 적합성, 그리고 농

축폐액 과립의 적합성.

8.각 종 고화설비(시멘트고  

화설비,폴리머고화설비 등)

의 적합성 및 PCP의 적합  

성.

9.건조폐기물을 분류 처리,

압축 및 포장의 적합성 

10.폐여과기 카트리지 저장,

취급 및 포장의 적합성

11.시험관련기록 등이 적합

하게 작성되었는 지 확인.

시험착수전/FSAR, 시험절

차서, P&ID도면 및 적용

코드 비교검토

시험착수전/품질보증기록 

검토

시험착수전/현장입회검사

(선별입회)

시험시/현장입회검사

(선별입회)

시험시/현장입회검사

시험시/현장입회검사

시험시/현장입회검사

(선별입회)

시험시/현장입회검사

(선별입회)

시험후/시험결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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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6절 방사선 관리시설

제2.6.1절 방사선감시계통 시험(공정, 유출물, 지역 방사선감시기)

주관부서 : 방사선안전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감시계통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 하에서 방

사선관리구역 내 방사선준위, 1차 냉각재계통 및 2차 증기공급계통내의 방사선준위 및 

누설을 감시하고, 액체 및 기체 유출물 내의 방사능농도를 감시함으로서 원자로시설의 

이상상태를 제어하고 종사자 및 일반인의 피폭을 선량한도 이내에서 합리적으로 가능

한 한 낮게 유지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설비이다.

지역방사선감시계통은 설치지역 내 방사선준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고정 설

치되고 총 감마방사선을 연속적 감시하여 설계시 고려된 방사선구역의 설계허용치 초

과여부 등을 감시한다. 지역방사선감시계통은 발전소건물 내 방사성물질이 존재, 저

장, 취급 및 운반되거나 우연히 반입될 수 있는 위치에서의 방사선준위를 현장, 출입

통제시설(보건물리실) 및 주제어실의 운전원에게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

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원자로건물 및 핵연료건물 내 설치되는 핵연료취급사고 감

시기는 핵연료취급사고시 사고결과를 완화시키는 계통을 작동시키는 안전관련 기능을 

수행한다.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감시계통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에 포함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감시, 기록 및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 계통은  

유출물뿐만 아니라 액체공정 경로 내 방사성오염물질의 방사능 준위와 농도, 공기조화

계통 내 공기 중 방사능을 감시한다.

방사선감시계통의 성능검사 단계에서는 방사선감시계통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

술된 바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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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검사 대상

가. 지역감시기

1) 정상운전 및 사고 후 1차 시료채취실 지역감시기

2) 주증기 및 주급수 원자로건물 관통지역감시기

3) 원자로건물 운전지역감시기(안전등급)

4) 원자로건물 상부 운전지역감시기(안전등급)

5) 노내계측기 지역감시기

6) 원자로건물 작업자 출입구 지역감시기

7) 사용후연료저장조 지역감시기(안전등급)

8) 신연료저장고 지역감시기

9) 비상기술지원실 지역감시기

10) 방사화학실험실 지역감시기

11) 주제어실 지역감시기

12) 고방사능기기 공작실 지역감시기

13) 고체방사성폐기물 트럭베이 지역감시기

14) 방사성폐기물 드럼 저장 지역감시기

15) 복합건물 건조폐기물 저장 지역감시기

16) 주증기배관지역 및 증기발생기 누설감시기

17) 기타 방사선관리를 위한 지역감시기

나. 공정 및 유출물감시기(기체: 1~11, 액체: 12~18)

1) 원자로건물퍼지 유출물감시기

2) 원자로건물 공기감시기(안전등급)

3) 핵연료취급지역 공기조화계통 유출물감시기

4) 복수기진공펌프 배기 유출물감시기

5) 주제어실 공기흡입구 감시기(안전등급)

6) 기체 방사성폐기물계통 배기감시기

7) 고에너지배관지역 배기 공기정화기 입구 및 유출물감시기

8) 보조건물관리구역 정상배기 공기정화기 입구 및 유출물감시기

9) 보조건물관리구역 비상배기 공기정화기 입구 및 유출물감시기

10) 복합건물 배기 공기정화기 입구 및 유출물감시기

11) 복합건물 오염기기공작실 공기정화기 출구 감시기

12) CVCS 유출배관 및 탈기기 유출구 감시기



- 3 -

13) 응축수회수탱크 감시기

14) 증기발생기 취출배관 감시기

15) 기기냉각수펌프 공급모관 감시기

16) 복수탈염계통 배수 감시기

17) 액체 방사성폐기물계통 유출물감시기

18) 종합폐수처리장 집수조 감시기

19) 기타 기체 및 액체 공정 및 유출물감시기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지역방사선감시계통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상태 및 사고조건에서 종사자의 방

사선피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방사선량률 준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고 방사선량률이 현저히 상승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경고 및 경보를 하며 필

요한 경우 안전관련계통을 작동시키도록 연동신호를 발생한다.

나. 공정 방사능감시계통은 1, 2차 냉각재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계측하여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유출물 방사능감시계통은 방사성물질의 환경으로의 배

출에 따른 일반인의 방사선피폭을 적절히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배기 및 배수중

의 방사성물질의 농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현저히 상

승한 때에 자동적으로 경보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계통에 연동신호를 제공한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안전관련 계통과 연관된 지역방사선감시계통과 공정 및 유출물 방사능 감시계통

은 IEEE Class 1E 및 Seismic category I의 요건으로 설치되며, 소외전원 상실시 

비상전원이 공급된다. 소내 방사선감시계통 중 안전관련 계통인 지역감시기(원자

로건물 지역감시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지역감시기) 및 공정 및 유출물 감시기

(주제어실 공기흡입감시기)의 고경보 작동시 비상 환기계통이나 방출 차단계통에 

연동신호가 제공된다. 그리고 안전에 중요한 감시 정보에 대해 자동 기록장치가 

설치되며, 원자로 제어실에 계측결과가 표시·기록된다.

나. 지역감시기 중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방사선감시계통은 단일고장, 분리, 격리, 환

경보증요건 및 지진보증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IEEE 379, 323 및 344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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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설계된다. 공정 및 유출물 감시계통과 시료채취계통의 감시기들은 안전성관

련 및 발전소보고계통의 일부로서 단일사고기준, 분리, 격리, 환경 및 내진검증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IEEE 379, 323, 344 및 384에 따라 설계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 및 계획서 검토

나. 지역 방사선 감시계통

1) 감시기들의 측정범위, 보정 선원, 에너지 의존도, 고장안전 특성, 선형성, 점검 

선원, 압력, 습도 및 온도와 관련된 특성 및 경보장치 등이 안전성분석보고서

에 기술된 내용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2) 지역방사선 감시채널의 정보가 보건물리실 및 배전반으로 이송되어 CRT 및 

판독기 등에 나타남을 확인한다.

3) 안전관련계통을 연동하는 감시기의 작동을 확인한다. 핵연료 건물내의 Fuel

Handling Accident Monitor는 사고시 Fuel Building Ventilation System을 닫

고 Fuel Building Emergency Ventilation System을 작동시켜야 하며, 원자로

건물 내의 고준위 지역 방사선감시기 및 운전지역 감시기는 핵연료 취급 사

고시 원자로건물의 배기 격리신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감시기들은 측정범위 이상 증가하는 방사선장에 대해서 지시값이 감소하지 않

음을 확인한다.

5) 감시기의 고장경보시 경보의 발생을 확인하다.

6) 원자로건물 내 고준위 지역 방사선 감시기들이 원자로건물 압력 건전성시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한다.

7) 원자로건물 고준위 지역감시기들은 냉각재상실사고 이후에도 동작이 가능하도

록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다. 공정 및 유출물 방사능감시계통

1) 감시기들의 측정범위, 보정선원, 에너지 의존도, 고장안전(Fail-Safe) 특성, 선형

성, 점검선원, 압력, 습도 및 온도와 관련된 특성 및 경보장치 등이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2) 감시채널의 정보가 보건물리실 및 배전반에 이송되어 CRT 및 판독기 등에 나

타남을 확인한다.

3) 안전관련계통을 연동시키는 기능이 있는 감시기인 주제어실흡기구 방사능감시

기는 고방사능 경보시 비상환기계통에 연동기능이 적절히 작동됨을 확인한다.

4) 감시기들이 측정범위 이상의 방사능에 대하여 지시값이 감소하지 않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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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5) 감시기의 고장신호시 경보의 발생을 확인한다.

6) 기체 방사성물질을 연속감시 또는 샘플링하는 감시기는 시료채취시 대표성이 

입증됨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소내 방사선감시계통의 기능 및 안전설계 사항을 점검한다. 설치된 방사선감시

계통의 운전건전성과 성능의 신뢰성을 확인한다.

나. 설치된 지역방사선감시계통의 경보설정치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지역방사선감시계통의 지시, 기록, 경보, 연동 기능이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다. 공정 및 유출물 방사능 감시계통이 액체 및 기체시료에 대해 설계유량을 채취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시료채취배관의 purge 기능이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시료 유량조절 기능 및 관련 펌프의 기능이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기체시료채

취 대표성이 확보되었는가를 확인한다. 공정 및 유출물 감시계통의 경보설정치

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지시, 기록, 경

보, 연동기능이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라. 소내 방사선감시계통의 방사선/능 준위와 관련한 감시정보 및 경보가 보건물리

실 및 원자로제어실 등에 전달되는가를 확인한다.

마. 방사선감시계통(RMS) 컴퓨터 및 안전관련 분할 캐비넷(SRDC)의 경보의 검증기

능을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지역 방사선감시계통과 공정 및 유출물 감시계통의 Construction acceptance

test procedure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 있으며, 시험은 절차서에 의거

하여 수행되었으며 시험결과는 관련 규제요건 및 판정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한

다.

나. 현장 방사선감시 및 제어 unit과 RMS computer와의 통신기능에 대한 

Pre-operational test의 시험절차서와 시험결과를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한다.

다. 기체 및 액체시료의 채취 및 purge 성능이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라. 시험초기조건과 시험장비의 교정유효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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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판정 기준

1. 지역 방사선감시계통

가. 해당 감시기의 동작상태가 설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나. 고경보 신호 및 감시기의 고장신호에 경보기능이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다. 연동기능의 동작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2. 공정 및 유출물 방사능감시계통

가. 해당 감시기의 동작상태가 설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나. 고경보 신호 및 감시기의 고장신호에 경보기능이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다. 연동기능의 동작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1. 원자력안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 규제지침 13.2 방사선감시계통

3. KEPIC NRB6000, NRB7000, END-2000, ENB-1100

4. US NRC Reg. Guide 1.21, 1.45, 1.89, 1.97, 8.2, 8.8 등

5. US NRC NUREG-0737

6. US NRC Inspection and Enforcement Manual (Radiation Protection)

7. ANSI/HPS N13.1-1969, 1999

8. ANSI N42.18

9. IEEE 323, 344, 379,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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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가. 지역방사선

감시계통

1. 지역방사선감시계통의 측정

범위, 계측재현성, 에너지의

존성, 선형성, 점검선원 기

능, Fail-Safe 기능, 기록, 경

보 기능 등의 적합성을 확

인한다.

2. 안전관련계통과 연관된 소

내 방사선감시계통의 연동

기능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3. 소내 방사선감시계통의 지

시치 및 경보를 보건물리실 

및 원자로제어실로 적절히 

전달하는가를 확인한다.

4. 지역방사선감시계통의 시험

절차서의 타당성을 확인한

다.

5. 시험초기조건과 시험장비의 

교정상태를 확인한다.

시험중/절차 또

는 현장 확인,

시험완료후/시험

결과검토

시험중/절차 또

는 현장 확인,

시험완료후/시험

결과검토

시험중/절차 또

는 현장 확인

시험완료후/시험

결과검토

시험착수전/서류

검토

시험착수전/서류

검토 또는 기기

확인



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나. 공정 및 

유출물 방사능 

감시계통

1. 공정 및 유출물 방사능감시

계통의 측정범위, 계측재현

성, Fail-Safe 특성, 유량율 

조절기능, 펌프작동, 퍼지,

Heat tracing 기능, 시료채취 

대표성, 점검선원 기능, 배경

계수 조정기능, 기록, 경보기

능 등이 적합성을 확인한다.

2. 안전관련계통과 연관된 소

내 방사선감시계통의 연동

기능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3. 소내 방사선감시계통의 지

시치 및 경보를 보건물리실 

및 원자로제어실로 적절히 

전달하는가를 확인한다.

4. 공정 및 유출물방사능감시

계통의 시험절차서의 타당

성을 확인한다.

5. 시험초기조건과 시험장비의 

교정상태를 확인한다.

시험중/절차 또

는 현장 확인

시험완료후/시험

기록검토

시험중/절차 또

는 현장 확인

시험완료후/시험

기록검토

시험중/절차 또

는 현장 확인

시험완료후/시험

기록검토

시험착수전/서류

검토

시험착수전/서류

검토 또는 기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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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규환 ‘10.07 이승행 ‘10.08

3 김완주 ‘13.4 이승행 ‘13.4

4 서보균 ‘17.12 안상면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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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6.2절 종사자 선량측정 및 방사선 측정장비 시험

주관부서 : 방사선안전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전의 방사선 방호계획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서는 작업종사자 개인 선량측정과 작

업장의 방사선 조건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와 계측기가 필요하다. 방사선 관리구역내의 

작업장의 방사선 준위, 표면오염 및 공기 중 방사능 오염의 정확한 측정을 수행하고 

작업자의 외부 피폭 및 내부 피폭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장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성능검사에서는 종사자 선량측정 장비와 방사선측정장비가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장비

의 설계사양에 기술된 대로 성능을 입증하고 있으며 해당 규제 기준이나 지침을 만족

하는지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종사자 선량측정 장비

- 자동 개인선량계

- 중성자 개인선량계

- 전신 계수기(whole body counter)

나. 방사선 측정장비

- 휴대용 고․중․저준위 베타/감마선량률 측정기

- 휴대용 중성자 선량률 측정기

- 휴대용 표면오염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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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휴대용 공기 오염감시기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종사자 선량측정 장비는 개인의 외부피폭 및 내부피폭을 감시하기 위한 계측기로

서 베타, 감마 및 중성자에 의한 외부 피폭과 호흡 및 섭취경로 등을 통한 방사

성 물질의 체내 오염에 의한 내부 피폭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나. 방사선 측정장비는 작업장의 방사선량률, 표면오염도, 공기중 방사능 농도를 측

정하기 위한 장비로서 작업장의 방사선 위해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2. 안전 설계사항

해당 없음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 및 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성을 확인한다.

나. 종사자 선량측정 장비

- 자동 개인선량계의 경보기능과 검교정 여부를 확인한다.

- 중성자 개인선량계의 검교정 여부를 확인한다.

- 전신 계수기(whole body counter)는 운전조건에서 감마선에너지 교정 및 팬

텀을 이용한 방사성 핵종별 효율교정을 확인한다.

다. 방사선 측정장비

- 휴대용 고․중․저준위 베타/감마선량률 측정기의 교정여부 확인 및 경보 

기능을 확인한다.

- 휴대용 중성자 선량률 측정기의 교정 및 경보기능을 확인한다.

- 휴대용 표면오염측정기의 교정 및 경보기능을 확인한다.

- 이동형/휴대용 공기오염감시기의 공기시료형태별 적합한 시료 채집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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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기시료채취기능, 교정 및 경보기능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종사자 선량측정 장비 및 방사선 측정장비 시험절차서가 적절히 작성되어 있으

며, 시험은 절차서에 의거하여 수행되고 시험결과가 관련 규제기준과 규제지침

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시험 초기조건과 시험장비 및 교정실 장비의 교정 유효성을 확인한다.

III. 판정 기준

1. 종사자 선량측정 장비

가. 종사자 선량측정 장비의 성능이 관련 규제 기준이나 지침 또는 관련 시험절차

서의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 방사선 측정장비

가. 방사선 측정장비의 성능이 관련 규제 기준이나 지침 또는 관련 시험절차서의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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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안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및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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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력발전소 사용전(시설)검사요령서(KINS-G-010)

4) KINS 안전규제지침 G-001 "경수로안전심사지침“

5) KINS G-002, 003 "원자력시설 품질보증지침집“

6) KINS 규제기준 13.2, 방사선방호계획

7) KINS 규제기준 13.5, 방사선감시 및 선량평가

8) KINS 규제지침 13.3, 휴대형 개인선량계

9) KINS 규제지침 13.4, 직업상 피폭의 ALARA 보증

10) KINS 규제지침 13.5, 내부피폭감시프로그램

11) KINS 규제지침 13.6, 공기시료 채취 및 분석



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검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고

가. 종사자 선량

측정 장비

- 자동 개인선량계의 경보기

능과 교정여부를 확인한

다.

- 중성자 개인선량계의 교정 

여부를 확인한다.

- 전신계수기(whole body

counter)는 운전조건에서 

감마선에너지, FWHM 교

정 및  팬텀을 이용한 핵

종별 효율교정을 확인한

다.

핵연료 장전 

이전/서류 또는 

현장 확인

나. 방사선 측정

장비

- 휴대용 고․중․저준위 베

타/감마선량률 측정기의 

교정여부 확인 및 경보  

기능을 확인한다.

- 휴대용 중성자 선량률 측

정기의 교정 및 경보기능

을 확인한다.

- 휴대용 표면오염측정기의 

교정 및 경보기능을 확인

한다.

- 이동형/휴대용 공기오염

감시기의 공기시료 형태

별 로 적합한 시료채집기

를 통한 공기시료 채취기

능, 교정 및 경보기능을  

확인한다.

핵연료 장전 

이전/서류 또는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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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6.3절 실험실 방사선 및 방사능 계측장비 시험

주관부서 : 방사선안전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전의 방사선 방호계획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서는 방사성시료의 핵종 분석 및 방

사능 준위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실험실 방사선/능 계측장비가 필요하다. 실험실 방사

선/능 계측장비는 액체섬광계측기, 알파/베타계측기, 감마핵종분석장비이며 교정실에 

보유하고 있는 펄스발생기를 포함한다.

방사선/능 계측기는 방사선 검교정 요원에 의해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리고 계측기 수리후에 시험 및 교정되어야 한다. 수리와 교정은 적절한 교정설비와 

승인된 절차서를 사용하여 교육받은 계측기 검교정 요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성능검사에서는 실험실 방사선/능 계측장비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장비의 설

계사양에 기술된 대로 성능을 입증하고 있으며 해당 규제 기준이나 지침을 만족하는

지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실험실 방사선/능 계측장비

- 감마핵종분석장비

- 액체섬광계측기

- 알파/베타계측기

II. 검사 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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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기능

가. 실험실 방사선/능 계측장비는 일반적으로 감마 핵종 분석을 위한 다중파고분석

기, 액체섬광계수기, 알파/베타비례계수기 등을 포함하며 작업장, 계통, 유출물 및 종

사자의 신체로부터의 방사성시료를 측정, 분석하기 위한 장비이다. 방사성시료는 액체,

기체 및 고체형태의 시료가 될 수 있다.

2. 안전 설계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세부 검사내용

가. 실험실 방사선/능 계측장비의 시험절차서 및 계획서를 검토하고 적합성을  확인

한다.

나. 다중파고분석기가 그 운전조건에서 감마선에너지에 따라 교정이 되고, 방사성시

료의 기하학적 형태와 동일하게 계측효율 교정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주요 감마

선 방출 핵종별 최소검출수준 및 에너지분해능 등이 점검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액체섬광계수기가 그 운전조건에서 방사선 종류(베타 및 알파선) 및 에너지에 따

라 교정이 되고, 방사성 시료의 기하학적 형태와 동일하게 계측효율 교정이 되

었는지를 확인하고 주요 방사성 핵종에 대해 최소검출수준이 점검되었는지 확인

한다.

라. 알파/베타비례계수기가 해당 운전조건에서 알파 및 베타선에 대해 방사성 시료

의 기하학적 형태와 동일하게 계측효율 교정을 확인하고 최소검출수준이 점검되

었는지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실험실 방사선/능 계측장비 시험절차서가 적절히 작성되어 있으며, 시험은 절

차서에 의거하여 수행되었으며 시험결과는 관련 규제요건 및 판정기준을 만족

하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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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유의사항

가. 시험 초기조건과 계측장비에 대한 교정선원의 국가표준 소급성을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실험실 방사선/능 계측장비의 교정결과 및 성능이 관련 규제 기준이나 지침 또는 관

련 시험절차서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및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 KINS 규제기준 13.4, 13.5

3) KINS 규제지침 13.3, 13.4, 13.5, 13.6



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검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고

가. 실험실 방사

선/능 계측장비

- 다중파고분석기에대해 

1. 시험초기조건 확인

2. 계측장비의 운전상태 

점검

3. 교정선원 적합성 확인

4. 에너지 교정여부확인

5. 효율교정여부 확인

6. 최소검출수준 확인

7. 에너지 분해능 점검

확인

- 액체섬광계측기에 대해

1. 시험초기조건 확인

2. 계측장비의 운전상태 

점검

3. 교정선원 적합성 확인

4. 에너지 교정여부확인

5. 효율 교정여부 확인

6. 최소 검출수준 확인

- 알파/베타 계측기에 

대해 

1. 시험 초기조건 확인

2. 계측장비의 운전상태 

점검

3. 교정선원 적합성 확인

4. 효율 교정 여부 확인

5. 최소 검출 수준 확인

핵연료 장전 

전/서류 및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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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6.4절 기상관측계통 시험

주관부서 : 기상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기상관측시설은 원자력 발전소의 정상 가동시 대기로 방출되는 기체상 방사성 물

질의 방출관리 및 주변주민이 받게될 피폭선량 계산과 사고시 방사성 물질로부터 주

변주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대책의 수립 및 적절한 비상대응조치를 

위한 필수자료인 기상관측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기상관측시설은 주변 구조물 또는 지형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부지

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된 기상탑위 지상 10m고도와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대

표할 수 있는 고도에 설치된 풍향풍속계 및 온도계와 노장에 설치된 지상 1.5m 고도

의 온도계, 습도계 및 지면에 설치된 강수량계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들 기상관측

기기들로부터 순간 측정값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이터 수집․처리장치(Data Logger)

및 기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환경실험실, 주제어실(MCR), 기술지원센터(TSC), 비상대

책시설(EOF) 등에 기상자료를 송수신하는 통신시설이 추가로 설치된다.

기상관측 및 시설에 대한 성능검사는 이들 시설이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6조(기상조건) 및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을 

만족하도록 설치하고, 기상관측기기는 기상청 검정을 필한 제품으로서, 원자력안전위

원회고시 (원자로.29)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에서 요구

하는 원자력등급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참조기준으

로서 US NRC Reg. Guide 1.23 및 ANSI/ANS 3.11을 참조할 수 있다.

동 계통의 점검은 주로 상온기능시험시 대부분 각 계통의 기기별 성능 시험을 수행하

며 고온 기능시험에서는 상온기능 시험시 취득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으로 점

검 내용 및 방법 등은 상온기능 시험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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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대상

가. 방사선관리시설 기상관측계통 성능확인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기상관측시설은 원자력 발전소의 정상 가동시 대기로 방출되는 기체상 방사성 물

질의 방출관리 및 주변주민이 받게될 피폭선량 계산과 사고시 방사성 물질로부터 주

변주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대책의 수립 및 적절한 비상대응조치를 

위한 필수자료인 기상자료를 제공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세부 검사내용

가. 기상관측기기는 기상청 검정을 필한 제품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

로.29)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원

자력등급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기상관측계통은 발전소의 안전운영 및 사고시 비상대응조치를 위하여 MCR,

EOF, TSC 등에 기상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제공

되는 자료의 처리형태(평균처리 등)가 발전소의 안전운전 및 비상대응조치에 적

합한지를 확인한다.

다. 기상관측계통은 외부전원 상실상태에서도 기상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보

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마. 기상관측기기의 성능유지를 위한 유지․보수․관리 계획이 기상관측의 목적에 

의거 타당하게 수립되어 운영되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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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중점 사항

가. 상기 기능 및 안전설계사항을 확인한다.

나. 관측기기의 성능이 관련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다. 관측기기가 기상청의 검정 합격품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라. 기상관측 자료의 수집, 처리, 기록, 보존방법 등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마. 기상관측계통이 MCR, EOF, TSC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제

공되는 자료의 형태(평균값)가 발전소의 안전운전 및 비상대응조치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바. 관측기기의 성능유지를 위한 유지․보수․관리 계획의 수립 여부 또는 그 적합

성을 확인한다. 여기에는 기상관측계통 운영절차서, 계기계열 교정절차서 등이 

포함된다.

사. 비상전원 공급설비의 성능을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기상탑이 송전탑식일 경우 풍향, 풍속계, 온도계가 기상탑 자체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상탑 폭의 2배 이상 되는 기기지지대 위에 부지의 주풍향 방향

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해륙풍이나 산곡풍의 영향을 주로 받는 부지와 같이 2개

의 주풍향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부지의 경우에는 주풍향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기상탑 자체의 영향으로 인하여 성능이 저

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나. 각 기상관측기기의 성능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9)에서 요구하는 원자

력등급의 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기를 설치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다. 기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MCR, EOF, TSC에 제공되는 자료의 형태(평균값)가 발

전소의 안전운전 및 비상대응조치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III. 판정기준

기상관측계통의 성능이 관련 규제 기준과 지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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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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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5조(기록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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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준”

4.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및 규제지침 1.3(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 및 대기확산특성

에 관한 조사․평가, KINS/RG-N01.03)

5.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6. 지상기상관측 방법, 기상청

7. 안전성분석보고서 2.3.3

8. 10 CFR 50 App. E "Emergency Planning and Preparedness for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ies"

9. Reg. Guide 1.23 (rev.1) “Meteorological Monitoring Programs for Nuclear Power

Plants"

10. ANSI/ANS 3.11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Determining Meteorological

Information at Nuclear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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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고(참조)

기상관측계통 1. 관측기기들의 성능이

원자력등급의 성능을 보유하

고 있는가?
- 관측기기의 오차 및 정확도

- 자료 수집, 처리, 기록 방법

2. 관측기기들이 기상청 검정

합격품인가?

3. 자료의 처리방법은 타당한가?
- 자료의 수집방법

- 자료의 평균 및 통계처리 

방법

- 자료의 기록 및 보존방법

5.기상자료를 MCR, EOF, TSC등

에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보

유하고 있는가?
- 송신 수단

- 송신 방법

- 송신자료의 형태

6. 비상전원 공급설비가 설치되

고 그 성능이 적합한가?
- 비상전원 공급설비의 규격

- 비상전원 공급설비의 용량

7. 기상관측계통의 성능유지를 

위한 관련 절차서가 작성되

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가?
- 기상관측계통 운영절차서

- 기상관측계통 교정절차서 

- 유지, 관리, 보수 등 성능유

지를 위한 품질보증계획

ㅇ계통 제작자 지침,
관련 설계도면, 규

제기술요건검토 및 

현장확인

ㅇ현장설치된 계측기  

의 성능시험을 관  

련 절차에  따라 

입회 검사한다.

ㅇ안전규제지침  

1.3
ㅇReg-Guide

1.23
ㅇANSI/ANS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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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6.5절 환경감시계통 시험 

주관부서 : 환경방사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환경방사선/능 감시시설은 환경시료 중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료전처

리시설 및 계측실로 구성된 환경실험실과 주변 구조물 또는 지형 등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설치된 환경감시포스터로 구성된다. 환경감시포스터에는 환경방사선감시기,

열형광선량계, 대기시료 채집기 등이 설치된다. 환경방사선감시기는 순간 측정값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이터 수집․처리장치 및 공간감마선량률 자료를 필요로 하는 환

경실험실, 주제어실, 기술지원센터, 비상대책시설 등에 자료를 송수신하는 통신이 가

능하여야 한다. 측정 및 분석장비는 환경방사선/능 준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해진 

주기에 따라 교정을 하여야한다.

환경방사선/능 감시시설의 측정 및 분석장비 성능유지를 현장검사, 서류검토 및 

면담을 통해서 검사를 수행한다.

2. 검사 대상

가. 환경감시포스터의 장비 성능

나. 환경실험실의 장비, 기기 성능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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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의 안전운영(주민보호 및 환경보전)을 확인하기 위한 환경방사선/능 감시 

자료 제공 

나. 시설주변 환경의 방사성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시 비상대책의 수립 및 적

절한 비상대응조치를 위해서 환경방사능 자료 제공

2. 안전 설계 사항

가. 환경방사선/능 감시시설은 환경감시지점의 공간감마선량률, 집적선량, 환경시료

중의 핵종별 방사능 농도를 측정·분석·제공할 수 장소여야 한다.

나. 환경방사선/능 측정 및 분석기기는 성능 유지를 위한 교정결과가 방사선환경조

사 절차서에서 정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다. 환경방사선/능 감시시설은 발전소의 안전운영 및 사고시 비상대응조치를 위하여 

환경실험실, 주제어실, 기술지원센터, 비상대책시설에 환경감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제공되는 자료의 처리형태(평균처리 등)

가 발전소의 안전운전 및 비상대응조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환경방사선/능 감시시설은 외부전원 상실상태에서도 환경방사선/능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마. 환경방사선/능 감시시설의 성능유지를 위한 유지·보수·관리 계획은 환경방사선/

능 감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타당하게 수립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여기

에는 각 계측기들에 대한 운영절차서 및 교정절차서, 각 환경시료의 전처리 및 

방사성핵종 분석절차서 등이 포함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환경방사선/능 측정 및 분석기기는 교정을 하고 있는 가?

계측기는 방사선환경조사계획서에 정한 주기 내에서 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정해진 범위(표준선원의 ±5%이내 등) 이내와 절차의 준수   

나. 환경방사선감시기는 환경에서 수집된 자료가 환경실험실, 주제어실, 비상운전지원

실, 기술지원센터 등에 통신이 되고 자료가 처리되어 데이터 수집·처리 장치에 관

리되는 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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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방사선감시기 및 환경실험실은 외부전원 상실상태에서도 환경방사선/능 자료

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마. 환경방사선/능 측정 및 분석기기 및 부대장비는 성능유지를 위한 유지․보수․관리 

계획이 환경방사선/능 감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 

가를 확인한다.

바. 실험장비가 있는 계측시설은 관련 장비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온설비, 항

습 설비 및 비상전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환경감시포스트와 환경실험실의 다음 내용이 환경보전목적으로 제출한 방사선환

경조사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1) 장비 및 설비의 성능 유지

2) 자료의 수집, 처리 및 기록의 보관

3) 장비의 유지, 보수관리

4) 비상전원 공급설비의 성능 유지

나. 환경방사선감시기에서 측정한 자료가 환경실험실, 주제어실, 비상운전지원실, 기

술지원센터에 통신이 되는 지를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공사 착수전

나. 공사중 검사

다. 최종검사

1) 환경감시포스트에 설치된 환경방사선감시기와 열형광선량계는 지표 1m 높이에 

설치되지 않을 경우, 타 지점과의 상호 비교 등에 있어서 공식자료로서의 신뢰

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2) 측정 및 분석장비는 정해진 주기내에서 교정을 하여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환경실험실, 주제어실, 비상운전지원실, 기술지원센터에 제공되는 자료의 형태가 



- 4 -

발전소의 안전운전 및 비상대응조치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III. 판정기준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고 II. 3항의 검사항목에 대한 확인 

결과가 관련요건에 만족되었을 때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별첨 참조)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07)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2.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7. 환경감시계획

3. IAEA, Technical Reports Series No. 295 “Measurement of Radionuclides in Food

and Environment"

4. NRC, Regulatory Guide 4.1 “Programs for Monitoring Radioactivity in the

Environs of Nuclear Power Plants”

5. DOE, EH-0173T91 013607 "Environmental Regulatory Guide for Radiological

Effluent Monitoring and Environmental Surveillance“

6.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499호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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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기기의 성능

분석자료 처리

환경방사선감시기

의 자료송신

실험실 운영

1. 환경 측정 및 분석기기의 교정은  
주기내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가 
정해진 범위내 있는 가 ?

- 감마계측기; 1회/반기,

표준선원 ±5%이내

- ERMS; 1회/년,

감도선 형성±5%이내

-저준위알파베타계측기;1회/반기

절차서준수

-액체섬광계수기; 1회/반기,

표준선원 5%이내

2. 자료의 처리방법은 타당한가?

- 자료의 수집방법

- 자료의 평균 및 통계처리 방법

- 자료의 기록 및 보존방법

3. 환경방사선감시기 자료를 환    

경실험실, 주제어실, 비상운전지원

실, 기술지원센터등에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송신 수단

- 송신 방법

- 송신자료의 형태

4. 환경실험실 운영에 필요한 다음

사항이 운영되고 있는 가 ?

- 환기 및 배수설비

- 항온항습장치

- 비상전원 공급설비

- 기타 실험실 안전설비

최종검사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최종검사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최종검사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최종검사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환경감시 조직 5. 환경감시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

할 조직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조직 체계

- 조직원의 자격

- 인원

최종검사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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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7절 원자로 격납시설

제2.7.1절 격납건물 국부 누설률시험(LLRT)

주관부서 : 중대사고리스크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격납건물 격리밸브는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신호에 의하여 격납건물을 효율적으로 격

리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차단되며 이들에 대하여 격리밸브 누설률시험(유형 C시험)

이 수행된다. 기타 격납건물 관통부, 즉 작업자 출입구 및 비상출입구, 장비반입구, 핵

연료 이송관, 전기 관통부, 격납건물 배수조 배출 보호관의 관통부는 설계기준사고 최

대 격납건물 압력에서 밀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 관통

부 누설률시험(유형 B시험)이 수행된다. 국부 누설률시험은 상기 두 유형의 누설률 합

계가 운영기술지침서에서 정하는 허용기준(0.6La 이하)을 만족함을 확인함으로써 사고 

시 격납건물 격리계통의 기밀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다. 격납건물 국부누설률 시험

은 각 계통의 관통부 및 격리밸브가 설치된 후 건설종합시험인 격납건물 종합 누설률

시험(ILRT) 이전에 수행하여야 한다.

격납건물 국부 누설률시험에 대한 검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5) “원자로

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고, 세부 시험 조건 및 방법은 

ANSI/ANS-56.8(1994)를 참조한다.

2. 검사 대상

가. 격납건물 국부 누설률시험 방법의 타당성 (SAR 6.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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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격납건물 관통부 누설률(유형 B시험) (SAR 6.2절)

다. 격납건물 격리밸브 누설률(유형 C시험) (SAR 6.2절)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냉각재 상실사고와 같은 설계기준사고 발생 시 원자로 냉각재계통 및 격납건물 내

의 핵분열생성물이 외부 대기로 방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격납건물 격리가 요

구되며, 정상운전 시 개방된 배관 및 사고 완화 기능을 하지 않는 배관은 공학적안전

설비 작동신호에 의하여 자동으로 격리될 수 있어야 한다. 격납건물 국부 누설률시험

은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모든 격리밸브 및 출입구 등 격리시설에 대하여 설계기준사

고 시 격납건물 내의 최대압력 조건에서 누설률을 측정함으로써 설계에서 요구하는 

격리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2. 안전 설계 사항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모든 격리밸브 및 출입구 등의 격리시설에 대하여 설계기준사

고 시에 예상되는 격납건물 내의 최대압력 조건에서 누설률 시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된 누설률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모든 격납건물 관통부 및 격리밸브가 시험계획에 고려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나. 측정계기의 교정일을 확인하여 유효한 교정기간 이내인지 확인한다.

다. 시험압력, 가압방법 등 시험절차가 ANSI/ANS-56.8(1994) 및 원안위 고시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절차서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는지 검사한다.

라. 관통부 및 격리밸브의 개별 누설률이 판정기준 이내인지 검사한다.

마. 관통부 및 격리밸브 누설률시험의 합산누설률이 운영기술지침서의 허용기준 이

내인지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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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중점 사항

가. 관통부 누설률시험 및 격리밸브 누설률시험의 합산누설률이 운영기술지침서의 

허용기준 이내인지 검사한다.

나. 시험 장비 및 방법이 관련 요건을 적절히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절차서와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된 격납건물 관통부 시험압력은 일치하여야 한

다.

나. 시험 시의 가압 방향은 격리기능이 요구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다만, 반대방향의 

가압의 경우에도 동등하거나 보수적인 시험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경우 반대방향 

가압의 경우도 허용된다.

다. 시험 후 각 관통부 및 격리밸브는 적절한 위치로 복귀되어야 하며, 전기관통부

는 필요한 가압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라. 압력계 및 유량계는 6개월 이내에 교정된 것이어야 한다.

III. 판정기준

1. 관통부 누설률시험 및 격리밸브 누설률시험의 합산결과는 0.6La 이하이어야 한다.

2. 출입문 및 환기격리밸브 누설률은 운영기술지침서의 개별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

다.

3. 격리밸브, 핵연료이송관 및 기타 관통부의 누설률은 각각 절차서의 기준값 이내여

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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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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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5)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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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격납건물

격리계통

1. 모든 격납건물 관통부 및 격

리밸브가 시험계획에 고려되

어 있는지 여부

2. 측정계기의 유효 교정일 

3. 격납건물 국부 누설률 시험 

절차의 적합성

4. 가압압력, 가압 방법등 절차

서에 따른 시험 수행 여부

5. 관통부 및 격리밸브의 개별 

누설률이 판정기준 이내

6. 관통부 및 격리밸브 누설률시

험의 합산누설률이 판정기준 

이내

시험착수 전,

시험절차서,

P&ID 도면 및 

적용 코드의 비 

교 검토

시험전/시험중,

검교정성적서 

확인

시험전/시험중

원안위 고시,

운영기술지침서,

FSAR 및 관련 

기술기준과의 

비교 검토

시험전/시험중,

현장검사(샘플링)

시험중, 현장 

검사(샘플링) 및 

시험기록 확인

시험종료 후,

합산누설률이 

0.6La 이하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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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7.2절 격납건물 배기 계통 시험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협조부서 :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격납건물 배기계통은 대용량 배기계통, 소용량 배기계통 및 원자로 냉각재 상실 사

고후 배기계통으로 분류된다.

대용량 배기계통은 발전소 정지상태에서의 핵연료 재장전 조작 및 유지 보수를 위

한 발전소 요원들의 격납건물 출입전 및 출입 기간 동안 적절한 환기를 제공해야 한

다. 소용량 배기계통은 발전소 정상운전 및 정지기간 동안에 격납건물의 출입을 허용

하기 위해 격납건물의 부유성 핵분열 생성물을 제어한다. 원자로냉각재상실사고 후 배

기계통은 가연성 기체 제어계통에 대한 예비 계통으로서 원자로 냉각재 상실 사고후 

격납건물 대기의 가연성 기체를 제거하기 위해 운전될 수 있다.

격납건물 격리밸브와 관련 배관 및 지지대를 제외한 격납건물 배기계통의 모든 구

성기기는 비안전 관련 설비이며,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격리기능 이외에 설계기준사고

시에 수행되는 안전기능은 없다. 격납건물 배기계통의 성능검사에서는 각 계통을 구성

하는 송풍기, 격납건물 격리밸브 등의 성능, 관련 계측 및 제어 기능이 적절히 점검되

는지를 확인한다. 검사는 관련 설비가 설치된 후 상온기능시험 기간에 수행된다.

2. 검사 대상

가. 배기계통 송풍기의 성능 (SAR 9.4.6.2)

나. 배기계통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격리기능 (SAR 6.2.4)

다. 댐퍼, 밸브, 가열코일 등 연동기기의 동작 기능 (SAR 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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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황표시등 및 경보 동작 기능 (SAR 9.4.6.2)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대용량 배기계통은 재장전조 주위의 출입 지역 사이에 잠재적인 부유성 삼중수

소 농도를 허용치 이하로 제한한다. 이 계통의 각 급기 및 배기용 격납건물 관

통부에는 2개의 격리밸브가 건물 안과 밖에 1개씩 직렬로 설치되어 있다. 각 격

리밸브는 계기용 공기 상실시 또는 구동전원상실 시 닫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격납건물 고방사능 또는 격납건물 고압에 따른 격납건물격리신호 또는 격

납건물퍼지격리신호에 의해 자동으로 격리된다. 대용량 배기계통은 냉각재상실

사고 후 환경 조건에서 닫히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전소 운전기간(모드 

1~4) 동안에는 밀봉닫힘(전원제거 등) 상태를 유지한다.

나. 소용량 배기계통은 대용량 배기계통의 급기 공기조화기를 통해 여과된 공기를 

격납건물로 공급한다. 배기 공기정화기는 격납건물로부터 공기를 흡입하여 정화

한 후 외기로 배출한다. 이 계통의 배기 및 급기용 격납건물 관통부에는 2개의 

격리밸브가 건물 안과 밖에 하나씩 직렬로 설치되어 있다. 각 격리밸브는 계기

용 공기 상실시 또는 구동전원상실 시 닫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격납건물 

고방사능 또는 격납건물 고압에 따른 격납건물격리신호 또는 격납건물퍼지격리

신호에 의해 자동으로 격리된다.

다. 원자로냉각재상실사고 후 배기계통은 소용량 배기계통의 격납건물 관통부와 격

리밸브를 사용하여 격납건물 대기의 배기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예

비설비이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대용량 배기계통은 발전소 정지상태에서 핵연료 재장전 조작 및 유지 보수를 위

한 발전소 요원들의 격납건물 출입전 및 출입 기간 동안 적절한 환경 및 환기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소용량 배기계통은 발전소 정상운전 및 정지기간 동안에 격납건물 출입을 허용

하기 위해 격납건물의 부유성 핵분열 생성물을 제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원자로냉각재상실사고 후 배기계통은 가연성 기체제어계통에 대한 예비 계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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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원자로냉각재상실사고 후 격납건물 대기의 가연성 기체를 제거하기 위해 

운전될 수 있다.

라. 격납건물 격리밸브, 관련 배관 및 지지대는 안전성 관련이며 품질등급 B의 요건

을 만족해야 한다.

마. 격납건물 관통부에는 2개의 격리밸브가 건물 안과 밖에 1개씩 직렬로 설치되어

야 한다.

바. 각 격납건물 격리밸브는 계기용 공기 상실시 또는 구동전원상실시 자동으로 닫

혀야 하며, 격납건물 고방사능 신호 또는 격납건물 고압신호에 따라 격리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준비상태(절차서의 적합성, 시험장비의 검교정 상태, 시험초기조건 만족여부)

를 확인한다.

나. 각 계통이 수동으로 작동/정지되며 상황표시등이 적절히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이 때, 관련 댐퍼, 밸브, 가열코일 등이 계통 작동에 따라 연동하여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다. 송풍기의 공기 유량 측정결과가 기준값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라. 각 격납건물 격리밸브가 작동신호에 의해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마. 각 격납건물 격리밸브가 계장용 공기 상실시 또는 동력전원 상실시 자동으로 닫

히는지 확인한다.

바. 계통의 차압, 입출구 온도 등 계통의 운전과 관련된 경보가 적절히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격납건물 격리 작동신호 또는 격납건물 배기격리 작동신호에 의해 각 격납건물 

격리밸브가 규정된 닫힘시간 제한치 이내로 동작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

다.

나. 각 격납건물 격리밸브가 계장용 공기 상실시 또는 동력전원 상실시 자동으로 닫

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5. 검사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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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III. 판정기준

1. 각 격납건물 배기계통의 송풍기 성능이 설계사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계통송풍기와 댐퍼는 격납건물 격리 작동신호, 격납건물 배기격리 작동신호에 의

해 적절히 동작해야 한다.

3. 격리밸브는 격납건물 격리 작동신호(CIAS), 격납건물 배기격리 작동신호(CPIAS)

에 의해 자동으로 동작하며 닫힘 시간은 설계사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4. 계통의 경보가 적절히 작동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제32조(방사

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제49조(초기시험).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3. ANSI/ANS 56.6 "PWR Containment Venti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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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격납건물 
배기 계통

<시험준비 상태>

1. 격납건물 배기 계통 시험 

절차서가 적절하게 작성되

었는지를 확인한다.

2. 계측기를 포함한 관련장비

의 검교정 상태가 유효한지 

확인한다.

3. 시험 초기 조건이 적절히 

점검되었는지 확인한다.

<시험 과정>

1. 계통이 수동으로 작동 및 

정지되는지 확인하며, 상황

표시등이 작동되는지 확인

한다.

2. 송풍기 유량 측정 시험이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며, 기준값을 만족하

는지 확인한다.

3. 격납건물 격리작동신호 및 

격납건물 배기격리 작동신

호에 따른 격리밸브 자동 

닫힘 시험이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며, 기준

값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4. 격납건물 격리작동신호 및 

격납건물 배기격리 작동신

호에 따른 계통송풍기와 댐

퍼의 동작 시험이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5. 계통의 차압, 입출구 온도 

경보 시험이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시험착수 전, 시험절

차서, P&ID 도면 및 

적용코드의 비교검토

시험착수 전, 검교정

기록 검토

시험착수 전, 시험절

차서 확인

시험중/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중/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중/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중/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중/서류검토, 필

요시 현장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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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7.3절 격납건물 살수계통 시험 

주관부서 : 중대사고리스크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격납건물 살수계통은 냉각재 상실사고, 격납건물 내부의 주증기관이나 주급수관 파

열사고 등 가상사고 시 격납건물 대기로부터 요오드 및 기타 방사성물질을 제거하고,

사고 후 원자로건물의 열에너지를 제거함으로써 격납건물 내부의 온도와 압력을 감소

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격납건물 살수계통은 두 개의 완전한 공학적안전설비 계열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계열은 격납건물 살수열교환기를 통하여 기기냉각수계통에 의해 

냉각된다.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성능검사는 이들 설비가 발전소 사고조건 하에서도 상기 설계

요건에 따른 적합한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검사는 설치가 완료

되어 펌프·모터·열교환기 및 밸브 등 각종 기기의 성능확인을 위한 상온기능시험이 가

능한 때에 수행하고 핵연료장전 전에 시험이 완료되어야 한다.

2. 검사 대상

가.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확인

나. 살수작동 관련 신호에 따른 살수펌프 연동 및 기동 성능 확인 (SAR 6.2.2, 6.5.2

절)

다. 살수계통 밸브 작동성 확인 (SAR 6.2.2, 6.5.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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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격납용기 살수펌프 성능 (유량/차압/진동) 확인 (SAR 6.2.2, 6.5.2절)

마. 살수노즐 이물질 막힘 여부 확인 (SAR 6.2.2, 6.5.2절)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격납건물 열제거

원자로건물 살수펌프는 재장전수탱크 또는 원자로건물 재순환집수조에서 취수

하여 살수열교환기와 살수모관, 그리고 격납건물 상부에 설치된 살수 노즐을 통하

여 원자로건물 대기로 붕산수를 살수한다. 집수조로 전달된 에너지는 살수열교환

기를 통해 기기냉각해수계통으로 전달되고, 결국 최종 열제거원으로 방출된다.

나. 격납건물 대기 내 핵분열생성물 열제거

격납건물 살수계통은 살수용액을 원자로건물 대기로 공급하여 냉각재상실사고 

후 격납건물로 방출되는 방사성 핵분열생성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계통 안전설계 등급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안전설계등급은 다음과 같다.

계통 구성
안전
등급

전기
등급

품질
등급

내진
범주

1) 살수펌프

- 펌프

- 전동기

2

3

N/A

1E

Q

Q

I

I

2) 안전성 관련 배관 및 밸브 2 1E Q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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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통 설계요건

1) 격납건물 살수계통은 공학적 안전설비로서의 다중성 및 전원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즉, 계통은 단일능동고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격납건물 살수계통은 펌프 공동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입모드 및 재순환모

드 운전시 펌프의 유효흡입수두(NPSH)가 요구되는 유효흡입수두(NPSH)보다 

크게 설계되어야 한다.

3) 살수모관의 위치, 사용되는 살수 노즐의 종류 및 배열, 노즐의 분무 능력 및 예

상되는 살수 형태 등은 살수되는 격납건물 체적을 극대화하고 살수의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격납건물 집수조는 살수펌프에 신뢰성있고 장기적인 수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격납건물 설계에는 살수 및 비상노심 냉각수가 집수조로 배

수되어 이 물이 격납건물 살수나 비상노심냉각계통을 통하여 재순환될 수 있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5) 검사와 시험에 관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 격납건물 살수계통 설계는 계

통과 펌프, 밸브, 압력 방출 기기, 살수 노즐 등의 계통요소에 대한 정기적인 

가동중시험과 운전가능성 시험에 대한 설계 및 수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정상 혹은 사고 조건에서 격납건물 살수계통과 기기의 성능을 감시하기 위한 

계측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계측장치는 어떠한 계통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혹은 

고장인지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확인

나. 시험조건의 충족 및 계측장비 적절성 확인

다. 살수계통 밸브 작동에 대한 점검결과 확인

1) 밸브 행정시간 측정결과

2) 살수개시신호에 의한 밸브 작동 확인

3) 재순환개시신호에 의한 밸브 작동 확인 (APR1400 원전은 해당되지 않음)

4) 안전관련 펌프, 밸브 시험 관련 기준 확인

라. 격납건물 살수펌프 성능시험결과 확인

1) 살수개시신호와 비상디젤발전기 전원공급에 따른 펌프 연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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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수펌프의 유량, 차압 및 진동 시험결과 확인

마. 살수노즐 이물질 막힘 여부 확인

4. 검사 중점 사항

가. 격납용기 살수 신호에 따라 펌프, 밸브가 적절히 동작하며, 원격작동밸브의 동작

시간이 허용치 이내인지 확인한다.

나. 격납용기 살수펌프의 유량, 차압, 진동 등 성능시험 결과가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지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살수계통의 밸브 작동시간은 추후 가동중시험(IST)의 기준값으로 사용되므로 시

험의 신뢰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수행되는지를 검토한다.

나. 시험에 사용된 계측기의 변수, 측정범위, 검교정 등이 관련 절차에 따라 적합하

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1. 시험수행 시 사용된 계측기의 교정날짜, 측정범위, 정확도가 절차서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시험 초기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관련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3. 살수계통의 원격 작동밸브의 동작시간이 절차서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격납용기 살수 신호에 따라 펌프, 밸브가 적절히 작동되고 절차서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격납용기 살수펌프의 유량, 차압 및 진동 등 기기의 성능이 절차서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6. 살수노즐 이물질 등에 의한 막힘이 없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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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심사지침, KINS/GE-N01, 6.2.1, 6.2.2, 6.2.4,

4. 안전성분석보고서 6.2 “격납건물계통”

5.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도면



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격납건물 

살수계통

1. 격납건물 살수계통 

성능시험 절차서의 적절성

2. 시험절차서 준수 여부

3. 시험조건의 충족 및 

계측장비의 적합성 평가

- 시험조건

- 시험요원의 교육

- 검교정 기록 등

4. 밸브 점검

- 원격조정밸브 작동시간

- 살수개시신호 및 재순환 

신호에 의한 밸브작동

5. 격납건물 살수펌프 

성능시험

6. 살수노즐 이물질 막힘여부 

확인

시험 전 또는 시험 후 

서류검토

시험 전  또는 시험 

후 서류검토 및 

현장검사 

시험 전 또는 시험 후 

서류검토

시험 중 현장검사 

또는 시험 후 

서류검사

시험 중 현장검사 

또는 시험 후 

서류검사

현장 또는 시험 후 

서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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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7.4절 격납건물 송풍냉각기 시험

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격납건물은 정상운전 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며 가상

사고 시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는 최후의 물리적 방벽이므로, 격납건

물 구조물은 냉각재 상실사고, 증기관 파열사고, 급수관 파열사고 등의 가상 사고 시 

발생하는 고온 및 과압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APR1400 원전에서 가상사

고 시 발생하는 격납건물 내부의 고온, 과압 상태로부터 격납건물 구조물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격납건물 대기의 열에너지를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은 격납

건물 살수계통이며, 살수계통의 성능시험에 관한 검사는 검사지침서 제2.7.3절 ‘격납건

물 살수계통 시험’에 따라서 수행된다.

APR1400 원전은 정상운전 중 격납건물 대기의 온도 및 압력 조절을 위하여 격납

건물 송풍냉각기계통을 구비하고 있다. APR1400 원전과 같이 격납건물 송풍냉각기계

통을 가상사고 시 격납건물 열제거 기능을 수행하지 않도록 설계한 원전의 격납건물 

송풍냉각기계통의 시험은 이 검사지침서에 따른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으로서의 성능검

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격납건물 송풍냉각기계통에 대한 정상운전 시의 기능 수

행 관점에서의 성능시험에 대한 검사는 검사지침서 제2.11.2.5절 ‘격납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시험’에 따라 수행된다.

만약 격납건물 송풍냉각기계통을 가상사고 시 격납건물 열제거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하거나 또는 격납건물 살수계통 이외에 다른 설비를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으로 설

계하는 원전의 경우, 검사를 수행하기 전에 해당 계통이나 설비의 시험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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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및 내용을 포함하도록 이 검사지침서가 개정되어야 한다.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해당사항 없음

2. 안전 설계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세부 검사내용

해당사항 없음

4. 검사 중점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검사유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III. 판정기준

해당사항 없음

IV. 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음

V. 참고문헌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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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7.5절 격납건물 가연성기체제어계통 시험 

주관부서 : 중대사고리스크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설계기준사고 시에는 핵연료 피복재와 수증기의 반응 등에 의해 많은 양의 수소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격납건물 내 수소가 축적될 경우 산소와의 폭발적 연소

반응으로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격납건물 내의 수소농도를 적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격납건물 가연성기체제어계통을 설치한다. 가연성기체제어

계통은 가연성기체의 혼합, 가연성기체 농도의 감시 및 감소를 위해 수소재결합기계통

(전기식 또는 피동촉매형), 수소감시계통, 수소혼합시설, 수소배기계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전 설계에 따라 설계기준사고 시 수소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본 성능검사의 목적은 수소재결합기계통 및 수소감시계통, 수소배기계통의 기능시험 

및 관련 점검을 통해 사고시 운전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검사는 검사점검표에 따

라 각 기기의 성능시험이 가능한 때에 수행하며, 핵연료장전 이전에 성능이 입증되어

야 한다. 검사시에는 시험을 수행하는 각 기기의 성능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사항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제작자 지침서의 요구사항 등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2. 검사 대상

가. 전기식 수소재결합기의 작동성 (SAR 6.2절)(APR1400형 원전은 해당되지 않음)

- 기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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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제어 회로에 대한 채널교정

- 기계적 육안점검

- 전열기 절연저항 점검

- 이동시험 설치 및 작동 소요시간

나.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의 작동성 (SAR 6.2절)

- 촉매 성능시험

다. 수소감시계통의 작동성 (SAR 6.2절)

- 채널 점검 및 교정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연성기체제어는 수소제거(재결합 및 연소), 수소감시, 수소혼합 및 배기 등 4개의 

기능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격납건물 대기중 수소제거

수소재결합기는 설계기준사고 시 격납건물 대기중에 축적되는 수소기체를 제거

하는데 사용된다. 전기식 수소재결합기는 전용 관통부 및 배관을 통해 격납건물 

내 수소혼합체를 격납건물 외부에 설치된 재결합기 본체로 강제 이송하여 고온에 

의한 수소-산소의 재결합반응을 수행하고 반응으로 생성된 증기를 다시 격납건물

로 보내 격납건물 내 수소를 제거한다.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는 설계기준

사고 시 격납건물 내 수소의 유동이 주로 형성되는 지점에 설치되어 전원공급이 

없어도 촉매반응을 통해 수소를 제거한다.

나. 격납건물 대기중 수소농도 감시

격납건물 수소감시계통은 수소재결합기와 별도의 계통으로 격납건물 대기시료

를 전송 및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감시계통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시료 

채취점으로부터 격납건물 관통부를 통해 시료를 채취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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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자로격납건물은 설계기준사고 시 격납건물의 건전성 유지를 위협할 수 있는 

격납건물 내부로 유출되는 가연성기체 제어 수단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수소재결합기 및 수소농도 감시기와 같은 계통기기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성

능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 가연성기체제어계통 설계에는 사고조건에서 계통 및 기기의 성능을 감시하는 수

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가연성기체제어계통은 계통이나 기기에 대한 주기적인 작동성 시험이나 필요한 

경우 누설율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 다수 호기간 공유하는 설비는 공유로 인해 해당 안전기능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

지 않아야 한다. 전기식 수소재결합기를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작동이 요구되

는 시간의 1/2 보다 같거나 이른 시점에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수소재결합기계통(전기식)에 대해 다음을 검사한다. (정기검사보고서 확인)

1)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확인

- 계통내 기기의 동작성능 점검 절차

- 허용기준의 적합성

2) 수소재결합기의 이동, 설치 절차의 적합성 및 계통 성능 확인

- 기설치 호기로부터의 이동시간

- 계통 내 밸브 작동, 전기 배선 상태

- 기동 후 적정시간 내 반응실 온도의 정상운전상태 도달 및 유지 기능

- 계통의 상태와 경보 지시의 적절 여부

나. 수소재결합기계통(피동촉매형)에 대해 다음을 검사한다.

1)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확인

- 촉매 성능시험 절차

- 육안점검 절차

- 허용기준의 적합성

- 가동전 및 가동중 성능시험 대상 촉매체 선정 방법의 적절성

2) 촉매체의 수소제거 성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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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매 성능시험 방법

- 수소제거 성능

3) 기기 관리의 적합성 확인

- 촉매체 및 시험장비 관리 및 취급의 적절성

- 시험장비의 교정 방법 및 주기의 적절성

- 시험장비 교정상태

다. 수소감시계통에 대해 다음을 검사한다.

1) 격납건물 감시계통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확인

2) 수소감시계통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작동성 확인

- 밸브 개폐 및 닫힘시간

- 모의 CIAS 신호에 의한 닫힘 여부

- 전원 상실시 “실패시 닫힘(Fail Closed)" 지시 

3) 수소감시계통의 성능 확인

- 기계, 전기 배선, 계측기 지시 상태

- 수소분석기 교정 상태

- 배관보온설비의 작동 상태(설치된 경우)

4. 검사 중점 사항

가. 전기식 수소재결합기의 성능 확인을 위해 반응실 온도, 온도 도달 및 유지 시간

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한다.

나.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의 성능 확인을 위해 촉매 성능시험 장비를 이용한 촉매

체의 수소제거 성능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한다.

다. 수소분석기의 교정상태와 작동성을 검사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전기식 수소재결합기의 이동시험전에 기설치된 호기로부터 적절한 방사능 제염

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나. 전기식 수소재결합기의 이동 설치시, 접합부의 기밀성을 확인한다. 특히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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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시험시에는 격납건물경계의 변경에 따른 방사선 관리에 유의한다.

다. 전기식 수소재결합기의 유량이 적절히 확보되는지 확인한다.

라.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의 촉매 성능시험시 촉매의 물리적 손상에 유의한다.

마.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의 촉매 성능시험시 장비의 취급에 유의한다.

바.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의 촉매 성능시험시 화상 등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사. 수소분석기 제어패널, 지시계, 교정용 기체시료병 등의 관리상태가 적절한지 확

인한다.

아. 수소분석기의 교정시 고농도 수소 저장용기 취급 안전에 유의한다.

자. 수소분석기의 교정시 대기압에 대한 적절한 보정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차. 수소농도 분석 관련 절차서에 사고 후 격납건물 내 수소농도 측정시 감시계통관 

내에서의 수증기 응축효과가 적절히 고려되었는지 확인한다. (설계에 따라 다름)

카. 시험이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고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수정행위

가 기록되고 적절한 절차를 거친 후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1. 수소재결합기계통 시험 (전기식 수소재결합기)

가. 수소재결합기의 이동 및 기동시까지 소요시간이 안전성분석보고서 6.2.5절의 성

능분석시 기동시간 가정치의 1/2이하

나. 수소재결합기의 기동 후 반응실 온도가 120분 내에 1200℉ 이상 상승한 후, 적어

도 4시간 동안 1200℉ 이상으로 유지 가능

다. 전열기 각 상과 접지간 저항이 500 kΩ 이상임

2. 수소재결합기계통 시험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

가. 촉매체의 성능이 운영기술지침서의 점검요구사항 또는 시험절차서에 명시된 허

용기준을 만족함으로써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성능기준을 만족

나. 촉매 성능시험 장비의 적합한 교정상태 및 정상적 작동

3. 수소감시계통 시험 

가. 수소감시계통 격리밸브의 모의 CIAS 신호에 의한 닫힘 확인 및 전원 상실시 

“Fail Closed" 지시

나. 수소분석기를 적합한 수소 농도에서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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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1.1.1.1.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6

조(설비의 공유),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제49조(초기시험).

1.1.1.1.2.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1.1.1.1.3.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심사지침, KINS/GE-N01, 6.2.5, 19.2.

1.1.1.1.4. 4. U.S.NRC,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NUREG-0737,

Task II.E.4.1, II.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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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수소재결합기계

통 (전기식)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수소재결합기

의 이동, 설치 

절차의 

적합성 및 

성능 확인

1. 계통내 기기의 동작 성능 점

검, 성능시험 절차, 허용기준

의 적합성

1. 설치 호기로부터의 이동시간 

만족여부

2. 계통내 밸브 작동, 전열기 절

연저항, 육안점검사항 만족여

부

3. 수소재결합기의 기동 후 전열

기 최소 표면온도가 120분 내

에 1200℉ 이상 상승한 후, 적

어도 4시간 동안 1200℉ 이상

으로 유지 가능

4. 계통의 상태와 경보 지시의 

적절 여부

시험전 FSAR

6.2.4, 6.2.5 등과 

비교검토 

(서류검토)

FSAR 6.2.5

등을 참조하여 

현장검사와 

서류검토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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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수소재결합기계

통 (피동촉매형)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촉매체의 

수소제거 성능 

확인 

∙기기 관리의 

적합성 확인

1. 촉매 성능시험 및 육안점검 

절차, 허용기준의 적합성

2. 가동전 및 가동중 성능시험 

대상 촉매체 선정 방법의 적

절성

1. 촉매 성능시험 방법의 적절성

2. 수소제거 성능의 적합성

1. 촉매체와 시험장비 관리 및 

취급의 적절성

2. 시험장비 교정 방법 및 주기

의 적절성

3. 시험장비 교정상태

시험전 FSAR

6.2.5 및 TS

점검요구사항 

등과 비교검토 

(서류검토)

FSAR 6.2.5 및 

공급자 지침서 

참조하여 현장 

검사 또는 

성능시험후 

결과 서류검토 

시험전 교정결 

과 서류검토 

또는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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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수소감시계통

∙격납건물 

감시계통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수소감시계통 

격리밸브의 

작동성 

∙수소감시계통

의 성능 

1.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성능 시

험절차와 허용기준의 적합성

2. 수소감시계통의 기밀성 및 기

능 시험, 농도 교정에 관한 

절차의 적합성

3. 수소분석기 교정시험절차 수립

4. 사고후 격납건물 내 수소농도 

측정시 수증기의 응축효과 고

려 여부 (설계에 따라 다름)

1. 모의 CIAS 신호에 의한 밸브

의 닫힘여부

2. 격리밸브의 전원 상실시 “Fail

Closed" 지시

1. 수소분석기 기계, 전기 배선,

계측기 지시 상태의 적합여부 

2. 타당한 수소 농도에서 실제 

시료 측정 방법으로 수소분석

기 교정 여부

3. 수소분석기 채널점검결과 

4. 배관보온설비의 작동 상태 

(설치된 경우)

성능시험전 

절차서 검토 

(서류검토)

격납건물격리계

통 검사와 병행

(서류검토 또는 

현장검사)

시험 전, 후 점검  

(서류검토 또는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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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8절 원자로 안전계통시설

제2.8.1절 안전주입탱크 시험 

주관부서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안전주입탱크 및 부속 기기의 작동성 및 운전성을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안전주입탱크 및 부속기기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안전주입탱크는 냉각재상실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저장수를 방출하여 노심에 냉각재를 공급한다. 각 안전주입탱크는 직렬로 배열된 두 

개의 역지밸브를 경유해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연결되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안전주입탱크의 압력 이하로 감소되면 안전주입탱크의 저장수는 원자로냉각재계통으

로 방출된다.

APR1400의 경우, 안전주입탱크 내부에 피동 유량조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원자로

냉각재계통으로 방출주입 시 초기 일정 시간 동안은 고유량의 안전주입수가 공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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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량조절장치에 의해 저유량 주입으로 전환된다.

안전주입탱크 방출배관에 설치된 전동기구동격리밸브는 원자로 기동 시 원자로냉각

재계통의 압력이 설정치까지 상승하면 자동으로 개방된다. 정상운전 시에는 주제어실

에서 이 밸브의 조작스위치를 개방상태에서 잠그고, 구동용 전동기의 전원을 제거한

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안전주입탱크의 압력 이하로 감소되면 안전주입탱크

의 저장수는 자동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방출된다. APR1400의 경우, 안전주

입탱크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방출주입 시 고유량 주입에서 유량조절장치에 

의한 저유량 주입으로 전환된다.

나. 정상운전 중 우발적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설정치(예, 1,762 psia, 123.9

㎏/㎠A) 이하로 감소하면, 격리밸브가 개방·고정되어 있더라도 안전주입 작동신

호(SIAS)의 개방확인 신호를 받는다.

다. 발전소 냉각 중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정해진 수준(예, 625 psig, 43.9㎏/

㎠)에 도달하면 운전원은 안전주입탱크의 압력을 정해진 수준(예, 400 psig, 28.1

㎏/㎠)까지 낮춘다.

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설정치(예, 415 psig, 29.2㎏/㎠) 이상일 때, 안전주입

탱크의 격리밸브는 연동되어 닫힘이 방지된다. 일정한 값(예, 400 psig (28.1㎏/

㎠)에서 운전원이 안전주입탱크 격리밸브를 닫더라도 안전주입작동신호가 발생

하면 이 밸브는 다시 개방된다.

마. 질소공급밸브의 누설이나 질소공급밸브 스위치의 우발적 고장에 의한 안전주입

탱크의 비정상적 재가압은 각 안전주입탱크의 질소공급관에 고장시-닫힘 밸브 

두 개를 직렬로 배열함으로써 방지된다.

바. 각 안전주입탱크의 질소공급밸브 솔레노이드는 다중적이고 물리적으로 분리된 

전기계열을 통하여 상호 분리된 전기 모선에 연결되어 있다.

사. 원자로냉각재의 압력이 증가하여 설정치(예, 500 psig, 35.2㎏/㎠)에 도달하면 자

동으로 안전주입탱크 격리밸브가 개방된다. 운전원은 일정 압력(예, 625 psig,

43.9㎏/㎠)에 이르면 안전주입탱크를 다시 가압한다. 만일 가압이 실패하면 설정

압(예, 700 psig, 49.2㎏/㎠)에서 경보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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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설계 특성 차이로 인하여 각종 설정치는 달라질 수 있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안전주입탱크에 저장된 냉각수가 SAR 사고해석에서 가정한 값 이상으로 자동 

방출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APR1400의 경우에는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안전

주입탱크의 고유량 및 저유량 구간에서 평가된 유량이 사고해석에서 가정된 값 

이상임을 확인한다. 또한, 방출시험의 판정기준으로서 안전주입탱크의 압력 및 

수위를 사용하는 경우, 각 변수의 상·하한치가 관련된 사고해석과 일관성을 가지

는지 확인한다.

나.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설정압(예, 1,762 psia, 123.9 ㎏/㎠A) 이하로 감소하

면, 이미 개방·고정시킨 격리밸브라도 안전주입작동신호(SIAS)의 개방확인 신호

를 받는지 확인한다.

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일정 수준(예, 625 psig, 43.9㎏/㎠)에 이르렀을 때,

운전원이 안전주입탱크의 압력을 일정 수준(예, 400 psig (28.1㎏/㎠)까지 낮출 

수 있는지 확인한다.

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설정치(예, 415 psig, 29.2㎏/㎠) 이상일 때, 안전주입

탱크의 격리밸브는 닫힘이 방지된다. 일정한 값(예, 400 psig, 28.1㎏/㎠)에서 운

전원이 안전주입탱크 격리밸브를 닫더라도, 안전주입작동신호가 발생할 때 이 

밸브가 다시 개방되는지 확인한다.

마. 각각의 안전주입탱크의 질소공급관에 서로 분리된 수동 스위치를 가진 고장 시 

닫히는 두 개의 밸브를 직렬로 설치함으로써 질소공급밸브의 누설이나 질소공급

밸브 스위치의 우발적인 고장에 의한 안전주입탱크의 비정상적 재가압이 방지되

는지 확인한다.

바. 각각의 안전주입탱크에 있는 두 개의 질소공급밸브 솔레노이드는 다중적이고 물

리적으로 분리된 전기계열을 통하여 상호 분리된 전기 모선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사. 원자로냉각재의 압력이 증가하여 설정치(예, 500 psig, 35.2㎏/㎠)에 도달할 때,

안전주입탱크 격리밸브가 자동으로 개방되는지 확인한다. 또한 일정 수준(예,

625 psig, 43.9㎏/㎠)에 이르면 운전원이 안전주입탱크를 재가압할 수 있는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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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재가압되지 않은 채 설정치(예, 700 psig, 49.2㎏/㎠)에 도달했을 때 경보음이 

발생되는지 확인한다.

※ 발전소 설계 특성 차이로 인하여 각종 설정치는 달라질 수 있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시험절차서 및 측정장비가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나. 안전주입탱크의 주요 밸브 및 위치지시계의 운전성을 확인한다.

다. 고장상황 모의 시 밸브응답을 확인한다.

라. 안전주입작동신호에 의한 관련 밸브의 정렬상태를 확인한다.

마. 주요 경보작동을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안전주입작동신호에 의한 관련 밸브의 연동과 경보를 확인한다.

나. 안전주입탱크의 압력지시계와 경보를 확인한다.

다. 시험의 선행조건이 충족되고 시험 시 주의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라. 시험절차서에 평가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안전성분석보고서

의 내용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한다.

마. 시험에 사용되는 계측기의 적합성, 검·교정, 측정 오차 등이 적절히 평가되었는

지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1. 안전주입탱크 주요 밸브 및 위치지시계의 운전성이 적절하여야 한다.

2. 안전주입탱크 주요 밸브의 동작시간은 허용치 이내로, 또한 안전주입동작신호 및 

연동에 의한 정렬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관련 계기의 지시 및 경보 설정치가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안전주입탱크의 유량이 사고해석에서 가정된 값 이상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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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R1400의 경우에는 안전주입탱크의 고유량 및 저유량 각각의 주입유량 특성

(혹은 이에 상응하는 압력 및 수위 거동)이 사고해석에서 고려된 값과 일관성을 

가짐을 확인한다.

IV. 첨부자료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2. 신고리 1,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6.3절 비상노심냉각계통

3. 신고리 1,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4장 초기시험프로그램

4. 신고리 1,2호기 운영기술지침서 3.5 비상노심냉각계통

5. 울진 5호기 사용전검사보고서, KINS/AR-835, 2005년

6. Regulatory Guide 1.79, Rev. 2, "Preoperational Testing of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s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2013

7. 신고리 3,4호기 안전성분석보고서 6.3절 비상노심냉각계통

8. 신고리 3,4호기 안전성분석보고서 14장 초기시험프로그램

9. 신고리 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 3.5 비상노심냉각계통 

10. 신고리 3호기 사용전검사보고서, KINS/AR-1049, 2015년



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안전주입탱크

시험

1. 안전주입탱크 

시험절차서의 적절성 

2. 시험조건의 충족 및 

계측장비의 적합성 

- 시험조건

- 검·교정 기록 등

3. 시험절차서 준수여부

4. 안전주입탱크 부계통 

밸브의 운전성 및 

위치지시의 적절성

서류검사

서류 및 현장검사 

시험 중 현장검사 

시험 중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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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8.2절 고압 안전주입계통 시험 

주관부서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계통평가분야/계측전기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고압안전주입계통은 냉각재상실사고와 같이 원자로 냉각재계통 압력이 급속히 감소

되는 사고 시 노심냉각 및 정지여유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붕산수를 원자

로냉각재계통에 공급하는 계통이다. 본 시험은 고압안전주입계통의 펌프 및 밸브의 성

능을 확인하고 안전주입작동신호와 재순환작동신호 모의신호에 적절히 동작하는지 확

인하며, 고압안전주입 유량제한기(오리피스 등)가 유량평형에 적절한지 확인한다.

APR1400에는 재순환 운전모드가 없으므로 본 검사지침의 내용 중 재순환운전 관련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검사 대상

고압안전주입계통(APR1400의 경우, 안전주입계통)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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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안전주입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 경계에서 파단이 발생할 경우 최종안전성분

석보고서 6.3절에 명시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재장전수탱크로

부터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붕산수를 주입한다. 또한, 고압안전주입펌프는 재순환 기

간 중에 냉각재상실사고 후 장기간 동안 붕산수가 노심 상부를 덮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용된다. 재순환집수조에 수집된 냉각수는 사고 시 요오드 재휘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산삼나트륨을 용해시켜 일정 시간 내에 pH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장기 

노심냉각 시 고압안전주입펌프는 고온관과 저온관의 동시 주입을 위하여 수동으로 재

정렬된다. 이는 파단 위치와 무관하게 노심을 세정하고 충분한 냉각상태를 유지한다.

소형파단 시 고압안전주입펌프는 정상적인 냉각이 진행되는 중에도 파단 부위로부터 

누설을 보충하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계속 냉각수를 주입한다. 또한, 고압안

전주입펌프는 2차측 완전급수 상실사고 시 노심의 잔열 제거를 위해 주입기능을 제공

한다. 재순환 운전 중 펌프는 격납건물 재순환 집수조에서 냉각수를 공급받는다.

APR1400의 안전주입계통은 별도의 재순환 기간의 구분없이 원자로건물내 재장전수탱

크(IRWST)를 수원으로 하며 위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고압안전주입펌프의 체절수두와 유량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설계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적절한 유량을 공급하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나. 고압안전주입계통의 주요 밸브는 안전성분석보고서 6.3절에 명시된 설계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 고압안전주입계통은 파단 위치에 상관없이 각각의 주입 부분에 거의 균등한 유

량을 주입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재순환집수조 냉각수의 요오드 재휘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 및 측정장비가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나. 고압안전주입펌프의 성능이 제작자 성능곡선 및 안전성분석보고서 표 6.3-1에 제

시된 설계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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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주입 작동신호 및 재순환 작동신호에 따라 고압 안전주입계통의 펌프와 밸

브들이 설계된 대로 정렬되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APR1400에서는 재순환 운전

모드가 없으므로 본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고압 안전주입계통의 유량 평형과 관련하여 유로별 유량이 설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마. 인산삼나트륨의 용해도 및 냉각수의 pH는 일정 시간 내에 7.0 이상에 도달함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시험절차서에 평가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안전성분석보고서

의 내용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한다.

나. 고압안전주입펌프의 성능(수두-유량)이 다양한 운전조건(최소유량, 정격유량, 최

대 유량 등)에서 제작자 성능곡선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다. 안전주입신호 및 재순환 작동신호에 따라 관련 밸브들이 자동으로 정렬되는지를 

확인한다.

라. 고압안전주입계통 내 밸브들의 위치지시, 동작시간, 전원상실 시 위치가 설계요

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마. 각 고압안전주입 유로별 유량 평형이 설계요건과 일치되게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 APR1400에서도 위의 사항이 적용된다. 다만, '다‘항의 재순환 작동신호에 대한 사

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고압안전주입 펌프 성능시험 전 각 주입유로 충수 및 밸브정렬 상태에 유의한

다. 이때, 다양한 충수 수원(Cask Loading Pit, Boric Acid Storage Tank 혹은 

ECCS 전용 충수탱크 등)을 고려하여 배관 내 충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험에 사용되는 계측기의 적합성, 검·교정, 측정 오차 등이 적절히 평가되었는

지 확인한다.

다. 시험 주의사항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한다. 특히 최소유량 확보 등 펌프운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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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 유의한다.

III. 판정 기준

1. 원자로냉각재계통 재고량을 유지하고, 원자로냉각재계통 파열 시 노심냉각을 유지

하며 안전성 분석 범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6장 및 15장) 내에서의 과도현상 유

지를 위해 최소의 유효 흡입수두 하에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시한 설계대

로 고압안전주입계통의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2. 고압안전주입펌프 성능은 제작자의 유효흡입수두와 수두-유량곡선의 허용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3. 재순환 작동 모의신호에 따라 고압안전주입 흡입원이 격납건물 재순환 집수조로 자

동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만, APR1400에 대해서는 본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고압안전주입 유량제한기(오리피스 등)는 유량평형을 유지해야 한다.

IV. 첨부 자료

1.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2. 신고리 1,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6.3절 비상노심냉각계통

3. 신고리 1,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4장 초기시험프로그램

4. 신고리 1,2호기 운영기술지침서 3.5 비상노심냉각계통 

5. Regulatory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6. Regulatory Guide 1.79, Rev. 2, "Preoperational Testing of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s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2013

7. Regulatory Guide 1.82, Rev. 4, "Water Sources for Long-Term Recirculation

Cooling Following a Loss-of-Coolant Acciden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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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고리 3,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6.3절 비상노심냉각계통

9. 신고리 3,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4장 초기시험프로그램

10. 신고리 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 3.5 비상노심냉각계통 

11. 신고리 3호기 사용전검사보고서, KINS/AR-1049,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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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고압안전주입
계통 시험

1. 성능시험 절차서의 

적절성

2. 시험 선행조건의 충족 

및 시험장비의 적합성 

- 건설인수시험 기록

- 밸브 정렬상태 및     

임시 변경조치 등

- 검·교정 기록 등

3. 펌프 및 밸브의 제작 사양

- 안전성분석보고서와의 

일관성

4. 시험절차서 준수 여부

- 계통 정렬상태

- 임시 계측장비 운용

- 주의사항 준수

- 펌프 및 밸브 동작상태

5. 고압안전주입펌프 성능

- 각 운전조건별         

수두-유량 데이터 취득

6. 안전주입신호 및 재순환 

작동신호 시 계통 

정렬상태 (APR1400의 

경우 제외)

7. 유량평형시험

- 유량제한기 설치상태

- 각 유로별 유량확인

8. 인산삼나트륨 용해도 

시험

서류검사

서류 및 현장검사 

서류검사

시험 중 현장검사

시험 중 현장검사,
시험 후 서류검사

시험 중 현장검사

시험 중 현장검사,
시험 후 서류검사

시험 중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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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일 자 성 명 일 자 쪽 작성자 확인자 일자

0

1 김인구 ‘02.4 이석호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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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창용
방영석 ‘17.12 양채용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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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8.3절 저압 안전주입계통 시험 

주관부서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계통평가분야/계측전기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저압안전주입계통은 냉각재상실사고와 같이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급속히 감

소되는 사고 시 노심냉각 및 정지 여유도를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붕산수를 

원자로냉각재계통에 공급하는 계통이다. 본 시험은 저압안전주입계통의 펌프 및 밸

브의 성능을 확인하고 안전주입작동신호와 재순환작동신호 모의신호에 적절히 반응

하는지 확인하며, 저압안전주입 유량제한기(오리피스 등)을 가공하여 유량평형을 유

지하기 위해 수행된다.

APR1400에는 저압안전주입계통이 없으므로 본 검사지침은 적용하지 않는다.

2. 검사 대상

저압안전주입계통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저압 안전주입계통은 정지냉각 및 안전주입의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설계된 계통

이다. 저압안전주입계통은 정상운전 중 허용 핵연료설계 제한치 및 원자로냉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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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이 초과되지 않도록 노심으로부터 핵분열생성물 붕괴열 및 기

타 잔열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전기능을 가지며, 냉각재상실사고와 같이 원자로냉각

재계통 압력이 급속히 감소되는 사고 시 노심냉각 및 정지여유도 확보에 필요한 붕

산수를 원자로냉각재계통에 공급하는 안전기능을 수행한다.

저압안전주입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가 350 ℉ 이상에서는 대기모드로 있

게 된다. 즉, 저압안전주입계통은 흡입수원을 재장전수탱크로 하여 원자로냉각재계

통에 냉각수를 주입할 수 있도록 유로가 배열되어 있어야 하고 펌프는 전원가압과 

함께 운전가능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저압안전주입계통은 안전주입 작동신호(SIAS)

의 발생과 함께 대기모드에서 주입모드로 자동 변환된다. 저압안전주입계통은 재순

환 작동신호(RAS)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 주입모드에서 운전된다. 재순환 작동신호

가 발생하면 저압안전주입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며 최소 재순환 유량관(우회유량)

역시 자동 격리된다. 재순환 작동신호에 따라 저압안전주입계통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고압 안전주입계통의 운전만으로도 노심냉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저압안전주입계통을 정지냉각계통으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재순환 

작동신호 발생 이후에도 운전원의 판단에 따라 저압안전주입계통을 재기동할 수 있

는데, 이 때 운전원은 사전에 저압안전주입계통의 흡입수원이 격납건물 내의 재순

환 집수조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저압안전주입펌프의 체절수두와 유량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설계요건

을 만족시키기 위해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적절한 유량을 공급하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나. 저압안전주입계통의 주요 밸브는 안전성분석보고서 6.3절에 명시된 설계 요건

을 만족해야 한다.

다. 저압안전주입계통은 파단 위치에 상관없이 각각의 주입 부분에 거의 균등한 

유량을 주입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 및 측정장비가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나. 저압안전주입펌프의 성능이 제작자 성능곡선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표 

6.3-1에 제시된 설계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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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주입 작동신호 및 재순환 작동신호에 따라 저압안전주입계통의 펌프와  

밸브들이 설계대로 정렬되는지를 확인한다.

라. 저압안전주입계통의 유량평형을 위해 헤더방출밸브가 조절되었으며, 유로별 

유량이 설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시험절차서에 평가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의 내용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한다.

나. 시험 선행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한다. 특히, 시험관련 기기에 대한 건설인

수시험, 시험을 위한 임시 변경조치, 각 주입유로 별 밸브정렬 상태에 유의한

다.

다. 시험에 사용되는 계측기의 적합성, 검·교정, 측정 오차 등이 적절히 평가되었

는지 확인한다.

라. 시험 주의사항이 준수되는지 확인한다. 특히 최소유량 확보 등 펌프운전 보호

조치에 유의한다.

마. 저압안전주입펌프의 성능(수두-유량)이 다양한 운전조건(최소유량, 정격유량,

최대 유량 등)에서 제작자 성능곡선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바. 재순환 작동신호에 따라 저압안전주입펌프가 정지되고 최소 재순환 유량관이 

자동으로 격리되는지를 확인한다.

사. 저압안전주입계통 내 밸브들의 위치지시, 동작시간, 전원상실 시 위치가 설계

요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아. 각 저압안전주입 유로별 유량 평형이 설계요건과 일치되게 유지되는지 확인

한다.

5. 검사 유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III. 판정 기준

1. 원자로냉각재계통 재고량을 유지하고, 원자로냉각재계통 파열 시 노심 냉각을 

유지하며 안전성 분석 범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6장 및 15장) 내에서의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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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유지를 위해 최소의 유효 흡입수두 하에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

시한 설계대로 저압안전주입계통의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2. 저압안전주입펌프 성능은 제작자의 유효흡입수두와 수두-유량곡선에 따라야 한다.

3. 저압안전주입펌프는 재순환 작동신호에 의해 자동으로 정지되어야 한다.

4. 저압안전주입 유량제한기(오리피스 등)는 유량평형을 유지해야 한다.

IV. 첨부 자료

1.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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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리 1,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6.3절 비상노심냉각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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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egulatory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7. Regulatory Guide 1.79, Rev. 2, "Preoperational Testing of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s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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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저압안전주입

계통 시험
1. 성능시험 절차서의 

적절성

2. 시험 선행조건의 충족 

및 시험장비의 적합성 

평가

- 건설인수시험 기록

- 밸브 정렬상태 및     

임시 변경조치 등

- 검·교정 기록 등

3. 펌프 및 밸브의 제작 사양

- 안전성분석보고서와의 

일관성

4. 시험절차서 준수 여부

- 계통 정렬상태

- 임시 계측장비 운용

- 주의사항 준수

- 펌프 및 밸브 동작상태

5. 저압안전주입펌프 성능

- 각 운전조건별         

수두-유량 데이터 취득

6. 안전주입신호 및 재순환 

작동신호 시 계통 

정렬상태

7. 유량평형시험

- 유량제한기 설치상태

- 각 유로별 유량확인

8. 재순환 작동신호 시 

저압안전주입펌프 정지

서류검사

서류 및 현장검사 

서류검사

시험 중 현장검사

시험 중 현장검사,

시험 후 서류검사

시험 중 현장검사

시험 중 현장검사,

시험 후 서류검사

시험 중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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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8.4절  잔열제거계통 시험(I)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잔열제거계통(정지냉각계통)은 노심의 붕괴열을 제거하여 저온정지 또는 핵연료 

재장전 상태로 유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기능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일반설계기준의 제어실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원격 정지제어반에서 제

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정지냉각계통의 펌프는 발전소의 형태에 따라 장기 재순환 냉각을 담당하는 저압

안전주입펌프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저압 계통의 기기이므로 정상운전 시 고압

으로 유지되는 원자로 냉각재 압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정지냉각계통에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이 저온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저온 과압 보호설비(Low Temperature Overpressure Protection : LTOP)가 설치되

어 있다.

경수로형 원전은 핵연료 재장전 기간에 냉각재 저수위 운전을 할 경우가 있으며,

이 기간에 정지냉각기능이 상실될 경우, 짧은 시간 안에 노심이 손상될 수 있다. 따라

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다양성과 다중성을 갖춘 계측설비의 구비 등)가 이행

되어야 한다.

상온조건에서의 사용전검사 대상은 주로 계통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밸브 및 

펌프의 동작상태와 계통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의 연동기능을 담당하는 계측제어 관련

설비로, 본 검사지침에는 정지냉각계통의 상온 성능시험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으로 검

토되어야 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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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대상

가. 정지냉각펌프의 성능 및 유효흡입수두

나. 정지냉각열교환기 연결유로 건전성

다. 정지냉각계통의 안전관련 밸브 성능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정지냉각계통은 원자로 냉각재계통이 일정한 온도와 압력으로 낮춰진 이후에 노

심의 붕괴열을 제거하고 규정된 냉각률 허용범위 이내로 원자로 냉각재계통을 

냉각하여 저온정지 또는 핵연료재장전 조건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나. 발전소 형태에 따라 정지냉각계통의 일부는 저압안전주입계통으로 사용되어 핵

연료재장전수 탱크 또는 격납건물 재순환 집수조에서 냉각수를 공급받는다.

다. 핵연료 재장전 기간 중 핵연료 재장전수를 충수하거나 배수 시 핵연료 재장전수 

탱크와 재장전 수조를 연결시켜 충수 및 배수기능을 수행한다.

라. 정지냉각계통의 흡입 측 방출밸브(Relief Valve)는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저온과

압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마. 원자로 냉각재계통이 감압되어 운전 중일 때는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과 연계하

여 냉각재를 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정상적인 발전소 냉각 중 또는 설계기준사고 후에 주제어실에서 최소한 한 개 

트레인의 정지냉각계통을 운전하는 것이 당해 설비의 단일 능동고장에 의해 지

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나. 원자로 정지냉각운전 동안의 단일 능동기기의 고장과, 설계기준사고 후에 장기

운전모드 동안의 단일능동고장 또는 제한된 누설의 수동고장을 가정하여도 정지

냉각계통의 기능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한 대 또는 두 대의 정지냉각펌프(혹은 저압안전주입펌프)가 사용 불가능할 때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가 200℉(93.3℃) 이하이면, 정지냉각펌프(혹은 저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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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펌프)는 격납건물 살수펌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라. 정지냉각계통의 설계압력과 온도는 통상적인 원자로 고온정지 조건 보다 보수적

으로 높게 설정(표준형원전: 400℉(204.4℃), 900psig(63.3㎏/㎠)) 되어야 한다.

마. 정지냉각계통은 단일고장 발생으로 인하여 고압의 원자로 냉각재에 의해 과압 

되지 않는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설계압력보다 낮은 설계압력을 갖는 정지냉각

계통의 기기는 연동장치, 밸브의 배열, 방출밸브를 사용하는 과압보호장치가 제

공되어야 한다.

바. 정지냉각계통은 소내전원 또는 소외전원만이 유용하고 능동기기의 단일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자로 정지 이후 원자로 냉각재계통을 36시간 이내로 상온정

지 상태로 냉각 및 감압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심사지침의 일반적인 견해 

이다. 다음은 표준형 원전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냉각성능이다.

1) 두 계열을 이용한 냉각운전 시 원자로 정지 27.5시간 이내에 냉각재온도를  

125℉(51.7℃) 이하로 냉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한 계열을 이용한 냉각운전 시 원자로정지 후 24시간 이내에 냉각재온도를 

210℉(98.9℃) 이하로 냉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의한 정지냉각계통의 과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방지된

다.

1) 하나의 전원 상실 또는 밸브의 고장으로 인한 어느 한 계열의 정지냉각계통이

라도 원자로냉각재계통에 부적절하게 연결되거나, 혹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조건이 허용될 때 최소한 한 트레인의 정지냉각계통이라도 운전불능이 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냉각계통의 흡입 격리밸브들에는 독립된 전원이 

공급된다.

2) 정지냉각계통의 흡입 격리밸브와 관련된 연동장치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이 설정값 보다 높을 때 밸브가 개방되는 것을 방지한다.

3) 격납건물 내부에 위치한 정지냉각계통 흡입부 격리밸브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전체압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두 번째 밸브는 압력 경계와 등급경계를 형성

한다.

4)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가 저온과압보호에 대한 최대 온도 이하로 내려가고 정

지냉각계통의 흡입격리밸브가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을 때는 경보가 발생된다.

또한 정지냉각계통의 흡입격리밸브가 완전히 잠겨지지 않았고 원자로냉각재계

통의 압력이 정지냉각계통 운전이 허용되는 최대압력 이상으로 상승할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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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가 발생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정지냉각펌프 성능 확인

1) 정지냉각펌프는 설치 후 성능곡선이 취득되어 공장시험 결과와 유사한 특성

을 보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설계유량에서 측정된 전양정이 안전성분석보고

서 및 기기 설계사양서의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한다.

2) 정지냉각계통의 최대 유량은 설계유량 보다 커야하며, 정지냉각펌프의 최대

유량 보다는 작아야 하므로, 이를 위해 계통 내 유량제한기(오리피스 등)가 

설치될 수 있다. 유량제한기 설치 시에는 설치 후의 최대 유량이 설계유량 

이상 및 정지냉각펌프의 최대 유량 미만임을 확인해야 한다.

3) 정지냉각펌프는 펌프 보호를 위해 유량이 최대인 상태에서도 흡입압력이 최

소 요구압력(유효흡입수두) 이상임을 확인해야 한다.

나. 정지냉각계통 밸브 성능 확인

정지냉각계통에 설치된 안전관련 밸브에 대하여 현장/주제어실/원격정지 제어

반에서의 작동성 및 위치지시 확인, 밸브의 전행정 동작 및 고장안전기능에 대

한 성능을 확인한다.

다.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의한 정지냉각계통의 과압 방지 기능 확인

1)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설계압력보다 낮은 설계압력을 갖는 정지냉각계통의 기

기는 연동장치, 밸브의 배열, 방출밸브를 사용하는 과압보호 장치가 제공되었

는지를 확인한다.

2) 저온과압보호를 위한 방출밸브가 설치된 경우, 방출밸브가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기기 설계사양서의 허용범위 이내에서 개방되는지를 확인한다.

2) 원자로 정지냉각계통의 흡입격리밸브와 관련된 연동장치는 원자로 냉각재계

통의 압력이 보다 높을 때 밸브가 개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가 저온과압보호에 대한 최대 온도 이하로 내려가고 

정지냉각계통의 흡입격리밸브가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을 때는 경보가 발생되

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정지냉각계통의 흡입격리밸브가 완전히 

잠겨지지 않았고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정지냉각계통 운전이 허용되는 

최대압력 이상으로 상승할 때도 경보가 발생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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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검사 중점 사항

상온 조건에서 정지냉각계통의 성능시험은 다음과 같이 밸브와 펌프의 성능을 확

인하고 계통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연동되어 있는 기기들의 작동에 대한 성능을 

확인한다. 이러한 점검 결과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성능 요건 

및 안전설계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가. 안전관련 밸브의 성능시험

1) 수동동작, 행정시험, 고장안전(Fail Safe)기능, Trouble/Disable 지시상태

2)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높은 경우 흡입 측 밸브 개방금지 연동

3) 재순환작동신호와의 연동상태 

4) 주제어실과 원격정지제어반에서의 밸브 작동 가능성 확인

5) LTOP 관련 경보 및 밸브의 폐쇄금지

6) LTOP 방출밸브 설정압력 확인

나. 정지냉각펌프가 저압안전주입펌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안전주입 관점에서 펌

프의 성능시험이 수행되지만 일반적으로 중점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펌프 유효흡입수두 확인

2) 펌프 성능곡선 확인을 위한 유량 및 수두

3) 현장/주제어실/원격정지제어반에서의 펌프 기동성 및 지시상태 확인

4) 펌프 흡입 및 출구측 유량, 압력 및 온도에 대한 경보 

5) 재순환작동신호와 안전주입작동신호에 의한 펌프의 작동성

6) 유량제한기 성능시험

5. 검사유의사항

가. 각 펌프와 관련하여 상온조건에서 성능 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초기 기동시험 결

과 확인을 통해 최소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성능 요건, 즉, 정격 수두에

서의 정격유량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나. 시험절차서의 판정기준이 안전심사지침 5.4.7 및 안전성분석보고상의 내용과 일

치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다. 시험 초기 조치사항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절차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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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중 단계별 전환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를 평가/확인하여야 한다.

III. 판정기준

1. 밸브 성능시험, 위치지시, 행정시험 및 고장안전기능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

된 바와 같아야 한다.

2. 기타 계통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밸브의 연동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

된 바와 같아야 한다.

3. 재순환 작동신호는 주제어실이나 원격정지제어반에서 무효화할 수 있어야 한다.

4. 가압기 압력이 일정 값 이상일 경우 격리밸브는 개방되지 않아야 한다.

5. LTOP 기능 요구시, 격리밸브는 LTOP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음이 

보장되어야한다.

6. LTOP 방출밸브의 설정값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7. 정지냉각펌프의 성능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 제작자가 제시한 성능곡선과 일

치되어야 하며, 펌프의 상태가 현장/주제어실/원격정지제어반에 적절히 지시되고 

필요한 경우 경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6

조 (설비의 공유),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제29조 (잔열제거설비), 제30조 (비상

노심냉각장치),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제37조 (과압방지), 제40조 (성능검증 

부품의 사용), 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제43조 (기동․정지 및 저출력 

운전의 보호설계), 제44조 (신뢰성), 제49조 (초기시험)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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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원자로.23) “원자로

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원자로.09)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

에 관한 규정”,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3. 교육과학기술부 원검 71233-78 “가압경수형 원전 부분충수운전 안전조치요건”

4. KINS/GI-N0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정기검사지침서 IV.8.2 “정지냉각계통”

5. KINS/GE-N0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 지침서 5.4.7절 “잔열제거계통”

6. KINS/GT-N024 안전관련 펌프, 밸브 가동중시험 지침

7.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2000) MOA “원전가동중시험 - 일반요건”, MOB “펌프 

가동중시험”, MOC “밸브 가동중시험”, MOD “압력방출장치 가동중시험”, MOF

“냉각계통 성능시험”, MOH “동력구동 압력방출밸브 성능시험”

8. 표준형원전 안전성분석보고서 제3장 “구조물, 부품, 기기 및 계통의 설계”, 제5장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관련계통”, 제6장 “공학적 안전설비”, 제14장 “초기시험계획”

9. 표준형원전 정지냉각계통 배관 및 계장도면

10. 표준형원전 정지냉각계통 계통설명서

11. USNRC Regulatory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r”, 1978. Re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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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정지냉각계통

주요기기

가. 펌프

나. 밸브

다. 열교환기

라. 배관 

마. 기타

1. 성능시험 절차의 적합성 검토

- 시험전 준비사항

- 시험조건, 측정변수

- 계측기 정밀도, 교정상태

2. 펌프 성능 확인

- 유량 및 차압

- 진동

- 유효흡입수두

3. 밸브 성능 확인

- 밸브 위치

- 밸브 개․폐 상태

- 밸브 동작시간

- LTOP, 과압보호 기능

4. 배관, 기타사항

- 열교환기/기기냉각수 

연결배관의 유동 건전성,

격리기능

시험착수전 확인,

시험절차서,

P&ID, ISO

DWG, 기기 검토

주제어실/현장에

서의 펌프/밸브 

기동 시 확인,

SAR, 제작자 

지침서 요건 

일치 확인

펌프/열교환기 

시험시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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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9절 안잔관련 전력공급계통 시설

제2.9.1절 비상(예비, 대체) 디젤발전기 기계계통 시험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비상 디젤발전기(Emergency Diesel Generator, EDG)계통은 원자력 발전소 소내 및 

외부 전원상실 등의 비상조건 발생시 제한된 시간내에 기동되어 정격 주파수/전압에 

도달하고, 비상부하를 담당하여 원자로의 잔열을 제거하는 등 안전관련계통 기기에 비

상전원을 공급하여 원전을 안전정지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주요한 보조전원 설비이다.

이러한 EDG 계통 및 기기의 손상으로 인한 운전가능성 상실은 전원상실시 심층방

어의 중요한 역할을 위협하게 한다. 원전의 EDG는 입증된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대부

분 선박용 디젤엔진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대부분 대형 중속(Large,

Medium-Speed) 디젤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본 검사에서는 1E급 전력계통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비상디젤발전기 운전을 보조

하는 엔진 보조기계계통(연료저장 및 이송, 냉각수, 동, 윤활, 흡기 및 배기계통)의 성

능특성을 평가하고, 요구시간 내에 정격속도에 도달하는 지 확인하고, 보조계통에 관

련된 제어회로의 운전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비안전등급인 대체교류디젤발전기(Alternative AC Diesel Generator, AAC)의 기계계

통시험도 비상디젤발전기계통의 시험요건과 동일하다.

2. 검사 대상

가. 비상디젤발전기 성능 (자동기동 특성)

나. 비상디젤엔진 보조기계계통 운전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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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저장 및 이송 계통

- 냉각수 계통

- 시동 계통

- 윤활 계통

- 흡기 및 배기 계통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비상 디젤발전기는 소내 및 외부 전원상실 등의 비상조건 발생시 제한된 시간내에 

기동되어 비상부하를 담당하여 원자로의 잔열을 제거하는 등 안전관련계통 기기에 비

상전원을 공급하여 원전을 안전정지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주요한 안전기능을 수행한

다.

비상디젤발전기 보조기계계통은 비상디젤발전기 엔진의 신뢰성 및 건전성을 유지

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한다. 계통별 주요 안전기능은 다음과 같다.

- 연료저장 및 이송 계통 : 고품질의 연료저장, 엔진기동 신호에 따라 연료 공급

- 냉각수 계통 : 엔진 기동신호에 따라 비상디젤엔진으로 냉각수 공급

- 시동 계통 : 발전소보호계통 요구시/소외전력상실시 엔진 시동 

- 윤활 계통 : 대기상태나 운전조건하에 엔진에 중요한 윤활 담당

- 흡기 및 배기계통 : 대기상태나 운전조건하에서 엔진에 요구되는 연소용 공기를 공

급하고 연소한 공기를 배출

2. 안전 설계 사항

소외전원상실과 같은 설계기준사고 동안에 안전관련 기기 및 계통에 비상 교류전

원의 활용 가능성을 보증하기 위해 비상디젤발전기 및 엔진 보조계통은 사고, 파손,

다른 발전소의 상태에 관계없이 발전소에 상기의 안전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3. 검사 중점 사항

비상 디젤발전기 기계계통에 대한 성능시험 단계 검사는 다음 사항이 만족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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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한다.

가. 시험절차서의 기술내용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관련 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나. 시험전 선행조건으로 필요한 건설인수시험과 계통세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필요

한 전원공급과 제어회로는 이용 가능한 상태이어야 한다. 또한, 기기 냉각수계

통, 디젤 연료유계통, 화재방호계통, 압축공기계통이 본 비상디젤발전기 계통 

성능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시험전 디젤 연료유는 본 시험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 확인이 되어야 

한다. 또한, 연료유의 품질도 발전소에서 작성된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유 시험

계획서”에 따라 점검이 수행된 상태이어야 한다.

라. 비상디젤발전기 계통의 정격속도 도달 요구시간에 정격속도에 도달하는 지를 

확인한다.

마. 비상디젤발전기 엔진 및 보조계통에 대한 성능특성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서 기술하고 있는 기술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설계자가 설계요건에서 요구하는 

기능의 시험결과를 확인한다. (특히, 공기 압축기 기동특성, 고온수계통 예열펌

프 및 전기히터 수동/자동 동작시험, 예윤활 펌프 수동/자동 동작시험, 연료유

계통 연료유 급수 펌프 수동/자동 동작 시험 등 중점 확인)

바. 발전소 운전 중 시험시간 요건에 사용될 엔진 “열적평형”의 정의를 확인한다.

특히, 100% 출력으로 24시간 연속운전한 결과를 통해 이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사. 공기저장 탱크의 재충진 없이 기동용 공기 적어도 5회 이상 공급할 능력이 있

음을 확인한다.

아. 시험과 관련하여, 비상디젤발전기 계통 기기 및 부품에 대한 부적합보고서

(NCR) 및 설계변경 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검사유의사항

가. 비상디젤엔진의 제반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사양서 및 제작자 지침서를 숙지하

고, 성능요건에 대한 비상디젤엔진 제작자의 유의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였음을 

확인한다.

나. 안전심사지침에 명기하는 규제문서(Reg. Gude 1.9 및 IEEE-387 등)의 시험요건 

사항을 확인하며 시설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의 해결과정 및 조치사항에 대해 

확인한다.

다. 비상 디젤발전기 전기계통을 검사하는 전기 및 계측제어분야와의 상호협력 사

항은 관련 검사절차서를 참조하고, 계측제어분야 담당 검사원에 문의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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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해당분야 검사와 관련된 결정을 협의하고 기계분야의 검사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III. 판정기준

1. 각 비상 디젤발전기가 정격속도에 도달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은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 8.3절에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각 비상 디젤발전기는 안전주입작동신호나 모선 저 전압신호를 받아 자동적으로 

기동해야 한다.

3. 각 비상 디젤발전기는 다음과 같은 신호를 각각 받으면 자동적으로 정지되어야 

한다.

1) 발전기 출력 불평형(Differential)

2) 윤활유 저압력

3) 크랭크케이스 고압력 

4) 기동실패

5) 엔진 과속도 

4. 해당호기 계통설계요건에 따라 계통이 적절히 운전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해당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2. KINS/GE-N0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지침서 9.5.4절～9.5.8절

3. Regulatory Guide 1.9, "Selection, Design, Qualification and Testing of

Diesel-Generator Units Used As Class 1E Onsite Electric Power Systems At

Nuclear Power Plants."

4. IEEE Std. 387, "IEEE Standard Criteria for Diesel Generator Units Applied As

Standby Power Supplie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5. Regulatory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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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NSI/ANS 59.51, "Fuel Oil System for Safety-Related Emergency Diesel

Generators"

7. Regulatory Guide 1.137, "Diesel Generator Fuel Oil Systems."

8. Diesel Eng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DEMA) Standard , "Standard

practices for Low and medium Speed Stationary Diesel and Gas Engines"



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비상(예비, 대체)

디젤발전기 

기계계통

1) 시험절차서의 기술내용의 적합성 

검토

2) 관련 품질기록(NCR 및 설계변경

사항 포함)의 적합성 검토

3) 시험전 선행조건 확인 

(디젤 연료유 및 윤활유 품질 확

인 등)

4) 공기저장탱크의 성능 확인

5) 계통의 정격속도 및 출력 도달시

간 확인

6) 주요 엔진성능변수의 정상운전조

건 및 경보조건 확인 (24시간 시

험결과로 재확인)

7) 기계적 보호장치 결과 확인

8)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기술내용

과 계통설계요건에서 요구기능에 

대한 시험결과확인 (엔진 및 보조

계통에 대한 성능특성 확인)

서류검토

서류검토

서류검토

입회

입회

입회

입회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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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문영 ‘13.04 정충희 ‘13.04

3 이길수
정상헌 ‘17.12 조영식 ‘17.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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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9.2절 비상(예비, 대체) 디젤발전기 전기계통 시험 

주관부서 : 전기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비상디젤발전기(EDG)는 소내․외 전원상실시 공학적안전설비계통에 전력을 안정적

으로 공급하여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을 생

산 및 공급하는 설비로 해당 계열별 4.16 kV 모선에 연결되며 다른 비상디젤발전기와 

전기적으로 상호 격리되어 있고 화재와 비산방지를 위하여 내진범주Ⅰ구조물로 물리

적 상호격리된 공간에 설치되었으며 관련 배전반, 전력 및 제어케이블은 이격을 유지

하도록 설치되었다.

대체 디젤발전기는 소내정전사고(SBO)를 대비하여 대체교류전원 발전기(AAC)가 

비안전등급으로 설치되어 있다. AAC는 외부의 전력을 공급받지 않고 자체 설비의 능

력으로 기동이 가능해야 하고, 한 호기에서 사용 중이면 다른 호기에서는 사용이 불가

능하도록 연동되어 있다.

동 설비의 성능시험은 연속정격운전, 단시간 정격운전과 기동시 규정시간내 정격주

파수 및 전압에 도달하는지, 자동기동 신호 발생시 자동 기동되어 규정시간 내에 정격 

주파수 및 전압에 도달하고 차단기가 투입되는지, 최대부하 감발률에서 정지나 기기 

손상이 일어나지 않고 과속도나 과전압에 의해 정지되지 않는지, 공급차단기와 연동신

호는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현장 및 주제어반 제어기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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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기/기계 보호신호시험

다. ESFAS 신호에 의한 자동 기동시험

라. 비상모드에서 보호신호 우회확인시험

마. 24시간 연속운전시험

바. 전부하 탈락시험

사. 고온 재기동시험

아. 부하차단 및 순차투입시험

자. 두 계열 비상디젤발전기 동시기동시험

차. 25회 연속유효기동시험 

카. 대체교류전원 성능시험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비상디젤발전기는 다음과 같은 신호 발생시 기동된다.

1) 자동 (부하순차제어기 논리회로에 따름)

- 핵증기공급계통 공학적안전설비 신호로 작동[안전주입작동신호(SIAS),

보조급수작동신호(AFAS), 격납건물살수작동신호(CSAS)]

- 비상디젤발전기가 연결된 4.16 kV 1E급 모선의 전압저하 또는 전압상

실시 저전압계전기 4개중 2개의 신호로 작동

2) 정상시 수동

- 현장스위치 작동 (비상디젤발전기 현장제어실)

3) 비상시 수동

- 비상수동작동은 주제어실의 비상기동

나. 대체교류전원 발전기는 자동 기동신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수동으로 기동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비상(대체) 디젤발전기는 기계적/전기적 경보발생 및 자동정지 장치를 가지고 

있다.

나. 비상(대체) 디젤발전기 수동작동 시험시에 트립시킬 수 있는 긴급한 보호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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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운전시에도 적용된다.

다. 다음과 같은 비상보호기능은 디젤발전기 트립 및 경보를 발생하며, 그 밖의 보호

기능은 단지 경보만 발생한다.

1) 엔진 과속도

2) 발전기 차동전류

3) 수동 비상 트립 (주제어실)

4) 수동 비상 트립 (비상디젤발전기 현장 제어실)

5) 디젤엔진 정지레버 (해당 발전소의 경우 적용)

3. 세부 검사내용

가. 비상디젤발전기

1) 선택스위치가 현장(Local) 위치에서는 현장제어반에서만 기동되고, 주제어

실(Remote) 위치에서는 주제어실에서만 기동됨을 확인한다.

2) 전기적/기계적인 고장 보호계통이 설계된 기능대로 수행됨을 확인한다.

ESFAS 상황이 아닐 때, 전기적/기계적인 보호신호에 의해 EDG는 정지되

고 EDG 출력 차단기는 개방된다.

3) 안전주입작동신호(SIAS), 격납건물살수신호(CSAS), 보조급수작동신호(AFAS)

혹은 안전등급 4.16kV 모선 저전압신호에 자동적으로 기동됨을 확인한다.

4) 비상기동 모드에서는 엔진 과속도, 발전기 차동전류 신호외에는 기계적/전

기적인 보호 중 어느 하나에도 EDG는 정지되지 않고, EDG 출력차단기는 

트립되지 않으며, 현장과 주제어반에 경보가 발생한다.

5) EDG가 2시간은 연속정격의 105110%, 나머지 22시간은 연속정격의 

90100% 부하로 24시간 동안 연속 운전하는 중에 전압은 4160±416V, 주파

수는 60±1.2Hz 유지됨을 확인한다.

6) EDG가 설계부하를 완전 차단할 경우, EDG는 기계적인 과속도 트립 설정

값에 도달하지 않으며, 손상되지 않고, 전압 및 주파수가 설계 제한값을 초

과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7) EDG가 고온조건에서 재기동하여 규정된 시간내에 전압 및 주파수가 설계 

제한값 내에 도달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8) 안전모선 저전압시 부하차단, EDG 기동, 규정된 시간 내에 전압 및 주파

수 도달, 부하순차투입 작동이 정상적으로 수행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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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두 계열 EDG 2대 동시 기동시 동일한 고장신호에 의해 정지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10) 정격부하로 최소한 한 시간동안 운전하는 25회 연속적인 유효성 시험을 

통해 신뢰성을 가짐을 확인한다.

11) 계통 경보 및 상태표시의 적절한 작동을 확인한다.

12) 소외전원이 공급가능한 상태에서 EDG 자동기동 신호에 기동될 경우에는 

차단기가 투입되지 않고 대기상태로 운전됨을 확인한다.

나. 대체교류전원 발전기

1) AAC는 외부의 전력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인 설비에 의해 기

동 및 전력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2) AAC는 자동기동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동으로 기동한다.

3) 한 호기에 SBO가 발생하여 AAC를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호기에서는 동

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상호 연동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4) 각 주제어실에서 수동기동이 가능함을 확인한다.

5) SBO를 가상한 조건에서 10분 이내 AAC 기동 및 안전모선을 가압하고, 안

전부하 설비를 순차적으로 수동 투입하여 부하운전이 가능함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비상(대체) 디젤발전기가 안전기능 수행을 위한 충분한 용량, 능력, 독립성 및 시

험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한다.

나. 자동기동신호에 의한 기동됨을 확인하고, 기동시 규정된 시간 내에 정격전압 및 

주파수에 도달하는지를 확인한다.

다. 현장/주제어실에서 자동/수동 기동신호에 의해 기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라. 전기 및 기계적인 보호신호가 정확하게 작동되고, 비상기동시에는 엔진과속도 및 

발전기 차동 과전류 신호 이외의 보호 신호는 우회되는지를 확인한다.

마. 24시간동안 연속운전 중 2시간은 단시간 정격, 22시간은 연속정격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다.

바. 정격 출력 차단시 과속도에 의해 트립되지 않고 규정된 시간 내에 안정되는지를 

확인한다.

사. 두 계열 EDG 2대 동시기동시 공통원인고장에 의해 정지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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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5회 연속 기동, 1시간 이상 출력운전을 통해 단 한번도 트립되지 않아야 한다.

자. 경보, 상태지시가 정확하게 지시되는지를 확인한다.

차. AAC는 외부의 전력공급없이 자체설비 능력으로 기동 및 전력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카. AAC는 한 호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지를 차단기 연동신호를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자동기동신호에 기동을 확인하고, 기동시 규정 시간 내에 정격전압 및 주파수에 

도달하는지 확인한다.

나. 안전모선의 저전압 신호 및 공학적안전설비작동신호에 의해 자동기동되고 자동 

기동시 엔진과속도 및 발전기 차동과전류신호 이외의 보호신호는 우회되는지 확

인한다.

다. 24시간 동안 연속운전 중 2시간은 단시간 정격, 22시간은 연속정격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며 정격출력 차단시 EDG는 과속도에 의해 트립되지 않고 규

정된 시간 내에 안정되는지 확인한다.

라. 25회 연속유효기동 시험시 한번도 트립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두 계열 EDG 2대 

동시 기동으로 공통원인 고장이 발생하여 정지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마. 사고시 비상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음을 보증하

고 있는지 확인한다.

바. AAC 시험시 관련 호기 간에 협조가 잘되어야 하고, AAC 시험시 외부전력에서 

공급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판정은 기술규격서, FSAR, 운영절차서에 따르며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택스위치가 "Local" 위치인 경우에 현장에서는 기동되나 주제어실에서는 기동되

지 않으며, "Remote" 위치인 경우에 주제어실에서는 기동되나 현장에서는 기동되

지 않는다.

2. ESFAS 상황이 아닐 때 전기적/기계적인 보호신호에 의해 EDG는 정지되고, 출력 

차단기가 트립된다.

3. 모의 SIAS, CSAS, AFAS, LOV 신호에 의해 자동 기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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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기동 모드에서 엔진과속도, 발전기 차동전류 신호를 제외한 모든 전기적/기

계적인 고장 보호신호는 우회되고 주제어실에 경보만 발생한다.

5. 2시간은 단시간 정격으로, 나머지 22시간은 연속정격으로 24시간 동안 연속 운전

하는 중에 전압은 4160±416V, 주파수는 60±1.2Hz 유지된다.

6. 정격출력 차단시 기계적인 과속도 트립 설정값에 도달하지 않으며, 트립되지 않

고, 전압 4160±416V, 주파수 60±1.2Hz 상태로 안정된다.

7. 24시간 연속운전 시험 후 5분 이내에 재기동시에 전압은 4160±416V, 주파수는 

60±1.2Hz로 안정된다.

8. 안전모선 저전압계전기에 의한 작동시 안전모선에 연결된 모든 펌프차단기, 인입

차단기, 타이차단기는 분리되고, EDG 기동후 규정시간 이내에 정격전압 및 주파

수에 도달, EDG 출력차단기 투입, 부하순차투입기 작동에 의해 CCW, ESW,

ECW 차단기가 투입된다.

9. 두 계열 EDG 2대 동시기동시 공통원인에 의해 트립되지 않고 규정시간 이내에 

정격 전압 및 주파수에 도달된다.

10. 25회 연속 기동 및 정격부하로 1시간 운전하는 동안 트립되지 않는다.

11. EDG 기동, 정지, 차단기 작동, 보호신호동작 등의 경보, 상태표시가 정상 지시된

다.

12. AAC는 외부의 전력공급 없이 자체설비에 의해 기동하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

다.

13. 한 호기에서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호기에서는 동시 사용할 수 없도록 연동되어 

있다.

14. SBO 발생호기 주제어실에서 10분 이내 수동기동 및 안전모선 가압이 가능하고,

SBO 부하를 순차적으로 수동 투입하여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한다.

IV. 평가결과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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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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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gulatory Guide 1.155 Station Black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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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EPIC ENE 1100 전력, 계측 및 제어기기 설치요건

9. KEPIC ENF 3100 안전계통 주기시험

10. KEPIC ENB 6240 예비전력 공급용 디젤발전기 유닛

11. KEPIC ENE 2100 전기1급 케이블 계통설치

12. KEPIC ENB 5000 전기1급 전력계통 및 기기보호

13. KEPIC ENF 3300 예비전력 공급용 디젤발전기 유닛 주기시험

14. KEPIC ENB 6220 우선전력공급계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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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비상 디젤발전

기 계통시험(전

기)

1. 스위치 위치를 현장(Local)과 주

제어실(Remote)로 선택하여 기동시

험

2. ESFAS 상황이 아닐 경우 전기

적/기계적인 고장 보호신호에 의해 

EDG가 정지되고, EDG 출력차단기

가 트립되는지를 확인

3. 자동 기동신호(SIAS, CSAS, 

AFAS, LOV)에 의해 기동됨을 확인

4. 비상기동 모드에서 전기적/기계

적인 고장 보호신호는 엔진과속도, 

발전기 차동전류에 의한 정지를 제

외하고 모든 고장보호신호가 우회

됨을 확인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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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비상 디젤발

전기 계통시

험(전기)

5. 24시간 시험(2시간은 연속정격

의 105110%, 나머지 22시간은 

연속정격의 90100% 부하)시 전

압(4160±416V), 주파수(60±1.2 

Hz) 유지함을 확인 

6. EDG가 설계 부하를 차단할 

경우, EDG는 기계적인 과속도 

트립 설정값에 도달하지 않으며, 

트립되지 않고, 전압 및 주파수

가 설계 제한값을 초과하지 않음

을 확인

7. 고온조건에서 재기동시 전압 

및 주파수가 설계 제한값 내에서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

8. 안전모선 저전압 신호에 의해 

EDG 기동, 차단기분리, 부하순서

를 확인

9. EDG 2대 동시기동시 공통원

인고장에 의해 정지되지 않음을 

확인

10. 25회 연속기동 및 1시간이상 

출력운전시 정지되지 않음을 확

인

11. 경보, 상태표시 등이 적절하

게 지시되는지 확인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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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AAC DG 계

통시험(전기)

12. SBO 시험발생 호기 주제

어실에서 10분 이내 수동기동 

및 안전모선 가압이 가능하고 

SBO 부하를 순차적으로 수동 

투입하여 전력공급이 가능함

을 확인

13. 한호기에서 사용 중이면 

다른 호기에서는 사용이 불가

능함을 확인

14. 외부의 전력공급없이 자

체설비를 이용하여 기동하고 

전력을 생산

15. 경보, 상태표시 등이 적절

하게 지시되는지 확인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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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9.3절 교류전력계통 시험

주관부서 : 전기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소내 교류배전계통은 발전소 안전과 전력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계통과 기기에 전

원을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소내 교류배전계통은 안전관련 모선과 비안전관련 모선으

로 구분되며, 안전관련 배전계통은 4.16 kV 와 480 V 모선으로 구성되고 비안전관련 

배전계통은 13.8 kV, 4.16 kV 및 480 V 모선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안전부하에 전원

을 공급하는 안전관련 모선의 구성기기가 적합하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고, 보호계전

기 및 차단기에 대한 연동상태와 전원절체 기능이 적절하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안전등급 4.16 kV 배전계통

나. 안전등급 480 V 배전계통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안전등급 4.16 kV 배전계통

안전등급 4.16 kV 배전계통은 정상운전 동안에 발전소 소내 부하에 소내보조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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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기(UAT)와 대기보조변압기(SAT)를 통해 전력을 배분하고 정상운전과 비상운

전 동안 공학적안전설비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4.16 kV 스위치

기어 모선, 차단기, 보호계전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16 kV 모선은 안전부하

에 전원을 공급하며 소내보조변압기, 대기보조변압기, 비상디젤발전기(EDG), 대

체교류전원 디젤발전기(AAC DG) 등의 전원이 모두 연결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소내보조변압기로부터 전원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전원절체를 통해 대기보

조변압기로부터 전원공급이 가능하며, 두 소외전원 공급회로가 모두 이용 불가

능할 경우, EDG가 안전부하에 전원을 공급하게 된다. 그리고 EDG 이용 불능시 

AAC DG로부터 전원공급이 가능하다.

나. 안전등급 480 V 배전계통

안전등급 480 V 배전계통은 4.16 kV/480 V 감압변압기로 전력을 공급받고 480

V 저압 부하반(Load Center, LC)과 전동기 제어반(Motor Control Center,

MCC)으로 구성된다. 480 V 저압 부하반은 60 HP에서 250 HP까지의 중간 크

기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며, 480 V 전동기 제어반은 저압 부하반으로부터 직

접 공급되는 기기보다 작은 운전전류가 요구되는 60 HP 이하의 기기에 전력을 

공급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안전등급 4.16 kV 배전계통

1) 4.16 kV 스위치기어 공급차단기는 주제어실 이외에 현장에서도 제어될 수 있어

야 하고, 차단기가 불능시 해당 사항을 주제어실에 지시하고 경보를 발생시켜 

운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2) 4.16 kV 배전계통의 보호계전기는 관련 보호신호가 적절하게 전송되어 해당 기

기를 작동시켜야 한다.

3) 4.16 kV 모선 공급전압 변동범위는 4.16 kV±10% 이다

4) 단일기기 사고에 의해 공학적안전설비계통의 안전기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5) 정상전원 공급경로(우선전력계통Ⅰ)와 대기전원 공급경로(우선전력계통Ⅱ)간 전

원절체는 설계시간 내에 동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나. 안전등급 480 V 배전계통

1) 480 V LC, MCC 공급차단기는 주제어실을 포함한 현장 제어반에서도 제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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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하고, 작동 불능시 해당 사항을 주제어실에 지시하고 경보를 발생시

켜 운전원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2) 480 V LC 및 MCC의 보호계전기는 관련 보호신호가 적절하게 전송되어 해당 

기기를 작동시켜야 한다.

3) 단일기기 사고에 의해 공학적안전설비계통의 안전기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4) 480 V 모선 공급전압 변동범위는 480 V±10%이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안전등급 4.16 kV 배전계통

1) 4.16kV 스위치기어 모선 차단기 및 보호계전기 시험

- 소내보조변압기(UAT) 및 대기보조변압기(SAT) 공급차단기, EDG 및 AAC DG

공급차단기의 동작상태 및 연동상태를 확인한다.

- 주제어실 및 현장에서 차단기 투입/개방 시 경보 및 상태지시를 확인한다.

- 보호계전기의 보호신호에 의해 해당 차단기가 적절하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한다.

2) 4.16kV 스위치기어 모선 전원절체 시험

- 정상전원 공급경로(우선전력계통Ⅰ)와 대기전원 공급경로(우선전력계통Ⅱ) 상호

간 전원절체(수동절체, 고속절체, 잔류전압절체)가 적합하게 동작하는지를 확인

한다.

나. 안전등급 480 V 배전계통

1) 480V 모선 차단기 및 보호계전기 시험 

- 480 V LC와 연결된 차단기의 동작상태 및 연동상태를 확인한다.

- 주제어실 및 현장에서 차단기 투입/개방 시 경보 및 상태지시를 확인한다.

- 보호계전기의 보호신호에 의해 해당 차단기가 적절하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안전등급 4.16 kV 배전계통

1) 안전등급 4.16 kV 스위치기어 모선의 경우 발전소 보호신호에 의해 자동절체(고

속절체 및 잔류전압절체)가 수행되는지를 확인한다.

2) 보호계전기의 신호에 의해 해당 차단기가 적절하게 작동하고, 경보 및 상태지시

가 정상 동작하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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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등급 480 V 배전계통

1) 보호계전기의 신호에 의해 해당 차단기가 적절하게 작동하고, 경보 및 상태지시

가 정상 동작하는지를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모든 시험관련 장비들이 검교정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시험용 회로가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다. 관련 전기 단선도를 통해 미확인된 차단기 및 보호계전기가 없음을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1. 안전등급 4.16 kV 배전계통

가. 4.16 kV 스위치기어 모선에 연결된 공급차단기들은 적합하게 동작해야 하며,

차단기 상호간 연동시험도 적절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나. 보호계전기의 보호신호에 의해 해당 차단기가 적합하게 동작해야 한다.

다. 정상전원 공급경로(우선전력계통Ⅰ)와 대기전원 공급경로(우선전력계통Ⅱ) 상호

간 전원절체가 규정된 시간 이내 작동되어야 한다.

2. 안전등급 480 V 배전계통

가. 480 V LC에 연결된 차단기들은 적합하게 동작되어야 한다.

나. 보호계전기의 보호신호에 의해 해당 차단기가 적합하게 동작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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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제8장(전력계통)

4. KEPIC ENB 6210 전기1급 전력계통 설계

5. KEPIC ENB 6220 우선전력공급 계통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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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안전등급 4.16

kV 배전계통

안전등급 480 V

배전계통

1. 4.16kV 스위치기어 모선 

차단기 및 보호계전기 시험

- 차단기 동작상태 및 연동상태

- 경보 및 상태지시

- 보호계전기에 의한 차단기 

동작

2. 4.16kV 스위치기어 모선 

전원절체 시험

- 수동절체

- 고속절체

- 잔류전압절체

3. 480V 모선 차단기 및 

보호계전기 시험

- 차단기 동작상태 및 연동상태

- 경보 및 상태지시

- 보호계전기에 의한 차단기 

동작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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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9.4절 직류전력계통 시험 

주관부서 : 전기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직류전력계통은 소내 교류전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작동되어야 할 필수기기에 전

원을 공급하기 위해 다중성과 단일고장기준을 만족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

며, 발전소정전사고(SBO) 발생 시 대처능력을 포함하여 의도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용량을 가진다. 직류전력계통은 축전지, 충전기 및 제어반으로 구성

되고, 내진범주 I급 구조물 내 설치되며, 계전기 논리회로, 스위치기어 차단기 투

입 및 트립을 위한 제어전원으로 사용된다. 직류전력계통의 성능검사는 발전소

의 정상 운전, 사고 및 발전소정전사고(SBO)시에 고유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용량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축전지 및 충전기 등이 설계된 대로 사

용조건 하에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갖고 있어야 하고 관

련 계기 및 경보들이 적절하게 동작되는지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축전지

나. 충전기 및 직류 분전반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축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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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전지는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하였다가 필요시 전기에너

지로 변환하여 부하에 공급하는 설비로서 발전소정전사고(SBO) 시 안전기능을 

수행하도록 직류부하에 사고기간 동안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

나. 충전기 및 직류 분전반

충전기는 상시 교류전원을 받아 직류로 변환하여 직류모선에 축전지군과 병렬

로 연결되어 축전지를 충전상태로 유지하며 내부고장을 감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다음의 사항을 최소한 포함하여 제어 및 경보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직류모선 부족전압 경보 

2) 직류모선 지락경보

3) 충전기 경보(부족전압, 직류고전압, 교류전력고장 등)

2. 안전 설계 사항

안전관련 직류전력계통은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야 한다.

가. 축전지

1) 축전지는 발전소 정상운전 및 비상운전 기간동안 안전등급 부하들에 전력공

급을 위한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축전지 동작책무주기(Duty Cycle)의 총 전류와 지속시간이 적합하게 계산되

어 발전소정전사고(SBO) 시 안전기능 수행이 요구되는 시간동안 공급 가능

하여야 한다.

나. 충전기 및 직류 분전반

1) 충전기 용량은 발전소 요구상태와 무관하게 각종 연속적인 정상상태 부하들

을 조합한 가장 큰 부하 요구량과 설계 최소충전상태에서부터 완전충전상태

까지 설계기준에서 정한 시간내에 축전지를 복구하는 충전능력을 합한 용량

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충전기는 고전압, 저전압, 지락 등 내부고장을 감지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갖

추어야 한다.

3) 축전지의 충전 이외에 발전소 정상운전 중 직류부하에 연속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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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검사내용

가. 축전지(성능방전 및 사용방전시험)

1) 축전지 성능방전시험은 시험기간동안 셀 종지전압 이상을 유지하면서 설계

용량의 90 %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축전지 사용방전시험은 동작책무 전류와 지속시간을 유지하고, 종지전압이 

판정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3) 모든 축전지 단자와 접속부간 부식이 없어야 하고 접속저항값이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4) 축전지의 전압, 비중, 수위, 외관, 온도 등이 판정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충전기 및 직류 분전반

1) 충전기 부하시험에서 부하전류 및 단자전압이 규정치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축전지 방전 후 충전기가 KEPIC EEH 1000에 따라 설계된 

충전시간대로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충전기를 통해 직류로 변환시 직류성분에 나타나는 교류성분을 맥동전압이 

2% 이내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3) 충전기 보호를 위한 감시제어 및 경보는 다음과 같으며 주제어실 경보창이 

구비되고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가) 직류모선 부족전압 경보 

나) 직류모선 지락경보

다) 충전기 경보(부족전압, 직류고전압, 교류전력고장 등)

4. 검사 중점 사항

가. 시험절차서가 적절하게 작성이 되고, 검․교정된 계측설비 및 관련 구성 기기

들의 동작상태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나. 시험 초기 조건과 선행 조건이 만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충전기 및 축전지 군의 책무주기의 적합성 및 부하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초

기 축전지 셀간 접속저항의 기준 설정값의 타당성 검토 및 충전기에 포함된 

제어장치 및 계측장치의 유효성 확인 절차가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라. 축전지실의 환기 상태 작동여부 및 축전지실의 작업자는 위해한 황산가스 또

는 폭발성 수소에 대비한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장구의 비치 및 안전설

비가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시험완료 후 충전절차의 준수여부 및 

가스발생에 대한 대비책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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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유의사항

가. 모든 시험관련 장비들이 검교정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시험절차서의 개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다. 축전지 및 충전기의 용량 및 성능이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라. 관련 보호계전기들의 동작이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마. 축전지 및 충전기의 안전 및 품질 등급이 관련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바. 각 축전지실의 환기설비와 공기 조화설비가 유지되고 안전장구가 구비되었는

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화염이나 불꽃의 원인의 되는 물질이 근처에 없음

2) 숙련된 정비자에 의해 수행되고 전기적인 충격이나 장비의 손상이 없음

3) 취급, 점검, 전해액 보충시 안전보호장구 사용

4) 전해액에 접촉시 즉시 세척할 수 있는 설비가 마련됨

III. 판정기준

아래의 사항을 최소한 포함하여 합부 판정을 하여야 한다.

1. 축전지 성능방전시험은 시험기간동안 셀 종지전압 이상을 유지하면서 설계용

량의 90 % 이상이어야 한다.

2. 축전지는 동작책무시간 동안의 시험에서 셀 종지전압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축전지의 접속저항값은 해당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에 허용값 이내여야 한다.

4. 충전기가 KEPIC EEH 1000에 따라 설계된 대로 정격전류를 규정된 시간동안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또는 책무주기 시험 후 부하전류를 공급하면서 설계된 

시간내에 충전이 가능해야 한다.

5. 충전기는 부동충전 시 출력전압 변동 ± 0.5%, 균등충전 시 출력전압 변동 ±

1% 이내여야 한다.

6. 충전기 출력 0∼100% 범위에서 맥동률(ripple)은 ±2%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축전지 및 충전기 경보 적합성은 해당 발전소 절차서를 따른다.

IV. 평가결과

검사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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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직류전력계통 

시험

1. 축전지 

- 성능방전시험(지속시간 및 

종지전압)

- 사용방전시험(지속시간,

시간대별 부하전류 및 

종지전압)

- 접속저항값

- 전압, 비중, 수위, 외관, 온도 등 

확인

2. 충전기 및 직류 분전반

- 부하시험(부하전류, 단자전압,

충전시간 등)

- 맥동전압

- 축전지 및 충전기 경보표시 적

합성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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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9.5절 무정전 전원계통 시험 

주관부서 : 전기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무정전 전원계통은 소내전력계통의 일부로서 원자로 보호계통, 공학적안전설비 작

동계통, 보조급수 작동계통 채널 등 안전관련 계측 및 제어계통에 안정된 무정전전력

을 공급하는 필수 안전등급 120 V 계통이다. 각각의 120 V 필수 교류모선은 물리적,

전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4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채널은 교류전력을 직

류전력으로 변환시키는 정류기, 직류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축전지, 직류전력을 교류전

력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인버터, 인버터의 고장시 대체교류전력을 무순단으로 공급하

기 위한 자동절체스위치 및 조절용변압기(480 V/120 V)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검사 대상

가. 안전등급 인버터

나. 정지형절체스위치

다. 조절용변압기

라. 보호설비(경보 및 지시장치)

마. 안전계통 전동기구동밸브 전원공급용 인버터(Safety MOV Inverter)

II. 검사 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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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기능

가. 경부하 동작기능

출력전압 및 주파수, 모든 제어 스위치, 측정장치, 계기 및 기타 무정전 전력공급장치 

가 적절하게 동작하는 지 여부

나. 동기기능

다. 교류입력 차단기능

라. 교류입력 복귀기능

마. 절체기능

2. 안전 설계 사항

가. 지속되는 전압 상실을 견디어 낼 수 없는 부하, 사전에 설정된 제한치를 초과하

는 주파수 또는 전압변동을 견디어 낼 수 없는 부하, 사전에 설정된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고조파왜형(harmonic distortion)을 견디어 낼 수 없는 부하 등에 정상

적으로 동작하도록 설계단계에서 고려했는지 확인한다.

나. 공칭 125 V 직류 계통에 적용하도록 규정된 무정전 전력공급 장치는 직류 축전

지 전압 변동범위인 105～140 V에 걸쳐 운전하는지 확인한다.

다. 무정전 전력공급 장치는 0～100%의 어느 출력 부하에서라도 무정전 전력공급 장

치나 구성품의 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3. 세부 검사내용

무정전 전원설비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이 정상

적으로 동작되는지 확인한다.

가. 인버터 기능시험

- 경부하시험

- 동기시험

- 교류입력 차단시험

- 교류입력 복귀시험 

- 절체시험

- 전부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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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파 왜형률 

나. 정지형절체스위치 시험

- 자동절체시험

- 수동절체시험

다. 조절용변압기 시험

- 설계입력조건 : 480 V AC ± 10% (3상 중 2상만 입력)

- 설계출력조건 : 120 V AC ± 2%

라. 보호설비(경보 및 지시장치) 시험

- 보호 및 지시신호의 건전성 시험

마. 안전계통 전동기구동밸브 전원공급용 인버터 기능시험

- 경부하시험

- 전부하시험

- 고조파 왜형률

- 보호 및 지시신호의 건전성 시험

4. 검사 중점 사항

가. 설계요건 및 문서가 적합하게 유지되고 작성되어 평가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발전소 필수부하에 신뢰성 있는 조절되고 여과된(filtered) 무정전 전력공급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전력공급원의 중단 시에도 부하에 계속 전력공급

- 공급전압 및 주파수 변동 시에도 부하에 정격전원 공급

다. 인버터 고장 또는 과부하 시 정상전원에서 대체전원으로 4.16 ms 이내에 절체되

는지 확인한다.

라. 입력전압은 105～140 V DC(125 V Nominal)이내여야 하고, 출력전압은 정격전압

의 ±2%인지 확인한다.

마. 주파수 조건이 정상 교류, 직류입력 상태에서 60 Hz ± 0.5%이내 및 대체전원으

로 동기화 되었을 때, 주파수 변화율 이내임을 확인한다.

바. 무정전 전원공급계통의 보호 및 지시신호가 건전한지를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모든 시험관련 장비들이 검교정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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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절차서의 개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다. 인버터와 관련 구성품들의 제반 특성 값들이 적용되는 규격과 계약서 및 관련 

서류의 기준 값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1. 인버터 고장 또는 과부하 시 정상전원에서 대체전원으로 4.16 ms 이내에 절체되

는지 확인한다.

2. 입력전압은 105～140 V DC(125 V Nominal)이내여야 하고, 출력전압은 정격 전압

의 ±2%인지 확인한다.

3. 주파수 조건이 정상 교류, 직류입력 상태에서 60 Hz ± 0.5% 이내 및 대체전원으

로 동기화 되었을 때 적합하게 동작되는지 확인한다.

4. 교류출력전압이 120/208 V ± 2% 이내, 총 고조파왜형률이 5%이내 및 개별 고조

파왜형률 3% 이내로 유지됨을 확인한다.

5. 무정전 전원공급계통의 보호 및 지시신호가 건전한지를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2. 원자력안전위윈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3. 예비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제8장(전력계통)

4. KEPIC ENB 6220 전기1급 전력계통설계

5. KEPIC ENE 1100 전력, 계측 및 제어기기 설치

6. KEPIC ENF 3100 안전계통 주기시험

7. KEPIC EEL 1000 교류무정전전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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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무정전전원계통 1. 인버터 기능시험

- 경부하시험

- 동기시험

- 전부하시험

- 교류입력 차단시험

- 교류입력 복귀시험 

- 절체시험

- 고조파 왜형률

2. 정지형절체스위치 시험

- 자동절체시험

- 수동절체시험 

3. 조절용변압기 시험

4. 보호설비(경보 및 지시) 시험

5. 안전계통 전동기구동밸브 전원

공급용 인버터 기능시험

- 경부하시험

- 전부하시험

- 고조파 왜형률 

- 보호 및 지시신호의 건전성 

시험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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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9.6절 발전기설비계통 시험

주관부서 : 전기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주발전기설비계통은 터빈의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며 

발전된 전력은 주변압기를 통하여 전력계통에 공급하는 설비로 발전소 이용률 향상

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전 점검 및 성능 시험이 적절하게 수행되

는지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주발전기 설비

나. 상분리모선(IPB)

다. 여자기 계통

라. 발전기 보호계통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주발전기설비계통은 터빈이 정격 토크로 회전할 때 발전기는 정격 전기출력을 생

산하여야 한다. 또한 발전기는 최대정격출력에 이르기까지 연속운전이 가능해야 하



- 2 -

며, 급격한 부하변동이나 송전선 고장으로 인해 예상되는 모든 운전과도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여자기 계통은 전력계통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발

전기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야함은 물론 계통의 급격한 전압강하가 있을 때는 빠

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과여자와 부족여자 등의 보호기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주발전기설비가 불안전한 상태가 되면 발전기 보호계통은 트립 

신호를 발생하고 관련차단기를 개방하여 발전기와 계통을 보호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주발전기의 전기적, 기계적 보호 트립장치 및 경보발생기능이 있다.

1) 전기자권선 단락 및 지락 보호

2) 계자권선 지락 보호

3) 과속도 보호

4) 역전력 보호

5) 탈조 보호

6) 과여자 보호

7) 과전압 보호

8) 저주파수 보호

9) 여자변압기 보호

3. 세부 검사내용

관련 절차서에 따라 발전기 설비계통의 운전 및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기 위해 다

음 점검내용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가. 주발전기 설비

발전기 운전 및 사용 가능조건에서 성능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검을 수행한다.

1) 절연저항 및 성극지수 측정

주발전기의 고정자 및 회전자권선에 대한 절연저항 측정값 및 1분 절연측정

값과 10분 절연측정값의 비율로 계산되는 성극지수 측정값이 관련 절차서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관련 기술기준(IEEE 67)에서 권고

하는 최소 절연저항값 및 성극지수를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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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선저항 측정

주발전기의 고정자 및 회전자권선에 대한 권선저항을 측정하여 권선에 대한 

연속성을 확인하는 점검으로 고정자 권선저항은 관련 점검절차서의 판정기

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3) 발전기차단기 동작시험

주제어실과 현장 제어스위치에 의해 발전기차단기가 투입 및 차단이 정상적

으로 동작됨을 확인하고, 보호계전기 동작 신호에 의해 발전기 차단기가 정

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한다.

4) 발전기 접지 장치

1선 접지고장 발생시 고장전류와 계통외란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한 발전기 

중성선 접지장치 절연 및 접속상태가 판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나. 상분리모선(IPB)

상분리모선이 사용 가능조건에서 성능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

검을 수행한다.

1) 상분리모선 육안점검 

상분리모선의 성능 안전성 확보 및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육안으로  

모선 내부의 물리적인 손상이나 비정상적인 현상 등을 점검하여 모선 내부

의 건전함을 확인한다. 상분리모선의 균열발생 여부, 이물질 침투 여부, 과열 

흔적 여부 및 냉각장치 설치 상태 등을 확인한다.

2) 상분리모선 절연저항 점검 

각 상의 외함과 모선 절연저항 측정값이 관련 절차서의 판정기준을 만족하

는지 확인한다.

다. 여자기 계통

여자기 계통 사용 가능조건에서 성능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

검을 수행한다.

1) 제어카드 교정 및 점검 

각 제어카드가 각 랙에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 카드의 부품이 

열화 등의 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각 카드의 고정상태와 콘넥터 

등의 접속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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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자기 보호신호 및 연동시험

· V/Hz 시험

· 과여자 제한 시험

· 과전압 제한 시험

· 부족여자 제한 시험 

3) 여자기 모의 부하운전 시험

모의부하시험(dummy load test)으로 여자기 설비의 건전함을 확인한다.

라. 발전기 보호계통

관련 절차서에 따라 발전기 보호계통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1) PT 및 CT 점검

발전기 보호계통에 사용하는 PT와 CT의 절연저항, 극성, Ratio를 점검한다.

2) 보호계전기 연동시험

발전기 주요 보호계전기 동작에 의한 관련 차단기 동작, 현장 제어판넬 및 

주제어실 경보발생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주발전기의 절연저항과 성극지수 측정값이 양호한지를 확인한다.

나. 주제어실과 현장제어반에서 발전기차단기 투입/차단이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다. 여자기 기능과 보호동작이 적절하게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라. 발전기 보호계통의 경보, 상태지시가 정확하게 지시되는지를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모든 시험관련 장비들이 검교정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인수검사 문서와 현장설비간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기술규격서 및 제조사 매뉴얼, 해당 발전소 성능시험 절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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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3. 예비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제8장(전력계통)

4. KEPIC EEB 1000 회전기 일반사항

5. IEEE 43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Testing Insulation Resistance of

Rotating Machinery

6. IEEE 67 Guide for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urbine Generators

7. IEEE 95 Recommended Practice for Insulation Testing of AC Electric Machinery

(2300 V and Above) With High Direct Voltage

8. IEEE 115 Guide Test Procedures for Synchronous Machines

9. IEEE 432 Guide for Insulation Maintenance for Rotating Electrical Machinery

10. IEEE C50.13 IEEE Standard for Cylindrical-Rotor 50Hz and 60Hz Synchronous

Generators Rated 10MVA and Above

11. IEEE 422-1 IEEE Standard Definitions for Excitation Systems for Synchronous

Machines

12. IEEE 422-2 IEEE Guide for Identification, Testing, and Evaluation of the

Dynamic Performance of Excitation Control Systems

13. IEEE 422-3 IEEE Standard for High-Potential Test Requirements for Excitation

Systems for Synchronous Machines

14. IEEE 422-4 IEEE Guide for the Preparation of Excitation System Specifications

15. IEEE 422-5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Excitation System Models for

Power System Stabilit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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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주발전기 설비

상분리모선

(IPB)

여자기 계통

발전기 보호계

통

1. 절연저항 및 성극지수 측정

- 고정자 권선

- 회전자 권선

2. 권선저항 측정

- 고정자 권선

- 회전자 권선

3. 발전기차단기 동작시험 

- 투입, 차단동작시험

- 경보동작시험

4. 발전기 접지 장치

- 접지 저항값 여부

5. 상분리모선 육안점검 

- 균열발생 여부

- 이물질 침투 여부

- 지지애자 과열흔적 여부

- 냉각장치 상태 여부

6. 상분리모선 절연저항 측정

- 외함과 모선

7. 여자기 점검 및 성능시험

- 제어카드 교정 및 점검 

- 보호신호 및 연동시험

- 모의 부하시험 (dummy

load test)

8. 발전기 보호계통 시험

- PT 및 CT 점검

- 보호계전기 연동시험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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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9.7절 변압기설비계통 시험

주관부서 : 전기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변압기설비계통은 주변압기, 소내보조변압기, 대기보조변압기로 구성되어, 비안전 

및 안전등급 모선에 전원을 공급하며 설비의 기능 유지를 위해 보호계전기 동작에 

의한 관련 차단기 동작, 현장 제어판넬 및 주제어실 경보 상태를 확인한다. 변압기 

설비의 전력공급과 보호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전 점검 및 성능 시험이 적

절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변압기 설비 계통

- 주변압기(M.Tr: Main Transformer)

- 소내보조변압기(UAT: Unit Auxiliary Transformer)

- 대기보조변압기(SAT: Standby Auxiliary Transformer)

나. 변압기 보호계통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발전기차단기(GCB)가 설치된 발전소에서, 정상운전 중 주변압기는 발전기에서 생



- 2 -

산된 전력을 승압하여 소외 전력계통에 공급하고, 소내보조변압기는 소내부하에 

전력을 배분한다. 주발전기 정지시 주변압기와 소내보조변압기를 통해 소외전력을 

소내에 공급하고, 만약, 소내보조변압기가 이용 불가능한 경우 대기보조변압기를 

통해 소외전력을 소내부하에 전력을 공급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주변압기, 소내보조변압기, 대기보조변압기는 운전 중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고장을 조기에 감지하여 파급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 보호장치를 구

비하고 있으며 소내보조변압기, 대기보조변압기는 2계열로 설치되어 있다. 변압기에

서 발생되는 고장의 종류로는 권선단락(Short), 권선과 철심간의 절연파괴에 의한 

지락(Ground), 고압권선과 저압권선과의 혼촉, 단선, 부싱의 파손 및 염해에 의한 

지락, 보호장치의 고장 등이 있다.

3. 세부 검사내용

관련 절차서에 따라 변압기 설비계통의 운전 및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기 위해 다

음 점검내용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가. 변압기 절연저항 측정

주변압기, 소내보조변압기, 대기보조변압기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값에 만

족함을 확인한다.

나. 변압기 절연유 점검

주변압기, 소내보조변압기, 대기보조변압기의 절연유 절연내력 시험을 수행하여 

절연내력 시험값, 유중가스 분석, 전산가 및 습분도 측정값이 기준값에 만족함

을 확인한다.

다. 변압기 보호계통 시험

1) 보호 및 경보시험

보호장치 동작에 의한 현장 제어판넬 및 주제어실 경보발생 상태를 확인한다.

· 방압변, 브흐홀쯔 계전기 등

2) 보호신호 연동시험

보호계전기 동작에 의한 관련 차단기 동작, 현장 제어판넬 및 주제어실 경보

발생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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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압력계전기(Sudden Pressure Relay)

· 비율차동계전기

· 고압측 과전류계전기 등

4. 검사 중점 사항 

가. 변압기 절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절연저항과 절연유 절연내력을 확인한다.

나. 보호계전기 동작에 의한 관련 차단기 동작, 경보발생을 확인한다.

다. 각 보호계전기의 교정상태 및 동작 설정값을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시험절차의 초기조건을 확인한다. (예, 모든 시험관련 장비들이 검교정)

나. 절차서에 따른 계전기 연동 논리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기술규격서 및 제조사 매뉴얼, 해당 성능시험 절차서에 따른다.

IV. 평가결과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2. 예비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제8장(전력계통)

3. KEPIC ENB 6220 우선전력 공급계통 설계

4. KEPIC EEC 1000 변압기 일반사항

5. KEPIC EEC 2100 유입변압기 일반사항

6. KEPIC EEC 2200 유입변압기 시험

7. KEPIC EEF 1000 전력용 보호계전기

8. KEPIC EEF 2000 계전기 서지내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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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EEE 80 Guide for Safety in AC Substation Grounding

10. IEEE 400 IEEE Guide for Making High-Direct-Voltage Tests on Power Cable

Systems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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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변압기설비계통 1. 변압기 절연저항 측정

2. 변압기 절연유 점검

- 절연내력 시험

- 유중가스 분석

- 전산가 및 습분도 측정

3. 변압기 보호계통 시험

- 보호 및 경보시험

- 보호신호 연동시험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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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9.8절 스위치야드설비계통 시험 

주관부서 : 전기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스위치야드설비는 345 kV(154 kV 포함) 또는 765 kV 모선, 차단기, 단로기, 애자/

붓싱, 피뢰기 및 보호설비 등으로 구성되며, 소내전력계통과 송전계통간의 연계 기능

을 제공한다. 또한, 스위치야드설비는 우선전력계통의 일부로서 소외전원상실(LOOP)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발전소 안전성 확보에 중요한 설비이다. 스위치야드 

설비의 신뢰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성능시험이 요구된다. 점검 

및 성능시험은 스위치야드 345 kV(154 kV 포함) 또는 765 kV 차단기 동작특성 시험,

차단기 주회로 절연저항 및 접촉저항 측정, SF6 가스 누설시험 및 수분 함유량 측정,

보호계전기 연동시험, 제어전원 점검, 차단기 동작용 압축공기(또는 유압)설비 점검 등

을 포함한다. 따라서 스위치야드 설비가 적합하게 점검 및 시험되고 있는지를 현장입

회, 현장확인, 서류검토 또는 면담 등을 통해 검사한다.

2. 검사 대상

가. 스위치야드 차단설비

나. 스위치야드 보호설비

다. 스위치야드 제어전원설비

II. 검사 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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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기능

스위치야드설비는 소내전력계통과 송전계통간의 연계 기능을 제공하며, 우선전력

계통의 일부로서 소외전원상실(LOOP)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는 설비로 발전소 안전성 

확보에 중요한 설비이다. 정상운전시에는 주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주변압기 및 스

위치야드설비를 통해서 345 kV 또는 765 kV 송전망에 전송하고, 필요에 따라 주변압

기에서 소내보조변압기를 통하여 소내전력을 공급하거나, 대기보조변압기를 통하여 각

각의 부하군별로 안전등급 및 비안전등급 모선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스위치야드 차단설비 차단 및 경보기능

1) 전원 상실

2) 개방상(결상)

3) SF6 저압력

4) 공기압축기 또는 유압 저, 고압력

5) 모선 및 선로보호용 차단기 동작

6) 접지설비

나. 스위치야드 보호설비

1) 1차 및 후비 보호설비

2) 차단기 실패 보호설비

다. 스위치야드 제어전원설비

1) 현장제어 패널(Local Control Panel)

2) 축전지 전원

3. 세부 검사내용

가. 스위치야드 차단설비

1) 스위치야드 345 kV 또는 765 kV 차단기 동작특성 시험

스위치야드 345 kV 또는 765 kV 차단기의 동작특성을 통하여 사용 가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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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함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차단기 투입, 개방, 상간시간차 등이 허용기준

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2) 차단기 절연저항 및 주회로 접촉저항 측정

스위치야드 345 kV 또는 756 kV 차단기 절연저항 및 주회로 접촉저항 측정

값이 관련 점검절차서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나. 스위치야드 보호설비

1) 보호계전기 개체시험

1차 및 후비 보호계전기가 개별 특성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다.

2) 보호계전기 연동시험

주발전기, 주변압기, 소내보조변압기, 대기보조변압기 등의 보호계전기 동작

으로 차단기의 연동상태가 적합함을 확인한다.

다. 스위치야드 제어전원설비

1) 제어전원 점검

스위치야드 설비의 제어전원 건전성을 확인하는 점검으로 AC/DC 전원 동작상태 

및 경보 정상동작 상태 등을 확인하며, 스위치야드 설비의 비상 제어전원으로 사

용되는 축전지에 대하여 관련 기술기준(IEEE 450)에 따라 적합하게 점검 및 시험

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축전기 설치후 2년이 경과되면 축전기 방전성능시험 주기 

초기 2년에 해당되므로, 시험주기 경과여부를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스위치야드의 차단기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8.2.2.1. 안정도 분석’에서 규정된 고장

제거시간을 만족하는 지 확인한다. (예: 765kV 차단기는 2사이클)

5. 검사유의사항

스위치야드의 축전지가 건설기간 초기에 설치되고 2년이 경과되면, 초기성능방전시

험 주기에 해당되므로, 관련 기술기준(KEPIC ENF 3400 개방형 납 축전지 보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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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해당 발전소의 성능시험절차서, 기술규격서 및 제조자 매뉴얼 판정기준에 따른다.

IV. 평가결과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7조(사용전검사)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4. 예비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제8장(전력계통)

5. KEPIC ENB 6220 우선전력 공급계통 설계

6. KEPIC ENF 3400 개방형 납 축전지 보수, 시험 및 교체

7. ANSI C37.2, Standard Electrical Power System Device Function Numbers

8. ANSI/IEEE C37.30 Standard Requirements for High-voltage Air Switches

9. ANSI/IEEE C37.100 Standard Definitions for Power Switchgear

10. ANSI/IEEE C37.06 IEEE AC High-Voltage Circuit Breakers Rated on a

Symmetrical Current Basis-Preferred Ratings and Related Required Capabilities

11. ANSI/IEEE C37.010 IEEE Application Guide for AC High Voltage Circuit

Breakers rated on A Symmetrical Current Basis

12. IEEE 80, Guide for Safety in AC Substation Grounding

13. IEEE 450,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Maintenance, Testing, and

Replacement of Vented Lead-Acid Batteries for Stationary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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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스위치야드

차단설비

스위치야드 보

호설비

스위치야드 제어

전원설비

1. 345kV/765kV 차단기 동작 시험

- 차단기 투입/개방/상간시간차

2. 차단기 절연저항 및 주회로 

접촉저항 측정

3. 보호계전기 개체 및 연동시험

4. 제어전원 설비

- 직류 및 교류전원 공급/ 제어반 

경보 상태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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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9.9절 원자로정지 스위치기어 시험 

주관부서 : 전기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로정지 스위치기어는 발전소 보호신호 발생시 제어봉 구동전원을 차단하여 제

어봉을 낙하시키는 장치로서, 제어봉 모터-발전기(MG set)와 제어봉 제어계통 사이에 

연결되어 제어봉 제어계통에 전원을 공급한다. 각 채널별 원자로정지차단기 TCB(Trip

Circuit Breaker)는 저전압(UV) 트립장치 및 분로(Shunt) 트립장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상운전시 저전압 트립장치는 여자되어 있고 분로 트립장치는 비여자 되어 있다. 발

전소 보호신호가 발생되면, 저전압 출력회로는 저전압 코일에 전송되는 전류를 차단하

여 원자로정지 스위치기어 차단기가 개방되고 제어봉은 자유 낙하하게 된다. 또한, 저

전압 트립장치는 다양성을 만족하는 설비이고 발전소 보호신호가 발생될 경우, 분로 

트립장치는 코일이 여자되는 방향으로 동작함으로써 원자로정지 스위치기어의 차단기

가 개방되고 제어봉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게 된다.

발전소 보호계통 트립신호에 의해서 원자로정지 스위치기어 차단기는 시험 및 정상

운전 조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관련 계기 및 경보들이 적절하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원자로정지 스위치기어 차단기 

나. 저전압 트립장치 

다. 분로 트립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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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발전소 보호계통의 트립신호에 의해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 원

자로정지 스위치기어의 차단기는 저전압 트립장치 및 분로 트립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저전압 트립장치는 발전소 보호신호 발생시 비여자됨으로써 원자로정지 스위치기어의 

차단기를 개방시키는 장치이며, 분로 트립장치는 여자되는 방향으로 동작함으로써 원

자로정지 스위치기어의 차단기를 개방시키는 장치이다.

2. 안전 설계 사항

원자로정지 스위치기어의 차단기가 저전압 트립장치 및 분로 트립장치에 의해 독

립적인 트립기능이 정상이어야 한다.

1) 주제어실 및 현장에서 수동 스위치에 의해 원자로정지 스위치기어의 차단기트

립기능

2) 발전소보호계통(PPS) 보호신호에 의해 원자로정지 스위치기어의 차단기 트립기

능

3. 세부 검사내용

가. 주제어실 및 현장에서 수동 스위치, 저전압 트립장치, 분로 트립장치 등 수동제

어를 통하여 원자로정지 스위치기어의 차단기가 정상 동작하는지를 확인한다.

나. 발전소보호계통(PPS)의 보호신호에 의하여 제어봉 구동장치에 인가되고 있는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 각 채널별 원자로

정지 스위치기어의 차단기가 저전압 트립장치 및 분로 트립장치 각각 독립적으

로 정상 동작하는가를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원자로정지 스위치기어의 차단기가 저전압 트립장치 및 분로 트립장치에 의한 

독립적인 트립기능이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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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유의사항

저전압 트립장치 및 분로 트립장치의 독립적인 원자로정지 스위치기어의 차단

기 트립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회로가 적합한지를 확인

한다.

III. 판정기준

가. 원자로정지 스위치기어의 차단기는 정상적으로 동작되어야 한다.

나. 저전압 트립장치 및 분로 트립장치의 각각 독립적인 작동으로 원자로정지 스위

치기어의 차단기가 동작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2. 예비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제7장(계측제어계통) 및 제8장(전력계통)

3. KEPIC ENB 6100 보호계통 설계

4. KEPIC ENB 6210 전기1급 전력계통 설계

5. KEPIC ENE 1100 전력, 계측 및 제어기기 설치요건

6. KEPIC ENB 3000 안전계통 단일 고장기준

7. KEPIC ENB 2100 전기1급 기기 및 회로격리 기준

8. KEPIC ENF 2000 전기1급 전력계통 가동전시험 계획 작성 지침

9. KEPIC ENB 5000 전기1급 전력계통 및 기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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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원자로정지 

스위치기어 

시험

1. 수동제어 차단기기능시험

- 주제어실 및 현장에서 

수동스위치, 저전압 트립장치,

분로 트립장치 동작

2. 보호신호에 의한 차단기 

기능시험

- 발전소 보호계통의 보호신호에 

의한 저전압 트립장치 및 

분로 트립장치의 독립적 동작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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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0절 동력변환계통 시설

제2.10.1절 주증기계통 시험(Ⅰ)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주증기계통은 예열에서 정격상태까지 변하는 유량과 압력 범위 내에서 증기발생기

에서 생성된 증기를 발전을 위해 터빈 발전기계통과 보조 계통으로 전달하는 것으

로 발전소 단계별 부하 감발 및 발전소기동 동안 열을 제거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주증기계통은 주증기 배관, 주증기 대기방출밸브, 주증기 안전밸브, 주증기 격리밸

브, 터빈우회밸브 및 기타 배수 또는 조절용 밸브들로 구성된다.

주증기계통의 상온성능시험에서는 주증기 대기방출밸브, 주증기 격리밸브, 터빈우

회밸브 및 주증기계통의 기타 구성밸브들에 대하여 상온조건에서 수행하는 밸브의 

작동성을 확인하여 주증기계통의 성능을 입증․평가한다.

상온 성능 시험 단계에서는 2차계통에 증기가 형성되지 않음에 따라 주증기 계통

의 기기 성능 시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주증기 계통의 주요 밸브 등에 

대한 작동 성능 시험은 고온 성능 시험 단계에서 수행될 수 있다.

2. 검사 대상

주증기계통의 성능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주증기 대기방출밸브 및 격리밸브 성능 확인

나. 주증기 격리밸브 및 우회밸브 성능 확인

다. 터빈우회밸브 성능 확인

라. 주증기계통의 기타 구성밸브 성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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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주증기대기방출밸브

주증기대기방출밸브는 복수기로의 증기우회계통을 통한 열제거가 불가능할 경

우에 정지냉각 진입조건까지 발전소를 냉각하는 안전등급 수단을 제공한다. 또

한 정상냉각 중에도 복수기의 진공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증기압력이 과도하

게 감소되어 증기우회계통을 운전할 수 없을 경우에도 냉각을 수행하기에 충분

한 양의 증기를 방출한다.

나. 주증기격리밸브

주증기격리밸브는 고에너지 배관 파단에 따른 증기발생기의 2차 측으로부터 유

출되는 증기유량을 차단한다. 또한 주증기 격리밸브를 닫음으로써 건전한 증기

발생기로부터의 유출 증기를 차단한다. 주증기 격리밸브는 주증기 격리신호 발

생후 5초 이내에 자동으로 닫혀야 하며, 주제어실에서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

어야 한다.

다. 터빈우회밸브

터빈우회밸브는 공기구동밸브로 터빈 정지밸브 전단의 주증기 모관으로부터 터

빈을 우회하여 주복수기 및 대기로 방출한다. 동 밸브들은 터빈우회제어계통

(SBCS)의 출력 신호에 따라 선택적 작동 및 위치가 제어된다. 이는 출력 급감발 

시 증기 방출량의 조절을 통해 불필요한 원자로정지를 방지하고 가압기 혹은 

주증기 안전밸브의 열림을 방지한다.

라. 주증기계통 기타 구성밸브

주증기계통 증기 배관의 낮은 부위에 응축수가 고여 수격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립 포트(Drip port) 배수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타 동 계

통에는 증기 유량을 조절하거나 주증기를 필요로 하는 타 계통으로 증기를 공

급하기 위해 설치된 밸브들이 있다. 이와 같은 밸브들은 수동스위치 및 자동신

호에 따라 적절히 동작되어야 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주증기계통의 안전성 관련 부분은 지진, 태풍, 홍수 및 외부 비산물과 같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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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현상의 영향에서 보호되도록 설계한다.

나. 주증기계통의 안전성 관련 부분은 안전정지지진 동안 및 그 후에도 기능을 유

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화재, 내부 비산물 또는 배관파단의 가상 위험 발

생후에도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한다.

다. 소외전원상실사고와 동시에 단일 능동기기 고장이 발생하여도 주증기계통의 주

요 안전기능은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라. 주증기계통은 품질등급 분류 및 내진범주에 대한 규제 요건에 적합하게 설계 

및 제작 규격을 사용하여 설계하고, 동력 및 제어기능도 관련 규제요건에 따라 

설계한다.

마. 주증기계통은 주증기 격리밸브를 이용하여 안전성 관련 부분과 비안전성 관련 

부분을 격리할 수 있다.

바. 각 주증기관에는 주증기관 압력 감소 및 발전소 비정상 조건 후 계획된 냉각을 

위해 1개의 주증기 대기방출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동 밸브는 주제어실 및 원격

정지제어반에서 밸브 운전이 가능하다. 2차측 과압보호 기능은 주증기 안전밸

브가 수행한다.

사. 각 증기발생기 증기 출구 노즐에는 후단관 파열시 증기 유량을 제한하기 위한 

유량제한기가 설치되어 있다.

아. 주증기계통은 증기 과도현상(Steam Hammer Transient)의 발생을 방지하고 영

향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 터빈우회계통 기기들의 고장이 필수설비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차. 터빈우회계통은 안전성관련 기능을 갖지는 않으나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과 연

계하여 부하감발 수용, 발전소 정지후 핵증기공급계통 열조건 제어 등의 기능

을 수행하여 안전관련 계통에 대한 사용 요구를 감소시킨다.

3. 세부 검사내용

주증기계통의 구성 기기들 중에서 상온성능시험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한다.

가. 주증기 대기방출밸브 및 격리밸브

1) 원격정지 제어반 및 주제어실 동작신호에 의한 작동을 확인한다.

2) 주증기 대기방출밸브 및 격리밸브의 동작 시간이 허용기준 내임을 확인한다.

3) 주증기대기방출밸브의 발전소제어계통 캐비넷에 전원 퓨즈 제거 및 열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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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유지시 경보가 발생됨을 확인한다.

4) 주증기대기방출밸브는 현장에서의 수동 작동에 의한 열림 및 닫힘 동작이 

가능함을 확인한다.

나. 주증기 격리밸브 및 우회밸브

1) 핸드 스위치를 이용하여 동작 가능성 및 위치지시를 확인한다.

2) 동 밸브들의 급속 및 저속 닫힘 가능성을 확인한다.

3) 동 밸브 관련한 경보가 적합하게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터빈우회밸브

1) 터빈우회밸브의 적절한 작동 및 위치지시를 확인한다.

2) 급속열림 버튼을 눌렀을 경우 밸브의 급속열림을 확인한다.

라. 주증기계통 기타 밸브

1) 다음 사항 확인을 통해 주증기 배수밸브의 동작 가능성을 확인한다.

- 주제어실(MCB) 수동 스위치에 의한 개폐상태를 확인

- 주증기 배수밸브는 고장시 개방여부 확인

- 트립 포트(Drip pot)의 수위에 따른 자동 개폐상태 확인

2) 2단 재열기 체절밸브의 동작가능성을 확인한다.

3) 주제어실의 수동 스위치에 의한 개폐상태 확인을 통한 보조증기 헤더 밸브의

동작 가능성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주증기 대기방출밸브 및 격리밸브 관련 사항

1) 시험전 동 밸브에 대한 미결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결 항목에 대해서는 

동 시험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제작자가 제시한 주의사항 및 운전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3) 허용기준을 불만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및 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

인하고 재시험하도록 한다.

4) 주증기대기방출밸브는 솔레노이드밸브(SOV) 전원 상실시 고장-닫힘이 확인

되어야 한다.

나. 주증기 격리밸브 및 우회밸브 관련 사항

1) 제작자 매뉴얼을 검토하여 밸브 개폐시 작동유 압력을 확인하고 실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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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동유 압력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2) 밸브 개폐 작동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3) 밸브 완전 닫힘 및 완전 열림 상태에서 밸브 위치지시를 위한 리미트 스위

치(Limit Switch)가 적합하게 작동함을 확인한다.

4) 급속닫힘 시험시에는 닫힘시간이 매우 짧으므로 기록계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기록계는 적합하게 교정되어 있으며,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없 음

III. 판정기준

1. 주증기 대기방출밸브 및 격리밸브는 수동으로 원격 작동되며, 밸브의 위치가 적

합하게 표시되어야 하고, 작동 시간은 허용시간 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주증기

대기방출밸브는 고장-닫힘 기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2. 주증기 격리밸브 및 우회밸브는 주증기 격리신호 등에 의한 급속 닫힘 요구 시  

제한시간 이내에 닫혀야 하며, 주제어실에서 수동으로 개폐될 수 있어야 한다.

3. 터빈우회밸브는 개도 요구신호에 따라 적절한 작동 및 위치지시가 이루어져야 하

며, 급속 열림 버튼 눌렀을 경우에 급속히 열려야 한다.

4. 주증기계통 기타 밸브(배수밸브, 조절용 및 공급용 밸브)들은 주제어실의 수동조

작 및 자동신호에 따라 적합하게 동작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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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가. 주증기 대기  

방출밸브 및 

격리밸브 

성능확인

나. 주증기 

격리밸브 및 

우회밸브 성능 

확인

다. 터빈우회밸브

성능확인

라. 주증기계통 

기타 밸브 

성능 확인

o 주증기 대기방출밸브 및 

격리밸브의 동작 가능성

o 경보 발생 적합성

o 주증기 격리밸브 및  

격리우회밸브의 동작 가능성

o 주증기 격리밸브 및  

격리우회밸브의 급속닫힘 가능성

o 개도 요구량에 따른 적절한 동작

가능성

o 급속열림 동작 가능성 

o 주증기 배수밸브의 동작 가능성

o 보조증기 헤더 밸브의 동작 

가능성

o 시험 착수 전 

또는 후

o 시험절차서,

안전성분석보고서,

기기 명세와 

시험 결과의 

비교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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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0.2절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시험(I)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은 급수계통의 화학약품 주입설비 및 복수 탈염계통과 연계

하여 증기발생기 이차측 수질의 화학적 성분을 조절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사

용된다.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의 운전은 발전소 정상 운전 시 연속으로 운전되는 

연속 취출운전 및 간헐적으로 필요 시 운전하는 고용량 취출운전과 비상취출운전

으로 구성된다. 증기발생기 취출 노즐부터 격납건물 최외곽 격리밸브까지의 모든 

기기, 배관 및 관련 지지대는 안전등급 2, 품질등급 B로 설계되며 필요시 취출계통

의 격납건물 외곽 배관에 설치된 격납건물 격리밸브가 닫힘으로써 격납용기 기밀 

및 이차측 냉각 유량을 유지한다. 격납건물 최외곽 격리밸브 이후의 모든 기기, 배

관 및 관련 지지대들은 비안전관련이며 품질등급 D로 설계된다. 동 계통과 관련한 

시설검사 시 우선적으로 현장에 반입 및 설치된 각 기기들에 대한 설계사양이 안

전성분석보고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해당 기기설치 절차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에 설치된 기기가 관련 절차서에 따라 적절히 설치 및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현장 검사 시에는 기기들의 정렬 상태 확인 및 제작사 

지침서에서 요구사항에 따라 기기가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상온성능시험에서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은 온도, 압력, 수위 조절밸브 및 격리밸브 

기능, 상태 및 경보 지시등의 기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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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압력, 수위, 온도 제어밸브 기능

나. 보조급수작동신호(AFAS) 등에 따른 격납건물 격리밸브 기능

다. 경보 및 상태 지시등 

라. 전동기구동 및 공기구동밸브 동력원상실시 구동위치(Fail-Safe)

마. 취출계통 압력, 수위, 방사능, 온도에 따른 연동 기능

바. 습식휴관재순환 펌프 공급유량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은 증기발생기 2차측 급수에 존재하는 입자화되고 용존된 

불순물을 제거하며, 정상 운전 및 과도 운전 중 증기발생기 2차측 급수가 최적의 

수화학적 조건을 갖도록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발전소 정상운전 동안, 증기발

생기 취출계통은 2차측 급수의 수질상태에 따라 각각의 증기발생기에 대해 최대 

증기량의 0.2~1% 까지 연속적으로 취출 운전된다. 증기발생기 2차측 급수의 수질

이 수화학적 기준 초과시 각 증기발생기에서 최대 증기량의 5~14% 까지 고유량취

출 또는 비상취출 운전되며 일주일에 한번 또는 필요시 운전된다. 발전소를 장기

간 운전 정지시 증기발생기는 습식휴관 재순환계통에 의해 운전됨으로써 습식휴관 

상태로 유지되며, 습식휴관 운전이 종료되면 증기발생기의 수위가 적정수위에 도

달할 때까지 또는 요구되는 수질이 만족될 때까지 중력, 또는 습식휴관 재순환펌

프에 의해 폐수처리계통이나 액체방사성폐기물계통으로 배수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발전소 운전정지기간이 단기간일 때는 질소기체를 이용하여 증기발생기를 

건식 휴관 상태로 유지시킨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취출수 계통의 격납건물 격리밸브는 각 계열별로 두 개씩 직렬로 설치되며 정상 

운전 시 열려 있고, 첫 번째 격리밸브는 격납건물격리작동신호, 주증기격리신호,

보조급수작동신호 또는 다양성보조급수작동신호에 의하여 자동으로 격리된다.

한편 두 번째 격리밸브는 원자로건물격리작동신호, 주증기격리신호, 보조급수작

동신호 또는 다양성보호계통 보조급수작동신호와 취출수 플래시탱크 고-고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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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탈염기 하단부에서의 고방사선 준위 신호 발생시 격리되어 증기발생기 취

출계통의 과도상태를 방지 및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방지한다.

나. 증기발생기 취출수계통 중 격납건물 격리설비 및 증기발생기 2차측 압력경계를 

이루는 계통의 배관 및 기기는 내진범주 Ⅰ로 설계되어 있으며 그 밖의 배관,

밸브, 열교환기, 탱크, 여과기, 탈염기, 기타 설비는 비 안전성 관련, 품질그룹 D,

내진범주 II급 또는 III급으로 설계된다.

다. 취출수 플래쉬 탱크에는 수위 제어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탱크수위 ‘고-고’는 

주제어반에, 고 혹은 저수위는 현장 제어반에 수위경보가 경보된다.

라. 취출배관의 잠재적인 고장 또는 연속취출수 플래시탱크 제어 이상 등을 운전원

에게 알리기 위하여 재생열교환기의 출구 및 증기 배기관의 고유량 또는 저유량 

경보가 주제어반에 설치되어 있다.

마. 증기발생기 전열관들은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일부분이며, 이차측의 열화학

적 조건에 의해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의 일차적인 기능

은 증기발생기의 이차측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기발생기 이차측

에 허용 가능한 수질을 유지하도록 설계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상온기능시험 절차서는 적절한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쳤으며, 증기 발생기 취

출계통의 상온 기능 성능을 확인하기에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격납건물 격리밸브가 주제어실에서 작동이 가능하며 자동 격리 신호에서 해당 

제한 시간 이내에 적절히 동작되는지를 확인한다.

다. 취출 배관의 잠재적인 고장, 또는 취출수 플래시 탱크 제어 이상 등을 운전원

에게 알리기 위하여 재생 열교환기의 출구 및 증기 배기관의 고유량 또는 저유

량 경보가 주제어반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라.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의 압력, 수위, 방사능준위, 온도에 따른 관련 밸브의 연동

기능을 확인한다.

마.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의 전동기구동 및 공기구동 밸브에 대한 동력원상실시 구

동성능(Fail-safe 성능)을 확인한다.

바. 습식휴관계통 시험조건에서 습식휴관 재순환펌프 및 관련 밸브 성능이 허용기준

치를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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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중점 사항

가.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확인

나. 밸브의 성능 확인

1) 닫힘 열림 동작 상태를 확인

2) 밸브 동작 시간 확인

3) 상호 연동 확인(특정 밸브간 열림/닫힘 연동)

4) 공학적안전설비(ESF)의 격납건물격리신호(CIAS), 주증기격리신호(MSIS), 보조

급수작동신호(AFAS) 및 다양성보호계통(DPS)의 보조급수작동신호(AFAS)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지시(BISI) 신호에서 밸브 자동동작 확인

5) 공기 구동밸브의 동력원상실시(Fail-Safe) 동작상태 확인

다. 경보 및 상태 지시등 확인 

라. 습식휴관 재순환 펌프 및 관련 밸브 성능 확인

5. 검사유의사항

가. 시험절차서 내용이 안전심사지침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나. 시험이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고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기록되

고 적절한 검토를 거친 후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다. 시험 시에는 화재 예방 및 인원에 대한 안전조치가 충분한 지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1. 시험절차서 내용이 안전심사 지침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2. 각 절차서 시험 단계마다 각 능동 밸브의 열림/닫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동

작 시간이 절차서 판정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 각 절차서 시험단계마다 경보 및 상태 지시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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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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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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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시험절차서의 타

당성 

∙계통 밸브 및 격

납건물 격리밸브의 

작동성 

∙경보 및 상태 지

시등

∙습식휴관 재순환

펌프의 작동성 

1. 계통내 기기의 동작 성능 점검,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성능시험 

절차, 허용기준의 적합성

1. 밸브 개폐, Breaker, Hand

Switch의 위치 확인

2. 각 격리밸브의 닫힘시간의 제한

치 만족여부

3. 모의 격리 신호에 의한 폐쇄여부

4. 격리밸브의 동력원 상실시 ‘Fail

As Is’ 상태 유지 및 비작동 경

보 발생

5. 상호 연동 확인(특정 밸브간 열

림/닫힘 연동)

1. 각 능동 기기의 동작 시마다 

on/off 상태 지시등 및 경보등 

확인

2. 플래쉬 탱크 수위에 따른 

경보등 확인

1. 동작 스위치에 따른 기동/정지 

확인

2. 재순환 유로 확인

시험전 

안전성분석보고

서 10.4.8절 

비교검토 

(서류검토)

해당밸브 시험시

(서류검토, 필요

시 현장입회)

현장검사와 

서류검토 병행 

현장검사와 

서류검토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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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0.3절 주급수 및 복수계통 시험(I)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급수계통은 3대의 급수승압 펌프, 3대의 급수펌프, 1대의 기동급수펌프 및 3단의 

고압급수가열기로 구성되며, 원자로 운전에 요구되는 온도, 압력 및 유량의 급수를 증

기발생기에 공급한다. 복수펌프에 의해 주복수기 온수조(Hotwell)에서 양수된 복수는 

저압급수가열기를 지나 급수펌프로 보내진 다음 고압급수가열기를 통과하여 증기발생

기로 공급된다.

동 계통의 성능검사에서는 발전소 상온조건에서 터빈 및 전동기 구동형 펌프와 관

련된 성능 점검 및 관련 밸브들에 대한 동작 상태를 점검한다.

2. 검사 대상

급수 및 복수계통의 상온 성능시험의 검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기동용급수펌프 운전시험 

나. 주급수 격리 및 제어밸브 동작시험 

다. 복수펌프 성능 및 밸브 동작시험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급수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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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계통이 정상 운전될 경우 3대의 급수승압펌프는 탈기기 저장탱크에서 급

수를 흡입하여 3대의 급수펌프로 배출하며, 급수펌프는 3단의 고압급수가열기를 

거쳐 2대의 증기 발생기로 급수를 공급한다. 모든 급수승압펌프 및 1대의 기동용 

급수 펌프는 전동기로 구동되며 모든 주급수펌프는 터빈으로 구동된다. 또한 모

든 급수펌프는 각각 독립적인 변속 제어설비를 갖추고 있다. 급수펌프 터빈을 구

동하기 위한 증기는 저부하시 및 급수펌프 1대 운전과 같은 과부하시에는 주증

기 모관에서, 정상 운전시에는 습분분리 재열기 후단에서 공급된다.

고압급수가열기는 일체형 배수 냉각기를 가지고 있으며 2계열이 병렬로 배열

된다. 7번 고압 급수가열기 쉘의 배수는 6번, 5번 고압 급수가열기 쉘 그리고 

탈기기 저장 탱크로 보내어 진다. 고압급수가열기의 배수를 주복수기로 직접 보

낼 수 있는 비상 배수관이 설치된다. 고압급수가열기 계열을 운전에서 격리하기 

위한 격리 및 우회밸브가 고압 급수가열기 계열에 설치되어 있으며, 하나의 계열

이 격리되었을 경우에도 계통의 운전성이 유지된다.

발전소 기동 및 정지시에 전동기구동 기동급수펌프는 증기발생기로 급수를 공

급한다. 기동급수펌프 및 관련 제어밸브는 적은 양의 급수가 요구되는 발전소 기

동, 정지 및 고온 대기시에 증기발생기 수위를 운전원이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저출력 운전시 증기발생기로 급수를 공급한다. 또한 기동급수펌프는 증기발생기 

휴관처리 조건시 증기발생기 충수에 사용할 수 있다. 정상 운전시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는 급수량은 예열기 급수관 및 하향유로(downcomer) 급수관에 설치된 2

개의 급수제어밸브에 의해 조절되며, 급수제어밸브의 위치 및 급수 펌프의 속도

는 급수제어계통에 의해 조절된다.

나. 복수계통

주복수기는 저압터빈 배출증기, 급수펌프 터빈 배출증기 및 기타 사이클 배출

증기의 열제거원 기능을 한다. 터빈 배기구와 복수기 동체 증기 유입부는 신축 

이음관으로 연결되며 각각의 복수기 목 부분에는 2개의 저압급수가열기가 설치

된다. 3개의 동체의 증기 영역은 압력 평형관으로 연결된다. 복수기에는 온수조 

수위제어 및 복수 시료채취를 위한 배관이 설치된다. 터빈우회계통으로부터 유입

되는 증기배출량을[약 40%] 까지 주복수기가 감당할 수 있으며, 우회증기는 분사

관을 통해 복수기 튜브 위로 분사된다.

복수기진공계통은 비응축성 가스를 지속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복수기 동체측 진

공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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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탈염계통은 복수계통에서 공급되는 이차계통의 부식생성물을 제거하는 기

능을 한다. 복수기진공계통에서 방출되는 방사능 값은 방사능 감시설비에 의해 

연속적으로 감시된다. 복수펌프는 3대의 전동기 구동 50% 용량의 원심펌프로 구

성되어 복수기 온수조에서 복수를 흡입하여 복수정화계통, 증기패킹 배출기 및 

저압급수가열기를 통해 탈기기 및 탈기기 저장탱크로 복수를 공급한다. 1,2 및 3

단 저압급수가열기는 3개의 1/3용량 저압급수가열기 계열로 배열되며 이들 저압

급수가열기 계열에는 전동기구동 차단밸브가 설치된다. 3번 저압급수가열기 쉘의 

배수는 2번 및 1번 저압급수가열기 쉘을 통해 복수기로 보내진다. 저압급수가열

기는 복수기로 직접 배수할 수 있는 비상 배수관을 가지고 있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급수계통 배관 파단 사고가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급수계통은 급수 공급 배관의 파단 사고가 원자로의 안전정지를 방해하지 않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주급수 격리밸브를 포함한 격리밸브실내의 배관에서부터 증기발생기 입구 노즐

까지의 배관은 안전정지지진의 영향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안전성관련 기기 및 배관은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 파단, 타격 및 분사 충돌

(Jet Impingement)의 영향에 대해 보호되도록 설치, 설계되어야 한다.

마. 급수계통은 태풍, 홍수 및 지진 등과 같은 유해 환경 사고가 계통의 안전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바. 계통에 공급되는 소외전원상실이 원자로의 안전정지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사. 급수계통은 수격 현상의 발생을 억제하고 그 영향을 감소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아. 급수계통은 증기발생기 배수 혹은 건식 휴관 후 재충수를 포함한 모든 운전 기

간중에 증기발생기에 요구되는 온도 및 압력으로 급수를 공급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자. 추기 배관 및 급수 가열기는 주터빈으로 물의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추기계

통에 함유된 에너지에 의한 터빈 과속을 제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차. 급수계통의 일부분, 즉 주급수 격리밸브를 포함한 격리밸브실내의 배관에서부터 

증기발생기 입구 노즐 사이의 급수계통은 안전성관련 부분으로 ASME 코드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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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lass 2의 요건에 따라 설계되었다.

카. 주급수 격리밸브는 주증기관 파단사고, 급수관 파단사고, 냉각재상실사고시에 증

기발생기와 급수계통을 격리하며, 급수배관 파단사고시 격납건물로부터의 방사능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

타. 급수펌프 및 기동급수펌프가 충분한 유량에서 운전되어 펌프의 손상을 막도록 

해당 펌프에 최소 재순환유량제어계통이 설치되어 있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기동용급수펌프, 윤활유펌프 연동 및 성능시험

1) 기동용급수펌프가 정격유량에서 일정 토출압력을 형성하는 등 펌프 제작사 

성능곡선에 부합함을 확인한다.

2) 기동용급수펌프가 윤활유 압력에 연동되어 기동함을 확인한다. 또한,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신호(MSIS) 및 윤활유 저압력 신호에 의하여 정지되는 연동기

능을 확인한다.

나. 주급수 차단밸브 및 제어밸브의 동작시험

주급수 차단밸브가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신호인 주증기 차단신호(ESFAS-MSIS)에 

의하여 5초 내에 닫히는 기능을 확인한다. 또한, 주급수 차단밸브 및 제어밸브에 

대한 동작 시험을 수행하여 열림/닫힘 기능을 확인한다.

다. 주급수계통 유로밸브의 동작시험

다운코마 급수제어밸브, 이코노마이저 급수제어밸브 등 주급수계통의 모터구동

밸브 및 공기구동밸브에 대한 동작시험 및 밸브의 고장안전위치 확인시험(Valve

Fail Position Verification Test)을 수행하여 밸브의 동작 및 위치지시기 적절성을 

확인한다.

라. 복수펌프 성능시험 및 밸브 동작시험

1) 복수펌프 정격유량에서 각 펌프의 유량, 총수두 등 성능변수 측정값이 제작사 

성능곡선에 만족하고, 각 측정위치별 진동 측정값도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확

인한다.

2) 복수계통 집수정 및 펌프 출구 밸브에 대한 작동 시험결과를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상온 조건에서 급수계통의 성능 시험은 다음과 같이 펌프 및 터빈의 성능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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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계통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연동되어 있는 기기들의 작동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검 결과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성능 

요건, 안전설계사항, 제작사 지침서의 요구사항 등에 만족하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가. 기동급수펌프, 윤활유펌프 연동 및 성능시험을 확인한다.

나. 주급수 차단밸브 및 제어밸브의 동작시험을 확인한다.

다. 복수펌프의 성능 및 밸브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각 펌프와 관련하여 상온조건에서 성능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초기기동시험 결과

의 확인을 통해 최소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요건, 즉 정격 수두

에서의 정격유량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나. 시험 초기 조치사항 등이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절차서의 

시험 수행하는 중 단계별 전환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를 평가․확인하여야 한다.

III. 판정기준

복수 및 급수계통은 아래와 같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요건을 만

족하여야 한다.

1. 밸브(급수유량조절밸브, 급수격리밸브, 증기공급배관의 배수밸브 및 격리밸브 등)

의 성능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요구하는 동작시간, 고장안전기능 등 고유

의 성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밸브의 상태가 현장/주제어실에 적절히 지시되고 필

요한 경우 경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전동기구동 펌프의 성능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 제작자가 제시한 성능곡선과 

일치되어야 하며, 펌프의 상태가 현장/주제어실에 적절히 지시되고 필요한 경우 

경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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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급수 및 복수

계통 점검(상

온)

1. 기동용급수펌프, 윤활유펌프 

연동 및 성능시험

- 토출압력, 진동

- 윤활유 저압력 정지 연동

2. 주급수 차단밸브 및 제어밸브

의 동작시험

- MSIS 발생후 5초내 주급수 

차단밸브 닫힘

3. 주급수계통 유로밸브의 동작

시험

- 급수제어밸브 작동성 점검

4. 복수펌프 성능시험 및 밸브 

동작시험

- 복수펌프의 유량, 총수두 

- 복수기 집수정/펌프 출구 

밸브 성능 점검

시험착수 전 또는 

후, 시험절차서,

P&ID 도면, 기기 

명세 및 시험결과

의 비교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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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0.4절 보조급수계통 시험(I)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보조급수계통의 설계목적은 소형파단 냉각재상실사고를 포함한 발전소 비상운전조

건에서 주급수계통이 운전불능인 경우에 노심 내의 붕괴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증기

발생기로 급수를 공급하는 비상냉각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조급수

계통은 발전소 예상 사고조건 하에서 부여된 기능 수행능력을 보증하기 위해 독립적

인 다양한 동력공급원을 가지는 다중의 계열로 구성된다.

현재 사용되는 대다수의 보조급수계통은 모터구동과 터빈구동 펌프로 구성되며,

일부 발전소에서는 디젤구동 보조급수펌프가 사용된다. 또한 보조급수계통은 증기발

생기와 보조급수펌프의 수에 따라 다양한 배열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50% 모터구동 펌프 두 대와 100% 터빈구동펌프 한 대로 구성되었으며, 증기

발생기(3대)에 보조급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배열

나. 50% 모터구동 펌프 두 대와 50% 디젤구동펌프 두 대로 구성되었으며, 교차연

결배관에 의해 모든 증기발생기(2대)에 보조급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배열

다. 100% 모터구동 펌프 두 대와 100% 터빈구동펌프 두 대로 구성되었으며, 교차

연결배관이 존재하지 않아 하나의 계열은 단 하나의 증기발생기에만 보조급수

를 공급할 수 있는 배열

이와 같은 설계 차이점에 따라 사용전검사의 검사대상, 검사 중점사항에 차이가 

있지만 본 검사지침에서는 모터구동 펌프 두 대와 터빈구동 펌프 두 대로 구성된 보

조급수계통의 상온기능시험에 대한 규제검사지침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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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대상

상온조건에서 보조급수계통의 검사대상은 다음과 같이 밸브, 펌프 및 터빈의 성

능, 보조급수작동신호(Auxiliary Feedwater Actuation Signal; AFAS)에 의한 동작

상태와 연동회로 등이 있다.

가. 유량조절 밸브, 보조급수 격리밸브, 증기 공급배관 배수밸브 및 격리밸브 점검

나. 전동기/터빈 구동 펌프 성능시험

다. 보조급수작동신호에 의한 펌프 및 밸브 동작상태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기능

가. 보조급수계통은 주급수계통이 운전불능인 경우를 포함한 발전소 비상 또는 사

고조건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붕괴열을 제거하기 위해 증기발생기에 비상급

수를 공급하는 공학적 안전설비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작동되며,

한 계열의 단일고장에도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1) 정상 급수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2차 계통 주급수배관의 파단이 발생한 경우

3) 주증기배관의 파단이 발생한 경우

4) 정상 소내 및 소외전원의 상실을 유발하는 사고의 발생

5) 소형파단 냉각재상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보조급수계통은 증기발생기 수위가 저수위에 도달함에 따라 발생되는 보조급수

작동신호 또는 주제어실 및 원격제어반의 수동 조작신호에 의해 기동된다.

다. 또한, 보조급수계통은 증기발생기 수위가 저수위에 도달함에 따라 독립적으로 

발생되는 다양성보호계통 신호에 의해 기동된다.

라. 이외에도 보조급수계통은 “가” 항의 운전조건 하에서 손상된 증기발생기로의 공

급유량을 수동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

2. 안전설계사항

보조급수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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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 제16조(설비의 공유), 제25조(원자로제어실 등), 제29조(잔열제거설비), 제

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와 안전심사지침 10.4.9절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설

계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동 계통은 해당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보조급수계통 

내의 단일고장과 동시에 주급수관 혹은 주증기관의 파단 사고 발생 시에도 건전

한 증기발생기로 적절한 급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보조급수계통은 발전소 비상 운전 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을 냉각시키기 위해 증기

발생기로 급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다중적인 계통으로 구성되어야 하

며, 또한 본 계통 내 단일기기 고장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증기발생기 한 대

와 연결된 급수 배관 가상 파단을 가정하여 안전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과도 혹은 사고 상태 기간 동안 보조급수계통은 최소 요구 급수 유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라. 사고 후 운전원의 조치 없이 보조급수작동신호에 의하여 보조급수계통은 자동으

로 기동되어야 하며 아울러 수동 작동수단도 갖추어야 한다.

마. 보조급수계통은 발전소 정상기동 및 정지 시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중에너지 배

관계통으로 분류된다.

바. 증기발생기의 압력 저하 시 보조급수 펌프가 최대 토출(Runout flow) 조건이 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 증기발생기로 보조급수 공급 시 증기발생기에 가열되지 않은 보조급수 유입으로 

인한 수격현상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아. 계통의 기기 및 배관은 소내․외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계통의 필수부분을 보

호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충분히 분리되고 차폐되어야 한다.

자. 고에너지 또는 중에너지 배관의 파단 혹은 균열에 의해 초래되는 배관 휩 및 고

속 충격에 대해 동 계통은 보호되어야 한다.

차. 비필수 장비 및 기기들의 고장으로 인해 계통의 필수기능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카. 동 계통은 동력공급원의 다양성을 가져야 하며, 이는 하나의 교류전원 공급원과 

다른 하나의 증기 또는 직류전원 공급원을 동시에 갖도록 하는 등, 정해진 동력

공급원을 갖춤으로써 계통의 성능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타. 비정상적인 고수위동안 적절한 방호(예상최대홍수를 고려한 적절한 보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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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파. 과도한 누설 또는 기기 오동작의 경우 감지, 수집, 계통누설제어 및 계통의 일부

를 격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하. 운전성 시험을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거. 계통이 적절히 운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계측 및 제어설비가 마련

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상온기능시험 조건에서 보조급수계통의 검사내용은 안전설계사항 중 계통설계 및 

기기 성능의 주요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세부 검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밸브(유량조절밸브, 보조급수격리밸브, 증기공급배관의 배수밸브 및 격리밸브 

등)의 성능시험

1) 밸브의 행정시험, 고장안전기능 등 밸브 고유의 성능확인

나. 전동기/터빈 구동 펌프의 성능시험

1) 펌프 성능 시험 확인

2) 펌프 성능곡선 확인을 위한 유량 및 수두상태 확인

3) 현장/주제어실/원격정지제어반에서의 펌프 기동성 및 지시상태 확인

4) 펌프 흡입압력 저/고압 경보상태 확인

5) 펌프 방출압력 저압 경보상태 확인

6) 펌프 출구온도 고온 경보상태 확인

다. 보조급수작동신호에 의한 펌프 및 밸브 동작상태 확인

라. 보조급수펌프 터빈 성능시험

1) 터빈 과속도 정지시험(전기적/기계적 과속도 정지) 상태 확인

2) 터빈 정격회전속도 도달시간 확인

4. 검사 중점사항

가. 보조급수펌프 배출배관의 증기발생기 공급유량 감시계기의 건전성을 확인한다.

나. 보조급수계통이 발전소 사고 후 주제어반 또는 원격정지제어반에서 운전될 수 

있는지 여부와 각 증기발생기에 공급되는 보조급수 유량은 각각의 제어반에 중

복 지시되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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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조급수계통 내에 별도의 운전성 시험을 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

한다.

라. 보조급수펌프가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 요건에 따라 주기적인 시험이 가능하도

록 설계되었는지의 여부와 보수 후 각종 유량조건에서 설계압력까지 성능시험

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각 펌프와 관련하여 상온조건에서 성능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초기기동시험 결과

의 확인을 통해 최소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요건, 즉 정격수두

에서의 정격유량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나. 시험절차서의 판정기준이 안전심사지침 10.4.9 및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과 일

치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다. 시험 초기 조치사항 등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절차서

의 시험을 수행하는 중 단계별 전환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를 평가․확인하여

야 한다.

III. 판정 기준

보조급수계통은 아래와 같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밸브(유량조절밸브, 보조급수격리밸브, 증기공급배관의 배수밸브 및 격리밸브 등)

의 성능은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요구하는 동작시간, 고장안전기능 등 고유의 성

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밸브의 상태가 현장/주제어실/원격정지제어반에 적절히 

지시되고 필요한 경우 경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전동기/터빈 구동 펌프의 성능은 안전성분석보고서와 제작자가 제시한 성능곡선

과 일치되어야 하며, 펌프의 상태가 현장/주제어실/원격정지제어반에 적절히 지

시되고 필요한 경우 경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3. 보조급수펌프 터빈 성능은 제작자가 제시한 시간 이내로 정격유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과속도에 의한 터빈손상을 방지하는 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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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급수작동신호에 의한 펌프 및 밸브 동작상태가 확인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6

조(설비의 공유),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제29조(잔열제거설비), 제41조(시험․

감시․검사 및 보수).

2. 안전성분석보고서 제3장 구조물, 부품, 기기 및 계통의 설계, 제5장 원자로냉각재

계통 및 관련계통, 제10장 증기 및 출력 변환계통, 제14장 초기시험계획

3. KINS/GE-N001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10.4.9 보조급수계통

4. KEPIC MNC 2등급 기기, MND 3등급 기기

5. KEPIC MFB 능동펌프 조립품의 성능검증, MFC 능동밸브 조립품의 성능검증

6. Reg. Guide 1.47, “Bypassed and Inoperable Status Indication for Nuclear Power

Plant Safety Systems"

7. Reg.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

1978. Rev.02

8. NUREG-0635, “Generic Evaluation of Feedwater Transients and Small Break

LOCA in Combustion Engineering Designed Operating Plants.“

9. IEEE-323, “Standard for Qualifying Class 1E Equipment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10. IEEE-344, “Recommeded Practice For Seismic Qualification of Class 1E

Equipment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검사 점검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보조급수

계통

1. 전동기/터빈구동 펌프의 성

능 점검

- 펌프 성능(유량, 차압, 진동)

- 펌프 성능곡선 확인

- 보조급수터빈의 성능 및 

과속도 정지 설정치 확인

시험착수 전 또

는 후, 시험절

차서, P&ID 도

면, 기기 명세 

및 시험결과의 

비교 및 검토

2. 보조급수작동신호 관련 동

작 및 경보장치 점검

- 보조급수작동신호에 의한 

펌프/밸브 동작상태 확인

- 펌프 관련 경보 설정치 시험

3. 계통 유로 밸브 점검

- 행정시간, 고장안전기능 및 

위치지시 확인

- 신호 연동 시험

- 운전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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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0.5절 터빈 및 터빈보조계통 시험(Ⅰ)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터빈 및 터빈보조계통은 증기발생기로 부터 발생한 증기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기에 의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터빈은 고압 및 저

압터빈, 증기실(Steam Chest), 정지밸브와 제어밸브로 구성되어 있고, 터빈 보조계통

의 주요 설비는 터빈 제어유 공급장치, 터빈 윤활유 공급장치, 터빈 축 밀봉장치, 습

분분리재열기와 터빈제어 및 보호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계통의 상온 성능검사는 제작자 설계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현장에 조립․설치

된 계통 및 단위 기기들에 대하여 상온기능 시험조건에서 성능요건의 만족여부와 운

전가능성 입증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가동 중에 사용할 기준 성능의 기초자료를 확

보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2. 검사대상

터빈 및 터빈보조계통의 상온성능시험의 검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터빈보호계통 

나. 터빈 저속회전장치

다. 터빈 제어유 공급장치

라. 터빈배수 및 습분분리재열기 가열증기 계통

마. 터빈 밀봉증기 공급계통

바. 터빈 윤활유 공급장치 

사. 저압터빈 후드 살수공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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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기능

가. 터빈 

터빈은 증기발생기로부터 고온/고압의 증기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역

할을 한다.

나. 터빈 밸브

고압 및 저압터빈 정지밸브는 터빈정지 또는 터빈가동 중 트립신호가 발생할 경

우 고압의 제어유가 배유되고, 내부 스프링 힘에 의해 순간적으로 닫혀 유입되는 

주증기 및 재열증기를 차단시켜 터빈과속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 터빈을 안전하

게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제어밸브는 계통에서 요구되는 전기출력에 따라 각각의 

서보밸브에서 고압의 제어유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제어밸브 개도를 변화시켜 터

빈으로 유입되는 증기량을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다. 터빈제어유 공급장치

터빈제어유 공급장치는 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와 터빈 비상정지장치계통에 고압

의 제어유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라. 습분분리재열기 및 추기계통

습분분리재열기는 습분분리기, 재열기 및 배수조로 구성되어 있고, 고압터빈에서 

팽창된 증기를 저압터빈으로 공급하기 전에 습분을 분리시키고, 재가열하여 습분

을 제거하여 저압터빈으로 공급함으로써 터빈 효율향상 및 내부 구성품의 습분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추기계통은 관련 배관 및 밸브로 구성되며 추

기증기를 고압 및 저압 급수가열기, 탈기기에 공급하여 복수 및 급수를 가열하는 

역할을 한다.

마. 터빈 제어 및 보호 설비

터빈 제어설비는 계통에서 요구하는 전기출력에 따라 터빈을 일정한 속도로 유지

하기 위해 터빈으로 유입되는 증기유량을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터빈을 안

전하게 정지시키는 보호정지장치와 터빈 내부의 비정상적인 고온, 과압 방지장치

가 설치되어 있어 터빈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바. 터빈 윤활유 공급장치

터빈 윤활유 공급장치는 터빈 로터와 베어링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윤활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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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냉각, 터빈-발전기 축계 진동감쇠, 구조물 내부 방청 및 청결유지를 위한 

장치이다. 윤활유 펌프로는 터빈 축 구동 주 윤활유펌프, 교류 전동기 구동 보조윤

활유펌프 및 직류 전동기 구동 비상윤활유펌프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장치로서 저

장탱크, 냉각 및 가열기 및 정화장치 등이 있다.

2. 안전설계사항

가. 터빈 비산물 발생확률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적절한 다중성을 가진 터빈 

과속보호계통을 설치함으로써 터빈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안전성에 중요한 구

조물, 계통 및 기기의 보호에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의 요구조건이 만족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터빈 및 보조계통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불시 발전정지 시 터빈을 안정

적으로 제어하고 계통의 기능상실이나 오동작 등에 의해 발전정지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동감지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또한 터빈에 유입

되는 증기량을 제어 및 차단하는 장치와 터빈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그리

고 고온, 고압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터빈 제어유 공급장치는 터빈의 정상 및 비정상, 정지 등 어느 조건에서도 요구

되는 제어유를 고압 및 저압 증기 밸브에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라. 터빈 윤활유 공급장치는 터빈의 정상 및 비정상, 정지 등 어느 조건에서도 요구

되는 윤활유를 터빈발전기 베어링 및 발전기 밀봉유 계통에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 터빈 및 보조계통에 대한 건전성, 성능 및 경년열화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시험, 점검 및 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일반적인 사항

1) 터빈 등 단위기기 명판에 기재된 사항이 설계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2) 시험절차서에 기술된 내용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제작사 지침서 요건을 

적합하게 반영하였는지 여부와 시험절차서에 따라 시험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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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

3) 현장 성능시험 중 발생한 부적합보고서에 대한 처리가 적절하게 처리되었는

지와 미결여부를 확인한다.

4) 운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성능변수 측정 계측장치가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5) 최종적으로 이관된 단위기기 또는 계통에 대한 성능시험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검사수행 사항

1) 터빈 

상온기능 검사는 제어유 공급장치, 윤활유 공급장치, 축 밀봉증기공급 장치,

저속회전 장치, 저압 후드 살수장치 및 제어, 보호설비계통들이 고유한 기능

을 수행하고, 터빈에 증기를 공급하기 전 베어링 및 윤활유 배관을 세정작업

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한다.

가) 터빈 로터를 저속회전 장치로써 초기 기동 중 내부 구성품 및 베어링 등

에서 Rubbing현상 또는 이상음 발생여부

나) 터빈 보호용 비상정지계통(ETS: Emergency Trip System)의 동작상태

- 기계, 전기식 유압구동 밸브들의 동작상태

- 기계, 전기식 다중 트립계통의 개별 및 연동상태 

- 기계식 과속도 장치 구성품의 동작상태

- 주제어실 및 현장 수동정지장치 동작상태 등

다) 저압터빈 배기부  냉각용 노즐 분무상태

라) 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 개폐동작 및 개도 변화상태

마) 터빈 저속회전 장치 자동기동, 정지와 자동 축 물림, 이탈상태

바) 터빈 축 밀봉증기 조절장치에서 조절밸브와 응축기 배기팬 동작상태

사) 터빈 배기 및 배수밸브 개폐연동 상태

2) 터빈 제어유 공급장치

가) 제어유 펌프별 출구 모관압력 유지 및 진동발생 여부

나) 대기 중인 제어유 펌프가 설정된 출구 모관압력에 따라 자동 기동되는 연

동상태 확인

다) 제어유 저장탱크에 설치된 냉각기, 가열기, 흡습기, 축압기 등의 성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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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터빈 윤활유 공급장치

가) 윤활유 펌프별 출구 모관압력 유지 및 진동발생 여부

나) 보조 및 비상윤활유 펌프별가 설정된 출구 모관압력에 따라 자동기동되는 

연동상태

다) 윤활유 탱크에 설치된 냉각기, 가열기, 배기팬 등의 성능

4) 습분분리재열기 및 추기계통

가) 습분분리재열기 배수조의 정상 및 비정상 배출밸브와 역류방지밸브 동작

상태

나) 터빈추기 배관에 설치된 역류방지밸브의 동작상태

4. 검사 중점사항

상온 조건에서 터빈계통의 성능시험은 다음과 같이 관련기기의 성능을 확인하고,

계통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연동되어 있는 기기들의 작동에 대한 운전가능성을 확

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검 결과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성능 요건 및 

안전설계사항, 제작사 지침서상의 요구사항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가. 주증기 정지밸브는 터빈 과속방지를 위하여 동작 성능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개

폐동작 상태와 닫힘동작 시간(증기가 없을 때)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시한 

값 이내인지를 확인한다.

나. 터빈 보호용 비상정지계통의 유압밸브들과 다중화된 트립계통이 원활하게 동작

되는지를 확인한다.

다. 터빈 제어유는 화재방지를 위하여 발화점이 주증기 온도보다 높은 지를 확인하

고, 대기펌프가 모관 설정압력에서 자동 기동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제어유 습

분 및 기타 성분이 기준값 이내인지를 확인한다.

라. 모관 설정압력에서 보조윤활유펌프 및 비상윤활유 펌프의 자동 기동 상태를 확

인한다. 또한 윤활유에 습분 및 기타 성분이 기준값 이내인지를 확인한다.

마. 터빈 축 밀봉증기 공급장치의 조절밸브 응동상태와 응축기 배기팬이 원활하게 

동작되는지를 확인한다.

바. 터빈 배기 및 배수밸브의 개폐연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를 확인한다.

사. 추기배관에 설치된 역류방지밸브는 터빈정지 시 과속을 방지하고, 습분분리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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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배수조 배출 역류방지밸브는 터빈 내부로 배수유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각각 밸브의 동작 신뢰도를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터빈 주증기 및 재열증기 정지밸브에 대한 시험은 밸브별로 실제 개폐동작을 

실시하여 밸브 본체는 물론 관련 유압계통의 성능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나. 현장에 설치된 펌프, 밸브 등 단위 기기에 대한 시험은 실제 동작시험을 수행하

여 Loop Check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현장에 설치된 압력, 온도, 수위 및 진동 측정기 등은 검·교정이 실시되고, 유효

기간 이내인지를 확인한다.

라. 제어유 및 윤활유 대기펌프와 비상펌프의 자동기동시험은 현장 및 중앙제어실

에서 각각 확인한다.

마. 현장의 단위기기에 대한 중요한 시험 및 작동상태가 중앙제어실의 감시창에 표

시되는 지를 확인한다.

바. 상온 성능시험 중에 취득된 현장 Data 기록유지가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Ⅲ. 판정기준

1. “II. 1. 주요기능” 및 “II. 2. 설계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터빈 정지 및 제어 밸브 개폐동작과 개도 변화상태가 안전성분석보고서  허용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3. 터빈발전기 내부 구성품 및 베어링 등에서 Rubbing현상 또는 이상음 발생이 없

어야 한다.

4. 터빈 비상정지계통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 제작자 설계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5. 터빈 저속회전 장치의 자동 기동, 정지와 축 물림, 이탈상태가 정상적으로 동작

하여 제작자 설계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6. 터빈 축 밀봉증기 조절밸브 동작과 응축기 내부압력 유지상태가 정상적으로 동

작하여 제작자 설계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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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어유 및 윤활유 펌프 작동상태와 성분은 제작자 지침서 또는 시험 절차서의 

허용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8. 습분분리재열기 배수조 배출밸브와 역류방지밸브 및 추기관 역류방지밸브가 동

작신호에 따라 개폐동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KINS/GE-N0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 지침서 10.2 및 14장

2. EPRI-URD VOLUME Ⅱ CHAPTER 13(1995년판, 개정 7)

3. 제작사 지침서(GEK 103694 Vol.Ⅲ)

4. KEPIC MT(2000년도판)

5. 표준형원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0.2 및 13.5

6. 표준형원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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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점검표 (1/2)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 터빈계통

. 터빈

. 터빈정지 

및 

제어밸브

. 제어 및 

보호설비

1. 터빈 설계제원과 명판 비교

- 형식, 증기압력, 온도 및 

유량, 출력 등

2. 터빈 운전가능성 확인

- Rubbing 및 이음 등

3. 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 

동작성능  확인 

4. 제어 및 보호설비 성능 

확인

- 비상정지계통(ETS) 동작 

상태 등

5. 터빈 부속설비 성능 확인

- 저압터빈 배기부 살수장치

- 터빈 저속회전 장치

- 터빈 축 밀봉증기 장치 등

- 터빈 배수밸브 개폐연동 등

시험 중 서류 검토

시험 중 현장 확인

시험 중 현장 확인

시험 중 현장 확인

시험 중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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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점검표 (2/2)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 펌프류

. 제어유 

펌프

. 윤활유 

펌프

. 주윤활유 

펌프용 

흡입펌프

. 베어링 

올림 펌프

1. 펌프 운전가능성 확인 

- 입·출 압력, 유량 및 진동 등

2. 펌프 자동연동 확인 

- 비상 및 대기펌프 자동기동

3. 제어유 및 윤활유 성분확인

- 습분함량, 전산가 등

시험 중 현장 

확인

시험 중 현장 

확인

시험 중 서류 

검토

- 밸브류

. 제어밸브

. 차단밸브

. 역류방지   

밸브(추기)

1. 밸브 정적 동작성능 확인

- 밸브 개·폐 상태 등

시험 중 현장 

확인

- 공통사항 1. 시험절차서에 기술된 내용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제작자 설계요건과 유의사항이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2. 현장 성능시험 중 발생한 

부적합사항이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와 종결여부

3. 성능시험에 사용하는 측정기 

기의 검, 교정실시, 유효기간 

확보 및 관리상태의 적절성 

여부

시험 중 서류 

검토

시험 중 서류 

검토

시험 중 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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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0.6절 발전기 보조계통시험(I)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발전기 보조계통은 발전기 고정자 냉각계통과 발전기 가스제어계통 그리고 수소 

밀봉계통으로 구분한다.

발전기 고정자 냉각계통은 고정자 권선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순수의 유량과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순환시키는 폐쇄 냉각계통으로 저장

탱크, 고정자 냉각수펌프, 열교환기, 관련 배관 및 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전기 가스제어계통은 고정자와 회전자 권선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는 매체

로서 수소를 사용하며 발전기 가스압력 조절기, 가스분석기, 가스냉각기/건조기, 가

스 감시장치, 관련 배관 및 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소 밀봉계통은 발전기 케이싱의 수소누설을 방지하는 계통으로 밀봉유펌프, 관

련 배관 및 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계통의 성능검사는 제작자 지침서에 따라 현장에 조립․설치된 주요기기들에 

대하여 상온조건에서 발전기고정자 냉각수펌프, 주밀봉유펌프, 비상 밀봉유펌프 등의 

성능점검 및 관련 밸브들에 대한 동작상태와 발전기 내부의 수소 누설이 우려되는 

부위로써 수소 밀봉링과 하우징 간의 접촉상태를 점검한다. 또한 수소냉각기, 고정자

권선 단부, 고압인출 단부 및 회전자 축 중심공에 대한 개별 누설시험은 물론 최종

적으로 조립이 완료된 발전기에 대하여 공기누설 시험을 수행한다.

2. 검사 대상



가. 발전기 고정자 냉각계통

나. 발전기 가스제어 및 수소밀봉계통

다. 발전기 공기누설시험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기능

가. 발전기 고정자 냉각계통

발전기 고정자 냉각계통은 고정자권선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100% 용량 2대의 고정자냉각수 펌프가 정상운전 중 1대는 운전하고 나머

지 1대는 대기상태를 유지하며, 열교환기 및 여과기를 거쳐 발전기 고정자 권선

에 냉각수를 공급하여 고정자권선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 시키는 역할을 한다.

나. 발전기 가스제어 및 수소밀봉계통

발전기 가스제어계통은 발전기 내부의 열을 냉각시키기 위해 수소를 사용 하

고, 발전기내 수소 순도, 압력 및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발전기 수소밀봉계통은 발전기 회전자와 밀봉링 사이의 유막을 형성하여 축 

방향으로 수소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한다. 밀봉링을 통과한 밀봉유는 수소측과 

공기측으로 분리되어 배유된다. 배유된 밀봉유는 주밀봉유펌프(MSOP)에 의해 발

전기 밀봉계통으로 다시 공급된다. 비상 밀봉유펌프(ESOP)는 MSOP의 모관 압력

이 낮거나 교류 전원 상실시 자동기동 된다.

2. 안전 설계사항

나. 발전기 고정자 냉각계통

1) 발전기 고정자냉각계통은 고정자권선 및 고압부싱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

기 위해 연속적으로 냉각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2) 발전기 고정자 냉각수 압력을 발전기 정상 수소압력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3) 고정자 냉각계통은 정상 및 설계 과도상태에서 냉각수 온도를 허용기준 이내

로 유지하여야 한다.



4) 고정자 냉각수의 전도도, 용존산소 및 pH는 규정된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되

어야 한다.

5) 단일 능동기기가 기능상실 시 대기기기가 신속히 동작하여 계통 기능상실 없

이 단일 능동기기의 보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발전기 가스제어 및 수소밀봉 계통

1) 가스제어 계통은 발전기의 수소 순도 및 압력의 허용기준을 만족 시킬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수소밀봉 계통은 발전기 내부 수소압력보다 높은 압력을 유지하여 수소 누설

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 발전기 공기누설시험

발전기 공기누설 시험은 공기소모량을 이용한 수소 누설률이 규정압력 조건에서 

허용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발전기 고정자 냉각계통과 가스제어 및 수소밀봉 계통은 상온기능 시험 조건에서 

펌프, 밸브, 열교환기 등의 성능 및 연동에 대한 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이 

확인되어야한다.

가. 동 계통 단위기기의 명판에 기재된 사항이 설계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나. 시험절차서에 기술된 내용이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제작사 지침서 요건이 적합

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시험절차서에 따라 시험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한다.

다. 동 계통 설비의 현장 성능시험 중 발생한 부적합보고서에 대한 처리와 종결여

부를 확인한다.

라. 동 계통설비의 운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성능변수 측정장치가 적합하게 설

치되고 교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마. 이관된 단위기기 또는 계통에 대한 성능시험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바. 펌프 동작 상태에 대한 지시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운전 압력, 유량 등을 확

인한다.

사. 펌프 자동기동 시험이 설계요건에 만족되는지를 확인한다.



아. 주요 밸브동작 상태 지시등이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자. 발전기 공기누설시험은 발전기 내부 누설율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펌프 성능(유량, 압력 등) 및 연동이 설계요건에 만족되는지를 확인한다.

나. 고정자권선, 탈염기, 부싱에 공급되는 냉각수의 유량, 압력 및 온도가 설계요건

에 만족되는지를 확인한다.

다. 발전기 공기누설시험은 규정압력 및 규정시간 조건에서 누설율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각 펌프와 관련하여 상온조건에서 성능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초기기동시험 결

과의 확인을 통해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제작사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요건

을 만족하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나. 시험관련 기기 및 장비들이 검·교정이 실시되고 유효기간 이내인지를 확인한다.

다. 시험 초기 조치사항 등이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절차서

에 따라 시험이 적절히 수행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Ⅲ. 판정 기준

1. “II. 1. 주요기능” 및 “II. 2. 안전설계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펌프의 성능은 안전성분석보고서와 제작자가 제시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펌

프의 상태가 현장 또는 MCR에 적절히 지시되고 필요한 경우 경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3. 발전기고정자 냉각수계통과 가스제어 및 수소밀봉 계통의 주요밸브들은 연동에 

의해 동작되고 그 동작상태가 표시등에 표시되어야 한다.

4. 고정자 냉각수 펌프 및 비상밀봉유 펌프는 출구 모관 저압력에 의하여 경보가 

발생되고 대기펌프가 자동기동 되어야 한다.

5. 발전기 공기누설시험은 규정압력 및 규정시간 조건에서 누설율이 허용기준을 만



족하여야 한다.

Ⅳ. 평가결과

1. 검사 점검표

Ⅴ. 참고 문헌

1. KINS/GE-N0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지침서, 10.2절 터빈 발전기

2. KEPIC MTG(터빈/발전기), QAP(원자력 품질보증), MG(일반기계)

3. 표준형원전 P&ID 및 제어도면



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1. 발전기 

고정자 

냉각계통

1. 펌프 운전가능성

- 입·출구 압력, 유량 등

- 펌프 기동/정지 표시등 

2. 펌프 자동기동시험 및 경보

3. 경보

- 발전기고정자권선 냉각수 

고-전도도 

- 발전기고정자권선 냉각수

입/출구 고-온도 

- 고정자 냉각수 입구 저압력

- 발전기고정자권선 냉각수

저-유량 

- 고압 부싱 냉각수 저-유량 

- 여과기 고-차압

- 고정자 냉각수 저장탱크(저

/고-수위)

4. 동작상태 및 성능 

- 밸브 열림/닫힘상태

- 밸브조절상태(유량,압력,온도)

- 탱크 수위

- 열교환기 온도, 등

설치후, 현장입회

검사 

설치후, 현장입회

검사 

설치후, 현장입회

검사 

설치후, 현장입회

검사 



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2. 발전기 

가스제어 및 

밀봉계통

3. 발전기  

공기누설 

시험

1. 펌프 운전가능성 확인

- 입·출구 압력, 유량 등

- 펌프 기동/정지 표시등 

2. 펌프 자동기동시험 확인

- 대기펌프 자동기동

3. 경보 확인

- 저-차압(수소가스/밀봉유)

- 가스제어장치(온도, 압력등)

4. 동작상태 및 성능 확인 

- 밸브 열림/닫힘상태

- 차압(수소가스/밀봉유)

1. 공기누설시험 확인

- 규정압력 

- 시험시간

- 누설율 : 허용기준이내

설치후, 현장입회  

검사

설치후, 현장입회  

검사

설치후, 현장입회  

검사

설치후, 현장입회  

검사

설치후, 현장입회  

검사



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4. 공통사항 1.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제작사 
지침서 요건이 시험 절차서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2. 현장 성능시험 중 발생한 부
적합보고서에 대한 처리가 적
절하게 처리되었는지 와 종결
여부

3. 성능시험에 사용하는 측정기 
기의 검․교정실시, 유효기간 
확보 및 관리상태의 적절성

시험착수 전 또는
후, 시험절차서,
P&ID 도면, 기기 
명세 및 시험결과
의 비교 및 검토

“

“



지 침 번 호 KINS/GI-N03

분 류 번 호 2.10.7

개 정 번 호 3

발 행 일 자 2017.12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상온)검사지침

분류번호 : 2.10.7

제 목 : 보조증기계통 시험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제․개정 

번   호

작   성 확   인 부  분   개  정

성 명 일 자 성 명 일 자 쪽 작성자 확인자 일자

0

1 박창규 ‘10.7 금오현 ‘10.7

2 신병수 ‘13.4 도규식 ‘13.4

3 김상재 ‘17.12 민복기 ‘17.12

4



- 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상온)검사지침

제2.10.7절 보조증기계통 시험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보조증기계통은 발전소 기동, 정지 및 정상운전시 터빈건물 및 보조건물에 설치된 

기기들에서 요구되는 보조증기를 공급하도록 설계되며, 또한 보조증기계통은 원자로건

물 및 핵연료건물에도 증기를 공급한다. 한 호기가 정지하고, 다른 한 호기가 기동시

에 정지된 호기로부터 증기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보조보일러로부터 보조증기를 공급

받는다.

동 계통의 상온 성능검사는 제작자 설계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현장에 조립․설치

된 주요 기기들에 대하여 상온기능 시험조건에서 보조보일러 및 부속기기(급수펌프,

연료펌프, 송풍기 및 관련 밸브 등)의 성능을 확인하여 관련 요건을 만족하는지 점검

한다.

2. 검사 대상

보조증기계통의 상온성능시험의 검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펌프의 성능

나. 보조증기 관련 밸브 작동 가능성

다. 관련 배관 및 밸브의 기능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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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증기계통은 정상 운전중에 붕산 농축기, 가스 탈기기 및 온수 열교환기에 보

조증기를 공급할 수 있으며, 기동 또는 정지 시에는 터빈 밀봉, 주 탈기기 및 주급수

펌프와 보조급수펌프 터빈 시험 등에 보조증기를 공급한다. 발전소 정상 운전중에는 

주증기계통에서 증기를 공급하며, 보조증기 모관은 공용 배관으로 2개 호기에 연결되

어 있어 한 호기는 정상 운전되고, 다른 호기가 정지 및 기동시에는 정상 운전중인 호

기의 주증기계통에서 보조증기 모관을 통해 다른 호기로 증기를 공급한다. 또한 한 호

기가 정지하고, 다른 한 호기가 기동시에 정지된 호기로부터 증기를 공급받지 못하므

로, 보조보일러로부터 보조증기계통에 증기를 공급하며 보조보일러 급수는 탈기기를 

통과한 후 보조보일러에 공급된다. 동일 부지 내 다수 원전이 위치한 경우 인접한 4개 

호기가 공통 모관을 통하여 필요한 호기에 보조증기를 공급하기도 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보조보일러와 주증기 계통은 공유한 호기들에서 요구되는 보조증기를 충분히 공

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보조보일러 트립신호 발생 시 연료공급 차단밸브가 신속히 닫혀 보조보일러가 

안전하게 정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보조보일러는 과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밸브와 같은 보호장치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보조증기계통에 대하여 상온기능 시험조건에서 보조보일러, 펌프, 송풍기 및 관련 

밸브 등의 운전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이 확인되어야 한다.

가. 시험절차서에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제작사 지침서 요건이 적합하게 반영되었

는지 여부와 시험절차서에 따라 시험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응축수 회수펌프의 연동이 설계요건에 만족되는지 확인하고 이때 상태 지시

등이 적합하게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다. 보조증기 공통배관 차단밸브, 역지밸브 등 주요 밸브의 동작상태(열림 및 닫

힘)와 연동이 설계요건에 만족되는지 확인하고 상태 지시등이 적합하게 작동

되는지 확인한다. 또한, 응축수 저장탱크 수위 및 방사능, 보조증기모관의 압

력 이상에 따라 경보가 적합하게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라. 보조증기계통 유로의 밸브가 구동원 상실시 닫힘을 확인하고, 닫힘 신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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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밸브 닫힘 시간이 설계요건 및 관련기준에 만족되는지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동 계통의 보조보일러 용량, 주요 펌프 및 송풍기의 성능(압력, 유량 등)과 응축

수 회수펌프의 연동이 설계요건에 만족되는지 확인한다.

나. 트립신호 발생 시 보조보일러가 비상정지 및 안전장치에 의해 안전하게 정지되

는지를 확인한다.

다.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동작시간과 주요 밸브의 연동에 의한 동작 상태를 확인한다.

라. 보조증기 공통배관 차단밸브, 역지밸브 등 주요 밸브의 동작상태(열림 및 닫힘)

와 연동기능이 설계요건에 만족되는지 확인하고 상태 지시등이 적합하게 작동

되는지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없음 

III. 판정기준

1. “II. 1. 주요기능” 및 “II. 2. 안전설계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보조보일러 가동 후 주요 운전변수가 설계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 보조보일러 트립신호 발생 시 연료공급 차단밸브가 급속히 닫혀 보조보일러가 안

전하게 정지되어야 한다.

4. 주요 펌프 및 밸브의 성능과 연동에 의한 작동은 설계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동

작상태가 현장 또는 MCR에 적절히 지시되어야 한다.

5.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동작 및 전행정시간은 설계요건에 만족되어야 한다.

6. 응축수 저장탱크 수위 및 방사능, 보조증기모관의 압력에 따라 경보가 발생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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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보조증기계통
(상온기능시험)

1. 응축수 회수 펌프 운전가능성  
확인

- 압력, 유량, 진동
- 기동 및 정지 상태지시등
- 응축수 저장탱크 수위에 따른 
펌프 자동기동 및 정지

- 대기펌프 자동기동

2. 계통유로 밸브 작동 상태
- 밸브 개․폐 상태
- 압력조절밸브 동작상태
- 연동신호에 따른 밸브 동작 
및 구동원 상실시 밸브 동작
상태

3. 보조보일러 등 보조증기계통 
기기 작동 관련 지시등 및 
경보 발생 상태

- 기기 작동시 지시 상태 
- 수위 “고-고” 및 “저-저”, 방
사능 “고”에서 경보발생

시험시 현장입회검
사 및 관련 기록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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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1절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제2.11.1절 용수계통시설

제2.11.1.1절 1차기기냉각해수계통 시험(I)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1차기기냉각해수계통은 1차기기냉각수 열교환기에 냉각해수를 공급하는 다중의 독

립적인 안전관련 계열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계열에는 100% 용량 펌프 두 대가 있으

며 이 펌프는 내진범주 I급 기기냉각해수 취수구조물을 통해 최종열제거원으로부터 냉

각 해수를 취수하여 1차기기냉각수 열교환기에 공급한다.

1차기기냉각해수계통의 각 계열에 있는 기기냉각수 열교환기에 흐르는 해수는 어떤 

운전 조건에서도 냉각 능력이 보장되도록 연속적으로 흐른다. 운전중인 펌프 한 대가 

고장나면 동일 계열에 대기중인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하며, 소외전원 상실시 운전중인 

기기냉각해수 펌프는 정지하고 각 계열 당 한 대의 펌프가 1E급 디젤발전기의 부하투

입 순서에 따라 기동한다.

1차기기냉각해수계통의 성능시험에서는 각 계통별 성능 시험을 통해 최종안전성 분

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 및 계통운전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입증․평가한다.

2. 검사 대상

가. 1차기기냉각해수 펌프, 1차기기냉각해수여과망 세척펌프 및 1차기기냉각수 열교

환기의 냉각 해수 측 운전성

나. 모터구동밸브(MOVs)의 운전성

다. 제반 상태표시등(status light)과 계통경보의 작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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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반 지정 컴퓨터 포인트들의 작동성

마. 1차기기냉각해수 펌프 및 해수여과망세척 펌프의 설계 성능

바.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장애/고장 지시창의 기능

사.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작동불능상태 우회 지시 (Bypass Inoperable Status

Indicating : BISI) 기능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내진범주 I급 1차기기냉각해수 취수구조물을 통해 최종열제거원으로부터 냉각해

수를 취수하여 1차기기냉각수 열교환기에 공급한다.

나. 설계기준사고 동안 1차기기냉각수 열교환기에 설계 유량의 해수를 공급한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동 계통의 각 펌프는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시 공학적안전설비에 필요한 냉각 

해수를 100% 공급해야 하며, 각 펌프는 해수 수위가 변해도 충분한 유효유입수

두 조건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동 계통은 어떤 단일기기의 고장으로 인한 노심의 손상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공학적 안전설비계통의 운전에 필요한 냉각수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열제거 능

력을 보장해야 한다.

다. 동 계통은 내진범주 I 설계 요건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내진범주 I은 아니더

라도 파괴로 인하여 충격 혹은 침수를 야기시켜 1차기기냉각해수계통의 필수 기

능을 상실시킬 수 있는 계통내의 기기나 구조물의 부품 및 지지 구조물은 지진 

하중에 파괴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동 계통은 정상 출력운전 및 정지운전 중에 사고조건에 준하는 압력과 유량에서 

계속 운전되므로 사고조건과 비슷한 조건에서 필수 유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마. 동 계통의 주요 기기, 즉 펌프, 밸브, 열교환기 및 배관은 주기적 검사 및 시험

이 용이하도록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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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검사내용

가. 1차기기냉각해수 펌프의 성능 확인

1차기기냉각해수펌프 및 스크린 세척펌프가 정격 유량에서 수두가 설계기준 수

두 이상으로 유지되고, 진동이 허용기준치 이내로 유지됨을 확인한다.

나. 1차기기냉각해수계통 경보 작동 상태 확인

계통 유로의 밸브 조작 상태에 대한 지시등 점등 상태, 1차기기냉각해수펌프 압

력 및 유량 관련 경보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다. 자동제어신호에 의한 계통 기기의 운전 상태 확인

운전중인 1차기기냉각해수펌프 정지시, 대기중인 펌프의 자동기동 연동 및 출구

밸브 닫힘에 의한 자동정지 기능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또한, 공학적안전설비 작

동신호(SIAS)에 의한 기기 자동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라. 1차기기냉각해수계통 회전망 여과기의 운전가능성 확인

회전망 여과기 운전 상태, 여과기와 연동된 세척펌프/밸브 자동 작동의 적절성

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1차기기냉각해수 펌프의 정격유량에서의 정격수두 확인을 비롯하여 최소유량 등 

다양한 유량조건에서 펌프의 성능 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계통이 적절한 설계 계획, 도면 및 설계 사양서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야 한다.

다.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신호를 포함하여 해당 신호에 의하여 조절밸브 및 동력구동 

격리밸브의 위치가 적정 논리대로 동작되는지와 펌프 기동 상태를 평가하여야한

다.

라. 모든 계기(압력, 온도, 유량 등)의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각 펌프와 관련하여 상온조건에서 성능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초기기동시험 결과

의 확인을 통해 최소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성능 요건, 즉 정격유량에서 정

격수두를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나. 시험절차서의 판정기준이 안전심사지침 9.2.1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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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초기조치사항 등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절차서를 수행하

는 중 단계별 전환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를 평가․확인한다.

1) 계통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인 건설종료 시험이 완료되었고, 이와 관련된 품질보

증문서가 시운전 그룹으로 적절히 이관되었는지 확인한다.

2) 계통 관련 배관 세정작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3) 여과기, 계기용 공기공급계통이 운전가능한지 확인한다.

4) 펌프를 운전하기 전에 누설되거나 볼트가 풀려 있거나, 커플링이 적절히 설치되

어 있는지 확인한다.

5) 시험 관련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고 적절히 검․교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동 계통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설계기준 및 계통운전 요건 등을 만

족하여야 한다.

1. 1차기기냉각해수계통 배출 밸브들은 각 핸드 스위치에 의해 수동으로 개폐되고 상

태 표시등 및 발전소감시계통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2. 펌프출구 밸브들이 각 핸드 스위치에 의해 수동으로 개폐되고 상태표시등 및 발전

소감시계통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3. 1차기기냉각해수펌프들이 각 핸드 스위치에 의해 수동으로 기동 및 정지될 수 있

어야 하며 그 상태표시등 및 발전소감시계통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4. 선행 운전중인 펌프의 출구 모관으로부터 출구 저압신호를 받으면 동일 계열의 대

기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되어야 하며, 경보가 발생되어야 한다.

5. 운전중인 펌프가 부하제거 신호를 받으면 정지되어야 하고, 그 펌프가 부하 시퀀

스(순서조정장치)신호를 받으면 펌프 정지 후 제한치 이내에 재기동되어야 한다.

6. 상기 펌프가 기동실패하면 일정시간 후에 동일 계열의 대기 펌프가 자동기동되어

야 한다.

7. 각 계열의 펌프들이 운전되는 경우에 설계시 고려된 유량의 기기냉각해수가 각 계

열의 기기냉각수 열교환기로 공급되어야 한다.

8. 두 계열간 교차연결(cross tie)밸브들은 각 핸드 스위치에 의해 개폐되어야 하며 그 

상태표시등 및 발전소감시계통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 밸브들은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신호와 안전주입 작동신호에 의해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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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펌프들은 설계시 고려된 유량을 각 계열의 1차기기냉각수 열교환기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10. 1차기기냉각수 열교환기 차압은 설계시 고려된 값 이하이어야 한다.

11. 장애/고장 지시창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12. 작동불능 상태지시의 우회기능이 입증되어야 한다.

13. 해수 여과기 세척펌프에 대해서도 상기 요건들 중 적용가능한 요건들이 만족되어

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경수로형 원전(APR-1400)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9.2 용수계통 및 14장 초기시험 

프로그램

2. 경수로형 원전(APR-1400) 계통 설명서

3. 경수로형 원전(APR-1400) 기기냉각해수계통, 기기냉각수계통 및 필수냉수계통 배

관 및 계기 도면

4. KINS/GE-N0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 지침서 9.2절

5. KINS/GI-N13 원자력이용시설의 품질보증검사 지침서

6. KINS/GT-024 안전관련 펌프, 밸브 가동중시험 지침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외적요

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설비의 공유),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제22조(원자로냉

각계통 등), 제24조(전력공급설비), 제29조(잔열제거설비), 제31조(최종 열제거설비),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제44조(신뢰성) 및 제48조(운전제한조건의 설정․조
정 등), 제49조(초기시험)

8.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

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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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로.16)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원자로.09)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9.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2005) MOA “원전가동중시험 - 일반요건”, MOB “펌프 

가동중시험”, MOC “밸브 가동중시험”, MOD “압력방출장치 가동중시험”, MOF

“냉각계통 성능시험”, MOH “동력구동 압력방출밸브 성능시험”

10. Reg.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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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1차 

기기냉각

해수계통 

(상온조건)

1. 1차기기냉각해수 펌프의 

설계성능 확인 

- 유량, 차압, 진동

시험착수 전 또

는 후, 시험절차

서, P&ID 도면,

기기 명세 및 

시험결과의 비

교 및 검토

2. 1차기기냉각해수계통 경보 

작동 상태 확인

- 상태표시등(status light)과 

계통경보의 작동성 확인

-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장애

/고장 지시창의 기능

3. 자동제어신호에 의한 기기 

작동 상태 확인

- 운전중 해수펌프 정지시 

대기중인 펌프 자동기동 

- 출구밸브 닫힘에 의한 해

수펌프 자동정지

- SIAS 신호에 의한 자동 기

동 확인

4. 1차기기냉각해수계통 회전

망 여과기 운전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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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상재 ‘17.12 민복기 ‘17.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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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1.1.2절 1차기기냉각수계통 시험(I)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1차기기냉각수계통은 발전소 정상운전 시에는 특정 보조기기에, 냉각재 상실사고 시

에는 공학적안전설비에 기기냉각수를 공급한다. 이 계통은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계통으로부터 외부로 제어되지 않은 방사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기냉각수를 공

급받는 계통들과 1차기기냉각해수계통 사이에서 중간 방호벽 역할을 하는 폐쇄순환계

통이다.

1차기기냉각수계통은 다중의 독립적인 계열들로 구성되어서 냉각재상실사고 시에는 

일부 안전관련 기기를 포함하여 공학적안전설비에, 그리고 정상운전 시에는 안전관련 

기기 및 일부 비안전관련 기기에 냉각수를 공급한다. 본 계통의 주요 기기는 기기냉각

수열교환기, 기기냉각수펌프, 기기냉각수보충펌프, 완충탱크 및 화학첨가탱크와 관련 

배관, 밸브 및 계측 제어기기 등으로 구성된다. 1차기기냉각수계통의 각 계열은 아래

와 같은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안전관련 열부하를 제거하기 위하여 냉각수를 공급한다.

가. 정지냉각 열교환기 및 정지냉각펌프 최소유량 열교환기

나. 원자로건물 살수 열교환기 및 원자로건물 살수펌프 최소유량 열교환기

다. 비상디젤발전기 냉각기

라. 필수냉방기 응축기

마.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열교환기

따라서 1차기기냉각수계통의 성능검사에서는 각 계통별 성능 시험을 통해 최종안전

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 및 계통운전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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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대상

가. 1차기기냉각수계통

1)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소유량 운전 모드 등에서의 펌프 성능 확인

2) 계통유량 평형 확인

3) 자동제어 신호에 따른 관련 기기들의 동작여부 확인

4) 계통 경보

5) 공학적안전설비 동작신호(안전주입 동작신호, 격납건물살수 동작신호 및 재순환 

동작신호) 신호들에 대한 1차기기냉각수계통의 응답

6) 초기 시험계획에 따른 정상 , 기동 , 정지 및 가상 LOCA 운전모드에서의 계

통운전상태 특성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정상 운전시 원자로 보조기기에 냉각수를 공급하고 비상시에는 공학적안전설비 

계통에 냉각수를 공급한다.

나. 동 계통의 각 계열은 정지냉각 열교환기, 원자로건물 살수 열교환기, 비상디젤발

전기 냉각기, 필수냉동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열교환기 등의 안전관련 기기들

로부터 발생하는 열부하를 제거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냉각수를 공급한다.

다. 1차기기냉각수계통의 비내진 관련 부분은 액체방사성폐기물계통 밀봉수 열교환

기, 붕산농축기, 탈기기, 유출수 열교환기 등 비안전성 관련 열 부하기기들에 냉

각수를 공급한다.

2. 안전설계 사항

가. 동 계통은 지진 및 태풍 등으로부터 방호설계, 침수설계, 비산물 방호설계, 가상 

배관 파단사고와 관련된 동적 효과에 대한 방호설계, 그리고 환경검증설계가 반

영되어야 한다.

나. 1차기기냉각수계통은 냉각재상실사고시 핵연료 또는 노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

여 원자로내의 붕괴열에너지를 정지냉각 열교환기를 통해 1차기기냉각해수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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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소외전원 상실과 동시에 기기의 단일고장을 가정하여 동 계통의 안전정지 기능

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차기기냉각수계통 중 냉각재상실사고 시 작동

이 요구되는 부분은 안전정지지진 동안 및 그 이후에도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라. 발전소 정상운전 중에 능동기기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

계하여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주요 기기의 검사를 위한 설비가 갖추어져야 한

다.

마. 1차기기냉각수계통은 정지냉각계통 및 1차기기냉각해수계통과 함께 원자로의 정

상정지 이후 증기발생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점부터 상온정지 시까지 원

자로냉각재계통을 냉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바. 동 계통은 1차기기냉각해수를 열제거원으로 사용하여 정상운전시 및 기동시와  

운전정지 기간 및 사고 초기 기간 동안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온도의 냉각

수를 공급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 동 계통은 출력운전 동안 방사능 누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보조계통에 신뢰

성 있는 기기냉각수를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아. 1차기기냉각수계통은 방사능 누출시 이를 감지하고, 방사능 누출부위가 격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자. 동 계통은 저열부하 및 1차기기냉각해수의 온도가 극히 낮은 조건 하에서도 1차

기기냉각수의 온도를 항상 설계값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1차 기기냉각수펌프의 수두가 정격 유량에서 허용범위내로 유지되고, 진동이 허

용기준치 이내로 유지됨을 확인한다.

나. 어떤 단일기기의 고장으로 인한 노심의 손상을 막기 위해 공학적안전설비계통 

운전에 필요한 냉각수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열제거 능력을 보장하는지를 확인

한다.

1) 1차기기냉각수 열교환기의 차압 및 유량 형성 상태를 확인한다.

2) 기기냉각수가 공급되는 계통별 기기냉각수 공급 유량 분배 상태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3) 계통 유로의 밸브의 작동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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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차측기기냉각수 펌프 자동기동 연동 및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신호에 따른 기동 

기능 확인

1) 대기중인 1차기기냉각수 펌프가 운전중인 펌프의 정지신호에 따라 자동으로 

기동되는 기능을 확인한다.

2) 안전주입작동신호(SIAS) 등이 발생하면 기기냉각수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하

하고 관련 밸브들이 작동함을 확인한다.

라. 1차기기냉각수계통 경보의 작동상태 점검

펌프/밸브의 작동 및 고장에 따른 지시등의 점등 상태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가상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 기간과 그 이후에 원자로냉각재로부터 열을 제거

하는데 필요한 1차기기냉각수 유량 평형을 평가한다.

나.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신호(ESFAS) 발생시 계열 당 1대의 펌프가 작동되고 계통의 

비안전 관련 부분은 격리된 상태에서 필요한 유량이 확보됨을 확인한다.

다. 격납건물 내부의 원자로냉각재 펌프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가상의 중에너지 배관

의 파단에 의하여 기기냉각수의 손실이 발생하면 관련 계열의 완충탱크 수위가 

감소하여 저-저 수위 신호가 발생하고, 격납건물내 원자로냉각재 펌프 연결 기기

냉각수배관의 모터구동 격리밸브가 자동 폐쇄되는 기능을 유지함을 확인한다.

라. 본 계통이 계획, 도면 및 사양에 따라 적절히 설치되었음을 확인한다.

마. 밸브의 개폐 및 펌프의 작동이 주어진 신호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지고, 원격구

동밸브가 작동함을 확인한다.

바. 각 펌프에 대해 정격유량에서의 정격수두 확인을 비롯하여 최소유량 등 다양한 

유량조건에서 펌프의 성능 특성을 평가한다.

사. 누설률 시험을 통해 격납건물 관통부의 격리밸브와 체크밸브 성능을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각 펌프와 관련하여 상온조건에서 성능 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초기 기동 시험 

결과 확인을 통해 최소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상의 성능 요건, 즉 정격유량에

서 정격수두를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나. 시험절차서의 판정기준이 안전심사지침 9.2.1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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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 초기 조치사항 등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서를 수행하는 

중 단계별 전환이 기술적으로 타당한 지를 평가․확인한다.

1) 계통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인 건설종료 시험이 완료되었고, 이와 관련된 품질보

증문서가 시운전 그룹으로 적절히 이관되었는지 확인한다.

2) 계통 관련 배관이 세정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순수보충수계통, 질소공급계통, 계기용 공기공급계통이 운전가능한 지를 확인한

다.

4) 펌프를 운전하기 전에 누설되거나, 볼트가 풀려 있거나, 커플링이 적절히 설치되

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5) 시험 관련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고 적절히 검․교정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동 계통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각 핸드 스위치에 의해 동력구동 밸브들이 수동으로 개폐되고, 그 상태가 적절히 

지시되어야 한다.

2. 1차기기냉각수 보충펌프 성능이 설계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3. 1차기기냉각수 펌프 성능이 설계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4. 모든 운전 모드에서 1차기기냉각수계통에 의해 제공되는 각 열부하에 대한 측정유

량은 허용범위(100～110%)이내이어야 한다.

5. 완충탱크 수위 계기들의 규정된 동작이 만족되어야 한다.

6. 원자로냉각재펌프 냉각 격리밸브의 허용 닫힘시간은 분석 시 고려된 규정시간 이

하이어야 한다.

7. 비안전 열부하에 대한 유량 공급모관 및 회수모관 격리밸브, 공통 연결배관 격리

밸브의 허용 닫힘시간은 안전해석에서 고려된 규정시간 이하이어야 한다.

8. 원자로건물 살수 열교환기 및 비상디젤발전기 냉각기 격리밸브의 허용 열림시간은 

안전해석에서 고려된 규정시간 이하이어야 한다.

9. 정지냉각계통 열교환기 격리밸브 허용닫힘시간은 안전해석에서 고려된 규정시간 

이하이어야 한다.

10. 1차기기냉각수 펌프들은 각각의 핸드 스위치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기동, 정지되어

야 하며, 그 상태가 지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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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차기기냉각수 펌프들이 저압신호를 받아 자동 기동되어야 하며, 그 상태가 지시

되어야 한다.

12. 1차기기냉각수 펌프들은 공학전안전설비 동작신호에 의해 동작되어야 한다.

13. 안전주입동작 신호 및 격납건물살수동작 신호에 의해 동작되어야 할 밸브들이 동

작되어야 한다.

14. 재순환 동작 신호에 의해 동작되어야 하는 밸브들은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

다.

15. 완충탱크 압력은 제어밸브 설계시 고려된 압력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16. 1차기기냉각수계통 관련 경보 및 동작상태가 주제어실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경수로형 원전(APR-1400)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9.2 용수계통 및 14장 초기시험 

프로그램

2. 경수로형 원전(APR-1400) 계통 설명서

3. 경수로형 원전(APR-1400) 기기냉각해수계통, 기기냉각수계통 및 필수냉수계통 배

관 및 계기 도면

4. KINS/GE-N0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 지침서 9.2절

5. KINS/GI-N13 원자력이용시설 품질보증검사 지침

6. KINS/GT-N024 안전관련 펌프, 밸브 가동중시험 지침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외적요

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설비의 공유),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제22조(원자로냉

각계통 등), 제24조(전력공급설비), 제29조(잔열제거설비), 제31조(최종 열제거설비),

제34조(방사선방호설비), 제38조(경보장치 등),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제

44조(신뢰성) 및 제48조(운전제한조건의 설정․조정 등), 제49조(초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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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

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

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원자로.16)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에 관한 규정”, (원자로.09)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9.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2005) MOA “원전가동중시험 - 일반요건”, MOB “펌프 

가동중시험”, MOC “밸브 가동중시험”, MOD “압력방출장치 가동중시험”, MOF

“냉각계통 성능시험”, MOH “동력구동 압력방출밸브 성능시험”

10. Reg.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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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1차 

기기냉각

해수계통 

(상온조건)

1. 1차기기냉각수 펌프의 설

계성능 확인

- 유량, 차압, 진동

시험착수 전 또

는 후, 시험절차

서, P&ID 도면,

기기 명세 및 

시험결과의 비

교 및 검토

2. 1차기기냉각수계통 운전성 

확인

- 열교환기 차압 및 유량 

- 기기냉각수 공급 계통별 유

량 분배 상태

- 모터구동밸브(MOVs)의 운

전성 확인

3. 자동제어신호 및 공학적안

전설비 작동신호에 따른 

운전가능성

- SIAS신호에 의한 기기냉각

수펌프 자동기동

4. 제반 상태표시등(status

light)과 계통경보의 작동

성 확인

- 펌프 및 밸브 작동에 따른 

지시등 점등 상태

-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장애

/고장 지시창의 작동



지 침 번 호 KINS/GI-N03

분 류 번 호 2.11.1.3

개 정 번 호 4

발 행 일 자 2017.12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분류번호 : 2.11.1.3

제 목 : 냉방수계통 시험(I)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제․개정 

번   호

작   성 확   인 부  분   개  정

성 명 일 자 성 명 일 자 쪽 작성자 확인자 일자

0

1 고완영 ‘02.04 김병순 ‘02.05

2 이기대 ‘10.7 금오현 ‘10.7

3 신병수 ‘13.4 도규식 ‘13.4

4 김상재 ‘17.12 민복기 ‘17.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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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1.1.3절 냉방수계통 시험(I)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필수냉방수계통(필수냉수계통)은 발전소 모든 운전조건에서 안전성관련 냉각코일

에, 적절한 조건의 냉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갖는다. 필수냉방수계통은 호기당, 계

열당 각각100% 용량의 다중 계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계열은 100% 용량 2대의 

냉동기와 냉수펌프, 각 1대씩의 공기분리기, 압축탱크, 화학약품주입탱크, 관련 배

관, 밸브 및 계측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약품 주입계통과 정상 보충수계통을 제외한 필수냉방수계통은 안전성관련 계

통이며 비안전성관련 계통과는 차단밸브에 의해 격리된다.

필수냉방수계통은 모든 발전소 운전조건 하에 안전성 관련인 주제어실 공기 조

화기, 공학적안전설비 고압 배전반 및 기기실 공기 조화기, 그리고 각 지역냉방기

의 냉각코일에 약 42oF (6oC)의 냉수를 공급한다. 공기분리기와 압축탱크는 온도변

화와 소량의 공기유입으로 인해 계통 내에 발생한 공기를 분리하고 계통수의 수축

과 팽창을 흡수한다. 화학약품주입계통은 배관 부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설치되

어 있으며 계통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화학약품 공급은 수동으로 이루어진

다. 필수냉동기의 응축기는 기기냉각수에 의하여 냉각된다.

필수냉방수계통의 성능시험을 통해 동 계통이 안전성 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

기준 및 계통운전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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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수냉방수펌프 성능

나. 필수 냉동기 성능

다. 관련 기기의 제어, 연동 및 경보 확인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동 계통은 발전소 모든 운전조건에서 안전성관련인 주제어실 공기조화기, 공학

적안전설비 고압 배전반 및 기기실 공기조화기, 그리고 각 지역냉방기의 냉각코

일에 냉수를 공급한다.

나. 공기분리기와 압축탱크는 온도변화와 소량의 공기유입으로 인해 계통 내에 발생

한 공기를 분리하고 계통수의 수축과 팽창을 흡수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필수냉방수계통은 안전성관련 및 내진등급 I로 설계되어 발전소 모든 운전조건

하에서 연속 운전되어야 한다.

나. 단일사고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다중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다. 각 계열의 기기는 독립적인 공학적안전설비(1E급) 전기모선으로부터 전원을 공급 

받는다.

라. 계통 용량은 일차 보조건물내의 주제어실 지역, 공학적안전설비(1E급) 전기기기

실, 비상 노심냉각계통 기기실 및 핵연료건물내의 사용후 연료저장조 냉각 펌프

실로부터 사고기간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최대 열부하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야 한다.

마. 계통의 모든 기기는 관련 KEPIC 코드와 IEEE 표준에 따라 설계되어야한다.

바. 필수냉방수계통은 비산물, 배관타격 및 홍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사. 필수냉방수계통은  계통은 10 CFR 50, 부록 A의 일반설계기준 45와 46에 따라 

계통의 능력과 건전성을 확증하기 위하여 냉동기나 배관과 같은 주요 기기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절한 검사, 압력 및 기능 시험을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아. 본 계통은 모든 발전소 운전조건하에서 6℃(42°F) 이하의 냉수를 공급하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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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검사내용

계통 용량은 일차 보조건물내의 주제어실 지역, 공학적안전설비 고압 배전반  및 기

기실, 비상 노심냉각계통 기기실 및 핵연료건물내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펌

프실로부터 사고기간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최대 열부하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성

능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검사한다.

가. 필수냉방수 펌프의 성능 확인

필수 냉방수 펌프가 정격 유량에서 차압 및 진동이 허용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

한다.

나. 필수냉방수계통 기기의 제어, 연동 및 경보 확인

1) 질소가스에 의해서 가압된 필수냉수계통 압축탱크의 압력이 계통압력의 변동

에도 일정한 범위로 유지됨을 확인한다.

2) 냉동기는 필수냉방수펌프의 기동후 3분 후에 자동으로 기동되고, 펌프가 정

지함에 따라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을 확인한다.

3) 필수냉방수계통 펌프, 냉동기, 밸브 등의 기동/정지에 따른 경보가 적절하게 

발생함을 확인한다.

다. 필수냉방수의 유량 분배 적합성 확인

필수냉방수가 공급되는 각 계통으로 유량분배가 적절한지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확인

1) 계통 내 기기의 동작성능 점검 절차

2) 계통 내 밸브의 성능 시험 절차

3) 허용기준의 적합성

나. 계통 내 기기의 작동시험

1) 펌프의 수동 기동 및 정지시험

2) 펌프의 자동 기동시험 

3) 필수냉동기의 유량 및 냉각능력시험

4) 필수냉동기 응축기 냉각 기기냉각수 공급 제어 기능시험

5) 필수냉수 압축탱크 압력, 수위 제어 기능 적합성

다. 밸브 및 경보시험



- 4 -

연동시험

5. 검사유의사항

가. 각 펌프와 관련하여 상온조건에서 성능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초기 기동시험 결

과 확인을 통해 최소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상의 성능 요건, 즉 정격 수두에

서의 정격 유량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나. 시험절차서의 판정기준이 안전심사지침 9.3.4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다. 시험 초기 조치사항 등이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절차서를 

수행하는 중 단계별 전환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를 평가․확인하여야 한다.

1) 계통의 기계적 혹은 전기적인 건설 종료시험이 완료되었고 이와 관련된 품

질보증 문서가 시운전그룹으로 적절히 이관되었는지 확인한다.

2) 계통 관련 배관 세정작업이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기기냉각계통, 순수보충계통, 질소공급계통, 계기용 공기 공급계통이 운전가

능한지 확인한다.

4) 펌프 운전 전에 누설되거나 볼트가 풀려 있거나 커플링이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시험 관련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고 적절히 검․교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동 계통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 상에서 요구하는 설계기준 및 계통운전 요건 등을 

만족시켜야 한다.

1. 필수냉방수펌프

가. 현장제어반의 수동스위치로 기동 및 정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주제어실 제어반 수동스위치로 기동 및 정지되고 상태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 운전중인 1계열(펌프 및 냉동기)이 정지 시 대기하고 있는 1계열이 자동 동작되

어야 한다.

2. 필수냉동기

가. 주제어실에서 펌프 기동 후 3초 이내에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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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전중 모든 Mode에서 AHU의 냉각코일들의 유량은 설계유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현장제어반의 수동스위치로 기동 및 정지되고 상태가 표시되어야 한다.

라. 현장제어반이 “Remote“ 위치에 있을 때, 냉동기가 동작되고 상태가 표시되어야 

한다.

마. 주제어실 제어반이 “Local“ 위치에 있을 때, 냉동기가 동작되고 상태가 표시되

어야 한다.

바. 각 냉각기(냉방기 또는 냉동기)가 AHU에 6℃ 이하의 냉방수를 계속하여 공급

하여야 한다.

사. “Load shed signal“을 발생시키면 냉각기가 정지되어야 한다.

아. 펌프는 기동신호에 따라 기동되어야 한다.

자. 냉각기는 정지조건에서 정지되어야하고 그 상태가 표시되어야 한다.

차. Reset Timer는 대략 30분에 동작되어야 한다.

3. 밸브 및 경보시험

가. 압력탱크 저수위신호에 따라 순수보충밸브가 열려야 하고 압력탱크 최저수위신

호에 따라 보충수 제어밸브가 열려야 한다.

나. 압력탱크 고수위신호에 따라 순수보충밸브 및 보충수 제어밸브가 닫히고 압력

탱크 최고수위신호에 따라 현장에서 압력탱크 최고수위경보가 발령되어야 한

다.

다. 냉방수 유량이 안전성관련 냉각코일이 요구하는 유량일 때, “냉방수 유량 정상”

표시등이 소등되어야 한다.

라. 냉방수 온도 10±1℃에서 “냉방수 고온”경보가 발령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9장 용수계통, 14장 초기시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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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INS/GE-N0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 지침서

3.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외적요인

에 관한 설계기준),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설비의 공유),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제24조(전력공

급설비), 제31조(최종열제거설비), 제34조(방사선방호설비), 제38조(경보장치 등),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제44조(신뢰성) 및 제48조(운전제한조건의 설

정․조정 등)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5.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일반설계기준 1(품질표준 및 기록), 2(자연현상 방호에 대한 

설계기준), 4(환경 및 비산물에 대비한 설계기준), 5(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

44(냉각수), 45(냉각수 계통의 점검), 46(냉각수 계통의 시험) 및 60(방사성 물질

의 환경누출 통제)



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고

필수냉수계통

(상온 기능 시

험)

1. 필수냉방수 펌프의 성능

- 유량, 차압, 진동

성능시험 

현장입회 

및 

서류검토 

2. 필수냉방수 계통의 기기 제어, 연동 

및 경보 확인

- 필수 냉방수펌프 및 냉동기는 현장 

제어반/주제어실의 수동 스위치로 

기동 및 정지

- 냉방수펌프 기동 정지에 따른 냉동

기의 기동/정지 연동 기능 확인

- 계통의 기기 작동 및 이상 발생시 

경보 발생 기능 확인

3. 필수 냉방수의 유량 분배 적합성 확인

- 냉방수 공급 부하별 필수 냉방수 유

량 분배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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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절     개정 2 - 2010. 7- 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1.2절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시설

제2.11.2.1절 주제어실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시험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주제어실 공기조화계통은 정상운전, 가상 운전 과도상태 및 설계기준사고 동

안 제어실 종사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제어된 대기환경을 제공하고, 제어

실 기기들의 운전성을 돕는 기능을 가진다. 주제어실 공기조화계통은 주제어실 

공기공급 및 재순환부속계통, 비상보충공기정화부속계통, 배기 부속계통, 전산

실 공기조화부속계통 및 연기제거부속계통으로 구성된다.

주제어실 공기조화계통의 성능검사에서는 동 계통이 설계기준 및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의 설계요건에 맞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며, 화재 및 안

전경보에 동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의 기기 및 계측제어계통이 적절히 동작하는

지를 확인한다.

2.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

다음의 계통과 관련된 안전성 공기조화기, 공기정화기, 댐퍼, 송풍기, 덕트,

계측기 및 부속물 등을 검사한다.

가. 주제어실 공기공급 및 재순환부속계통

나. 비상보충공기정화부속계통

다. 배기 부속계통

라. 전산실 공기조화부속계통 및 연기제거부속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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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기능

가. 모든 운전조건시 주제어실 급기계통은 주제어실 지역의 운전원과 장비에 

적합한 온도 및 습도를 가진 공기를 공급하며, 주제어실 지역의 배기요건을 

만족하면서, 주변지역에 비해 주제어실 지역을 정압(Positive Pressure)으로 

유지한다.

나. 주제어실지역에 배연송풍기가 설치되며 배연송풍기는 순환 덕트에 위치한 

연기감지기 신호를 이용하여 주제어실 운전원에 의해 특정지역으로부터 

연기를 제거한다. 화재발생지역의 배기 및 순환 공기는 격리되고 인접지역

에 약간의 정압을 형성하기 위해 공급댐퍼는 개방된다.

다. 가상 사고시 비상보충 공기정화부속계통은 자동으로 기동되고 격리댐퍼에 

의해 정상운전 경로에서 비상운전 경로로 전환되어 외기 흡입구에서 들어

오는 공기는 비상보충공기정화기를 통해 여과된 후 주제어실 지역에 공급

된다.

라. 정상 운전시 배기 부속계통은 주제어실 지역의 공기를 외부로 배기시키며,

가상 사고시에는 주제어실 지역의 정압유지를 위해 운전정지되고 격리된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발전소 정상운전시 주제어실 공기조화계통은 주제어실을 주위 지역에 비

해 정압상태로 유지시켜 외부 또는 오염 가능지역으로부터 오염공기의 침

입을 감소시킨다.

나. 주제어실 공기조화계통은 비 안전성 관련 덕트 가열기, 가습기, 화장실 및 

주방용 배기 송풍기를 제외하고는 안전성 관련 계통이며 내진범주 I로 설

계한다.

다. 주제어실 공기조화계통의 모든 다중 계통 기기들은 물리적으로 격리되고 

외부와 내부에서 발생되는 비산물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되며, 외부 흡입구 

양쪽 모두 비산물로 부터 방호된다. 동계통의 모든 덕트, 기기와 부속물들

은 비산물과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물 내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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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제어실 공기조화계통의 외기 흡입구에는 방사능 감시기가, 주제어실내에

는 지역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되어 흡입되는 공기의 오염을 탐지하며, 허용 

한계치를 초과시 주제어실에 경보한다.

마. 연기 감지기는 주제어실 급기, 순환 및 외부공기 유입덕트에 설치되어 연

기 감지시 또는 운전원에 의해 유독성 기체가 감지되면 계통은 외기의 보

충 공기 없이 100% 재순환 형태로 수동 전환된다.

바. 외기 흡입구에서 고방사능 감지시 공기의 정화를 위해 정상운전모드에서 

비상운전모드로 자동 전환되며, 운전원은 보다 낮은 방사선 준위를 갖는 외

기 흡입구를 수동으로 선택한다.

사. 주제어실 비상보충 공기정화부속계통은 예상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운전 

가능하여야 하며 주제어실에 적합한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동 계통에는 주제어실 비상보충 공기정화부속계통이 설치되어 있어 이 여

과계통의 활성탄 흡착기를 통해 주제어실내의 공기를 순환시키거나 유입되

는 새 공기를 여과시켜 공기중의 방사능을 제거한다.

아. 주제어실 비상보충 공기정화부속계통은 사고 후 운전하는 동안 기체방사

능이 여과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올 수 없도록 주제어실의 압력을 정압상태

로 유지시킨다.

자. 주제어실 비상보충 공기정화부속계통은 각각 100% 용량의 다중성이고 독

립된 2개의 공기공급 계통으로 되어있다. 각 계통은 독립적이고 Class 1E급 

전원이 공급되고, 서로 다른 계열의 비상 냉방용수계통에 연결되어 있다.

차. 주제어실 지역 내에는 고에너지 배관이 설치되지 않는다.

카. 10 CFR 50 App. A, GDC 19에서 요구하는 주제어실 운전원의 피폭선량

을 전신기준으로 50 mSv 또는 어떠한 신체기관에 대하여 그 상당량 이하

가 되도록 설계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본 시험에 사용될 시험절차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나. 본 시험시 사용되는 시험 계측기들이 검교정되어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점검한다.

다. 계통의 공기조화기(Air Handling Unit)가 수동으로 동작되며 자동모드에서 

관련신호 (예 : 주제어실 비상환기작동신호, 안전주입 기동신호 및 화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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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호 등)에 따라 적절히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라. 주제어실 비상보충 공기정화부속계통(Air Cleaning Unit)의 압력유지 및 

계속 작동 가능시간이 요건에 맞는지 점검한다.

마. 계통의 송풍기 및 댐퍼가 수동 및 자동에 의한 신호를 받았을시 적절히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바. 가열기 및 냉각코일이 수동 및 자동으로 여자 또는 비여자될 수 있는지 

점검한다.

사. 각 AHU/ACU 송풍기의 유량이 설계요건에 맞게 나오는지 점검한다.

아. 공기조화계통의 계장 및 경보기능이 요건에 맞게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자. 시험결과의 만족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차. 시험완료 후 계통의 복구상태를 점검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상기의 주요 기능 및 안전설계 사항을 확인한다.

나. 주제어실의 정압상태를 확인한다.

다. AHU 및 ACU가 관련 신호에 의해 적절히 자동 동작되는지 확인한다.

라. 각 계통의 송풍기 유량이 설계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없 음

III. 판정 기준

가. 시험용 계측기는 관련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검교정되어야 한다.

나. 본 계통의 구성기기의 동작상태가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경보 및 지시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라. 각 AHU의 유량은 설계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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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첨부서류

가.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가. 신고리3,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나. 주제어실 HVAC 시험절차서 9P-C-601-01

다. 신고리3,4호기 Logic Diagrams

라. 신고리3,4호기 P&ID

마. Reg.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 Cooled Nuclear

Power Plants”

바. ANSI N509, “Nuclear Power Plant Air Cleaning Units and Components”

사. ANSI N510, “Testing of Nuclear Air Cleaning Systems”

아. Reg. Guide 1.140,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Normal Ventilation Exhaust System Air Filtering and Absorption

Units of Light-Water Cooled Nuclear Power Plants”

자. Reg. Guide 1.52,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Post

Accident Engineered-Safety-Feature Atmosphere Cleanup System Air

Filtration and Adsorption Units of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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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1/2

검사대상 점검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주제어실 공기조

화 및 환기계통

1.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2. 시험용 계측기의 검교정상

태 점검

                 

3. 각 댐퍼가 핸드스위치 조작

에 의해 동작되는지 점검

4. 각 댐퍼가 자동신호에 의해 

적절히 작동되는지 점검

5. 각 공기조화기(AHU)의 송

풍기가 핸드스위치 조작에 

의해 동작되는지 점검

6. 비상보충 공기정화부속계통

(ACU)이 자동신호에 의해 

적절히 작동되는지 점검

          

7. 각 계통의 송풍기 유량이 

적절한지 점검

                 

8. 주제어실 일부 AHU가 화

재신호에 따라 적절히 동작

되는지 점검

            

9. 비상보충 ACU 가열기의 

전기적 출력이 적절한지 점

검        

10. 덕트가열기가 관련신호에 

따라 여자/비여자 되는지 

점검

시험전/서류검사

          

시험전/서류검사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현장 입회 및 서

류검사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현장 입회 및 서

류검사

          

시험후/서류검사 



검 사 점 검 표

2/2

검사대상 점검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주제어실 공기조

화 및 환기계통

11. 가습기/제습기가 관련신호

에 따라 적절히 작동되는

지 점검

12. 주제어실의 정압유지가 

적절한지 점검

                          

13. ACU/AHU 여과기의 압력 

강하가 적절한지 점검

        

14. ACU/AHU 하우징 누설시

험 및 구조적건전성 시험

이 적절한지 점검

15. 계통계장 기능이 적절한

지 점검

                   

16. 기설정된 Setpoint에서 

경보가 발생되는지 점검

 

17. 비상보충 ACU 가열기 및 

냉각 유니트가 자동신호에 

따라 적절히 작동되는지 

점검

          

18. 주제어실 비상보충 공기

정화부속계통의 계속 작동 

가능 시간이 요건에 맞는

지 점검

19. 계통 복구 상태 점검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현장 입회 및 서

류검사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현장 입회 및 서

류검사 

 

시험후/서류검사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후/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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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1.2.2절  보조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시험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보조건물 공기조화(HVAC)계통은 발전소 정상운전, 운전중 가상사건 동안 및 

예상되는 사고 후에 보조건물 지역에 환기를 유지하고 운전원과 기기에 대해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며 공기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다. 보조건물 공기조화계통은 보조건물 관리지역 공기조화계통, 고에너지배관파

단지역 공기조화부속계통 및 보조건물 청정지역 공기조화계통으로 구성되어 있

으나, 본 검사지침의 적용범위는 보조건물 청정지역 공기조화계통에 한정되며 

보조건물 관리지역 공기조화계통(고에너지배관 파단지역 공기조화부속계통 포

함)의 성능시험에 대한 검사는 검사지침서 제2.11.2.4절(공학적안전설비 공기조

화 및 환기계통 시험)에 따라 수행된다.

보조건물 청정지역 공기조화계통의 성능시험에서는 이들 계통의 운전성을 확

인하고, 안전주입 신호 및 화재신호 발생시에 관련 기기 및 계측제어의 작동성

을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다음의 계통과 관련된 안전성 관련 급기공기조화기, 전기유니트가열기, 배기

송풍기, 배연승압송풍기, 덕트, 댐퍼 및 계측기를 검사한다.

가. 보조건물 청정지역 급기/배기 공기조화부속계통

나. 주증기밸브실 공기조화부속계통

다. 냉동기실 공기조화부속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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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보조건물 청정지역 공기조화계통은 기계, 배관 및 조명으로 인하여 건물 내

에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고, 청정지역으로 운전원이 접근하기 위한 환기 및 

기기운전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나. 보조건물 청정지역 공기조화계통은 비정상 상태시에도 전원이 사용가능하

면 정상시와 동일하게 운전한다.

2. 안전 설계사항

본 계통은 비안전계통으로서 정상운전시와 정지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설계기

준을 갖고 있다.

가. 보조 건물내의 공기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여 운전원 접근, 기기 및 계장계통 

운전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나. 운전원에 대한 피폭선량을 10 CFR 50 App. A, GDC 19의 허용치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충분하게 환기한다.

다. 공기 유동 방향을 저준위 부유 방사능 지역에서 고준위 부유 방사능 지역

으로 유도한다.

라. 보조건물로부터 배기되는 공기의 방사성 오염 물질을 감시한다.

마. 보조건물 배연송풍기 및 배연승압송풍기가 설치되어 본 계통에서 공조되는 

비오염지역의 화재시 또는 화재 진압후 발생 연기를 외부로 배기한다.

바. 보조건물 청정구역 공기조화계통의 모든 안전성관련 기기는 내진범주 I로 

설계되고, 설계기준지진 후 기능을 유지한다. 급기와 배기 구조물은 소내 

및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비산물로부터 보호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본 시험에 사용될 시험절차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나. 본 시험시 사용되는 시험 계측기는 검교정되어 있으며 유효기간내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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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점검한다.

다. 계통의 공기조화기(Air Handling Unit) 및 공기정화기(Air Cleaning Unit

)가 수동으로 동작되며 자동모드에서 관련신호에 따라 적절히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라. 보조건물 공기조화계통의 계속 작동 가능시간이 요건에 맞는지 점검한다.

마. 계통의 송풍기 및 댐퍼가 수동 및 자동에 의한 신호를 받았을시 적절히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바. 가열기 및 냉각코일의 수동 및 자동으로 여자 및 비여자될 수 있는지 점

검한다.

사. 각 AHU/ACU 송풍기의 유량이 설계요건에 맞게 나오는지 점검한다.

아. 공기조화계통의 계장 및 경보기능이 요건에 맞게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자. 시험결과의 만족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차. 시험완료 후 계통의 복구상태를 점검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상기의 기능 및 안전설계 사항을 확인한다.

나. 보조건물 환기계통이 관련 신호에 의해 적절히 동작되는지 확인한다.

다. 각 계통의 송풍기 유량이 설계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없 음

III. 판정기준

가. 보조건물 송풍기의 운전이 설계사양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보조건물 환기계통 팬 및 댐퍼가 안전주입신호 및 화재신호 발생시 적절

히 설계된 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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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첨부서류

가.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가. 신고리3,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나. 보조건물 HVAC 시험절차서 9P-C-613-01

다. 신고리3,4호기 Logic Diagrams

라. 신고리3,4호기 P&ID

마. Reg.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 Cooled Nuclear Power

Plants”

바. ANSI N509, “Nuclear Power Plant Air Cleaning Units and Components”

사. ANSI N510, “Testing of Nuclear Air Cleaning Systems”

아. Reg. Guide 1.140,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Normal

Ventilation Exhaust System Air Filtering and Absorption Units of

Light-Water Cooled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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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검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보조건물 공기조

화 및 환기계통

1.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2. 시험용 계측기의 검교정상

태 점검

                 

3. 각 댐퍼가 핸드스위치 조작

에 의해 동작되는지 점검

4. 각 댐퍼가 자동신호에 의해 

적절히 작동되는지 점검

5. 각 AHU/ACU 팬이 핸드스

위치 조작에 의해 동작되는

지 점검

6. 각 AHU/ACU 송풍기가 관

련 신호에 따라 적절히 작

동되는지 점검

7. 각 지역냉방기 송풍기가 핸

드스위치 조작에 의해 동작

되는지 점검

8. 각 지역냉방기 송풍기가 자

동신호에 의해 적절히 작동

되는지 점검          

9. 덕트가열기가 관련신호에 

따라 여자/비여자 되는지 

점검

10. 가습기가 관련신호에 따

라 적절히 작동되는지 점

검

시험전/서류검사

          

시험전/서류검사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후/서류검사

          

시험후/서류검사 



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검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보조건물 공기조

화 및 환기계통

11. 전기유니트가열기가 핸드

스위치 조작에 의해 여자/

비여자 되는지 점검

12. 전기유니트가열기가 관련 

신호에 따라 여자/비여자 

되는지 점검

13. 각 계통의 송풍기 유량이 

적절한지 점검            

                          

14. AHU/ACU 여과기의 압력 

강하가 적절한지 점검

       

15. AHU/ACU 하우징 누설시

험 및 구조적건전성 시험

이 적절한지 점검

16. 계통계장 기능이 적절한

지 점검

                   

17. 기설정된 Setpoint에서 

경보가 발생되는지 점검

 

18. 보조건물 ACU의 계속 작

동 가능 시간이 요건에 맞

는지 점검

19. 계통 복구 상태 점검

       

시험후/서류검사

시험후/서류검사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현장 입회 및 서

류검사  

시험후/서류검사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후/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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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1.2.3절 핵연료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시험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핵연료건물 공기조화계통은 정상운전, 예상된 운전 과도상태 기간 동안 및 

핵연료 취급사고 이후 종사자의 출입을 허용하고, 방사성 공기를 제어하고 핵

연료 저장조 지역의 환기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핵연료건물 공기조화계통

은 핵연료취급지역 정상공기조화부속계통 및 비상공기조화부속계통으로 구성된

다.

핵연료건물 공기조화계통의 성능검사에서는 동 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그 기능이 설계기준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설계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

다.

2. 검사 대상 

다음의 계통과 관련된 안전성 관련 급기공기조화기, 배기공기정화기 및 지역

냉방기, 덕트, 계측기 및 부속물을 검사한다.

가. 핵연료취급지역 정상공기조화부속계통

나. 핵연료취급지역 비상공기조화부속계통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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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핵연료취급지역 정상공기조화부속계통 및 비상공기조화부속계통은 핵연료 

건물내의 종사자와 기기들에 대해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며, 방사능 오염공

기가 대기 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핵연료취급 및 저장지역을 약간 부압으

로 유지한다.

나. 고방사능 신호 감지시 정상배기 공기 정화기 트립과 동시에 비상배기공기

정화기가 자동으로 기동되어 방사성 부유 핵분열생성물이 외부로의 방출되

기 전에 고효율입자여과기 및 활성탄흡착기를 통과시켜 여과한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핵연료건물 공기조화계통 중 안전성 관련 계통은 소외전력 상실사고 및 기

기의 단일 능동고장 사고시에도 가동될 수 있도록 다중성과 전기적 분리가 

되어 있다.

나. 핵연료건물 공기조화계통은 정상운전 및 핵연료 사고시에도 핵연료건물을 

부압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 고방사능이 감지되었을 때 실내공기는 누출된 방사능 입자가 여과되지 않

은 상태로 누설되지 않도록 활성탄흡착기가 설치된 비상공기정화기를 통과

한다.

라. 모든 안전성관련 기기는 내부 비산물, 배관파단, 제트충격과 인접한 비내진

계통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마. 핵연료건물 비상공기조화부속계통과 사용후 연료 저장조 냉각 펌프실의 지

역냉방기는 안전성 관련기기이며 내진범주 I로 설계된다.

바. 핵연료취급지역의 안전성관련 기기는 Class 1E의 전력을 공급받도록 설계

된다.

3. 세부검사내용

가. 본 시험에 사용될 시험절차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나. 본 시험시 사용되는 시험 계측기는 검교정되어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지 점검한다.

다. 핵연료건물 공기조화계통이 연료건물을 부압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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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 핵연료취급지역 정상공기조화부속계통 및 비상공기조화부속계통의 용량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마. 안전주입 신호 발생시 관련 기기 및 계측제어의 운전가능성을 확인한다.

바. 비상배기 공기정화기의 계속 작동 가능시간이 요건에 맞는지 점검한다.

사. 계통의 송풍기 및 댐퍼가 수동 및 자동에 의한 신호를 받았을시 적절히 작

동되는지 확인한다.

아. 가열기 및 냉각코일의 수동 및 자동으로 여자 및 비여자될 수 있는지 점검

한다.

자. 각 AHU/ACU 팬의 유량이 설계요건에 맞게 나오는지 점검한다.

차. 시험결과의 만족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카. 시험완료 후 계통의 복구상태를 점검한다.

4. 검사중점사항

가. 핵연료건물이 약간의 부압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나. 핵연료건물 공기조화계통이 설계요건대로 운전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

다. 핵연료건물 공기조화계통의 팬 및 댐퍼가 FBEVAS, SIAS 신호 발생시 적절

히 설계된 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없 음

III. 판정기준 

가. 핵연료건물이 약간의 부압이 유지되어야 한다.

나. 핵연료건물 공기조화계통이 설계요건대로 운전되어야 한다.

다. 핵연료건물 공기조화계통의 팬 및 댐퍼가 FBEVAS, SIAS 신호 발생시 적절

히 설계된 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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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첨부서류

1. 검사 점검표

V. 참고문헌 

가. 신고리3,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나. 핵연료건물 HVAC 시험절차서 9P-C-604-01

다. 신고리3,4호기 Logic Diagrams

라. 신고리3,4호기 P&ID

마. Reg.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 Cooled Nuclear

Power Plants”

바. ANSI N509, “Nuclear Power Plant Air Cleaning Units and

Components”

사. ANSI N510, “Testing of Nuclear Air Cleaning Systems”

아. Reg. Guide 1.140,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Normal Ventilation Exhaust System Air Filtering and Absorption Units

of Light-Water Cooled Nuclear Power Plants”

자. Reg. Guide 1.52,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Post

Accident Engineered-Safety-Feature Atmosphere Cleanup System Air

Filtration and Adsorption Units of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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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검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핵연료건물 공기

조화 및 환기계

통

1.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2. 시험용 계측기의 검교정상

태 점검

                 

3. 각 댐퍼가 핸드스위치 조작

에 의해 동작되는지 점검

4. 각 댐퍼가 자동신호에 의해 

적절히 작동되는지 점검

5. 각 송풍기가 핸드스위치 조

작에 의해 동작되는지 점검

6. 비상배기공기정화기(ACU) 

팬이 자동신호에 의해 기동

되는지 점검

          

7. 송풍기간의 연동이 적절한

지를 점검 

  

8. 각 계통의 송풍기 유량이 

적절한지 점검

                 

9. 비상배기ACU 가열기의 전

기적 출력이 적절한지 점검

        

10. 유니트 가열기가 핸드스

위치 조작에 따라 여자/비

여자 되는지 점검

11. 가열기가 관련신호에 따

라 적절히 작동되는지 점

검

시험전/서류검사

          

시험전/서류검사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현장 입회 및 서

류검사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현장 입회 및 서

류검사 

          

시험후/서류검사

          

시험후/서류검사 



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검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핵연료건물 공기

조화 및 환기계

통

12. 핵연료건물의 부압 유지

가 적절한지 점검

                          

13. AHU/ACU 여과기의 압력 

강하가 적절한지 점검 

14. AHU/ACU 하우징 누설시

험 및 구조적건전성 시험

이 적절한지 점검

15. 계통계장 기능이 적절한

지 점검

                   

16. 기설정된 Setpoint에서 

경보가 발생되는지 점검

 

17. 비상배기ACU 가열기가 

연동 팬에 의해 자동 여자

/비여자 되는지 점검

          

18. 송풍기와 격리댐퍼의 연

동관계 점검

19. 핵연료건물 비상 공기조

화부속계통의 계속 작동 

가능 시간이 요건에 맞는

지 점검

20. 계통 복구 상태 점검

       

시험시/현장 입회 및 서

류검사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현장 입회 및 서

류검사 

          

시험후/서류검사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후/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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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1.2.4절 공학적안전설비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시험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공학적안전설비 공기조화(HVAC)계통은 비상디젤발전기지역 공기조화계통,

보조건물 관리지역 공기조화계통(고에너지배관파단지역 공기조화부속계통 포

함), 전기 및 계측제어기기실 공기조화계통, 1차측기기냉각해수취수구조물 및 1

차측기기냉각수열교환기건물 공기조화계통으로 분류된다.

공학적안전설비 공기조화계통의 성능검사에서는 이들 계통들이 설계기준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요건에 맞게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를 확인한다.

2.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

다음의 계통과 관련된 안전성 관련 공기정화기, 공기조화기, 지역냉방기, 송

풍기, 전동기, 댐퍼, 덕트가열기, 유니트가열기, 덕트, 계측기 및 부속물을 검사

한다.

가. 비상디젤발전기지역 공기조화계통

나. 보조건물 관리지역 공기조화계통(고에너지배관파단지역 공기조화부속계통 

포함)

다. 전기 및 계측제어기기실 공기조화계통

라. 1차측기기냉각해수취수구조물 및 1차측기기냉각수열교환기건물 공기조화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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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기능

가. 비상 디젤발전기지역 공기조화계통

비상 디젤발전기지역 공기조화계통은 비상 디젤발전기실, 연료유 일일 

탱크실 및 윤활유 탱크실 및 디젤연료유저장탱크실내의 기름 냄새를 적절

히 배출하고, 관련지역의 설계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전소 모든 운전 

조건 하에서 운전되며, 덕트 관통벽에 방화 댐퍼가 설치되어 CO2 소방계

통의 작동시 방화 댐퍼로 격리하는 기능을 가진다.

나. 보조건물 관리지역 공기조화계통

1) 보조건물 관리지역 공기조화계통은 보조건물내의 방사능 오염지역의 

온도, 압력 및 방사선준위를 허용치 이내로 유지하며, 각 지역을 적정 

실내온도로 유지되도록 한다. 안전성관련 지역냉방기는 안전정지지진 

이후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한다.

2) 고에너지배관파단지역 공기조화계통은 방사능 오염지역의 온도, 압력 

및 방사선준위를 허용치 이내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고에너지배관 

파단지역의 급기를 여과하고 배기는 대기로 방출되기 전에 공기정화기

를 통하여 방사성물질이 건물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전기 및 계측제어기기실 공기조화계통

전기 및 계측제어기기실 공기조화계통은 전기와 계측제어기기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고, 운전원을 위한 적절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축전지실내에 축전지가 충전되는 동안 송풍기는 축전지실의 수소 농도를 

허용제한치 이내로 유지시키기 위해 수동으로 기동된다.

라. 1차측기기냉각해수취수구조물 및 1차측기기냉각수열교환기건물 공기조화계

통

1차측기기냉각해수취수구조물 및 1차측기기냉각수열교환기건물 공기조화계

통은 기기 운전 및 작업자의 검사와 정비에 필요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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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설계사항

가. 비상 디젤발전기지역 공기조화계통

1) 본 계통은 비상 디젤발전기실 및 관련 지역의 설계 온도를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2) 본 계통은 내진범주 Ⅱ 요건을 따르는 비안전성 관련 전기유니트 가열기

를 제외하고는 안전성관련이며 내진범주 I 요건에 따라 설계된다.

3) 계통 기기는 관련 디젤발전기와 연결된 1E급 전기모선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다.

4) 모든 기기, 덕트, 덕트 부속물, 흡입 및 배기구는 비산물 방호 구조물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 보조건물 관리지역 공기조화계통

1) 보조건물 관리지역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를 제어하는 기능을 하며, 소외전원상실사고와 동시에 능동기기 단일고장

을 가정해도 1차측기기냉각수펌프실, 배관격실 등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안전성관련 기기는 내진범주 I급에 속하고 1E급 전원에 연결된다.

3) 계통의 비안전부분 또는 비내진등급계통의 고장이 제한된 전신피폭 또는 

소외허용량을 초과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한다.

4) 보조건물 관리지역은 주변에 비하여 약간의 부압을 유지하며, 공기는 대

기로 방출되기 전에 여과된다.

5) 고에너지배관파단지역을 주변지역에 비해 부압으로 유지하여 건물내 오

염공기의 누출을 방지한다.

다. 전기 및 계측제어기기실 공기조화계통

1) 안전성 관련 기기는 내진범주 I급에 따라 설계되며, 비상운전에 필수적인 

모든 제어, 계장 및 밸브들은 축전지원 1E급 전원에 의해서 작동된다.

2) 축전지실내에 축전지가 충전되는 동안에, 송풍기는 축전지실의 수소 농도

를 허용 제한치 이내로 유지시키기 위해 수동으로 기동한다.

3) 각 전기기기실에 공급된 지역냉방기들은 온도감지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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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차측기기냉각해수취수구조물 및 1차측기기냉각수열교환기건물 공기조화

계통

1) 안전성관련 송풍기, 댐퍼, 덕트설비 및 지지대는 안전정지지진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된다.

2) 안전성관련 공조기기는 침수 방호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3) 안전성관련 기기는 1E급 전원에 연결된다.

4) 비상운전에 필수적인 모든 제어, 계장 및 밸브들은 축전지지원 1E급 전원

에 의해서 작동된다. 축전지뿐만 아니라 예비전원으로 대체교류전원이 장

기간 발전소 정전기간동안 공급된다.

3. 세부검사내용

가. 비상 디젤발전기실 공기조화계통

1) 본 시험에 사용될 시험절차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2) 본 시험시 사용되는 시험 계측기는 검교정되어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지 점검한다.

3) 각 부계통의 송풍기는 수동으로 동작되며 또한 자동모드에서 관련신호 (예:

디젤발전기 기동신호 등)에 따라 적절히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4) 가열기가 수동 및 자동으로 여자 및 비여자될 수 있는지 점검한다.

5) 고온/저온 실내 온도시 디젤발전기실 및 D/G 오일저장 탱크실의 경보가 

발생되는지 확인한다.

6) 각 부계통의 댐퍼가 관련 신호를 받았을시 적절히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7) 각 송풍기의 유량이 설계요건에 맞게 나오는지 점검한다.

8) 시험결과의 만족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9) 시험완료 후 계통의 복구상태를 점검한다.

나. 보조건물 관리지역 공기조화계통

1) 본 시험에 사용될 시험절차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2) 본 시험시 사용되는 시험 계측기는 검교정되어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지 점검한다.

3) 계통의 공기정화기(Air Cleaning Unit)와 각 부계통의 송풍기는 수동으로 

동작되며 또한 자동모드에서 관련신호에 따라 적절히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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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열기가 수동 및 자동으로 여자 및 비여자될 수 있는지 점검한다.

5) 지역냉방기가 온도감지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6) 각 부계통의 댐퍼가 관련 신호를 받았을시 적절히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7) 각 송풍기의 유량이 설계요건에 맞게 나오는지 점검한다.

8) 보조건물 관리지역(고에너지배관파단지역 포함)의 부압상태를 확인한다.

9) 시험결과의 만족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0) 시험완료 후 계통의 복구상태를 점검한다.

다. 전기 및 계측제어기기실 공기조화계통

1) 본 시험에 사용될 시험절차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2) 본 시험시 사용되는 시험 계측기는 검교정되어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지 점검한다.

3) 각 부계통의 송풍기는 수동으로 동작되며 또한 자동모드에서 관련신호에 

따라 적절히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4) 가열기가 수동 및 자동으로 여자 및 비여자될 수 있는지 점검한다.

5) 지역냉방기가 온도감지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6) 각 부계통의 댐퍼가 관련 신호를 받았을시 적절히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7) 각 송풍기의 유량이 설계요건에 맞게 나오는지 점검한다.

8) 시험결과의 만족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9) 시험완료 후 계통의 복구상태를 점검한다.

라. 1차측기기냉각해수취수구조물 및 1차측기기냉각수열교환기건물 공기조화계

통

1) 본 시험에 사용될 시험절차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2) 본 시험시 사용되는 시험 계측기는 검교정되어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지 점검한다.

3) 각 부계통의 송풍기는 수동으로 동작되며 또한 자동모드에서 관련신호에 

따라 적절히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4) 가열기가 수동 및 자동으로 여자 및 비여자될 수 있는지 점검한다.

5) 각 부계통의 댐퍼가 관련 신호를 받았을시 적절히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7) 각 송풍기의 유량이 설계요건에 맞게 나오는지 점검한다.

8) 시험결과의 만족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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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험완료 후 계통의 복구상태를 점검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본 계통의 구성기기의 동작상태가 설계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나. 각 계통이 자동 조작 및 정지 신호를 받았을 때 적절하게 작동되는지를 검

사한다.

다. 송풍기의 유량은 설계요건을 만족하는지 검사한다.

라. 각 계통들의 연동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며, 설정된 저유량, 저온 및 고

온신호에서 주제어실에 경보가 발생되는지 확인한다.

마. 보조건물 관리지역(고에너지배관파단지역 포함)의 부압상태를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없 음

III. 판정기준

1. 비상 디젤발전기실 공기조화계통

가. 시험용 계측기는 관련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검교정되어야 한다.

나. 본 계통의 구성기기의 동작상태가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경보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라. 송풍기의 유량은 설계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보조건물 관리지역 공기조화계통

가. 시험용 계측기는 관련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검교정되어 있어야 한다,

나. 본 계통의 구성기기의 동작상태는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경보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라. 송풍기의 유량은 설계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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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조건물 관리지역(고에너지배관파단지역 포함)은 부압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전기 및 계측제어기기실 공기조화계통

가. 시험용 계측기는 관련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검교정되어 있어야 한다,

나. 본 계통의 구성기기의 동작상태는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경보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라. 송풍기의 유량은 설계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4. 1차측기기냉각해수취수구조물 및 1차측기기냉각수열교환기건물 공기조화계

통

가. 시험용 계측기는 관련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검교정되어 있어야 한다,

나. 본 계통의 구성기기의 동작상태는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경보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라. 송풍기의 유량은 설계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IV. 첨부서류

가.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가. 신고리3,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나. 신고리 3,4호기 시험 절차서

   - 9C-M-003, "Centrifugal and Vane Axial Fans Check Out"

- 9C-M-004, "Vibration and Bearing Temperature Monitoring"

- 9C-M-005, "Manual Valve Inspection"

- 9C-M-011, “HVAC Inspection”

- 9C-M-012, “HVAC Sys. Air Balancing”

- 9P-C-602-01, “VD Emergency D/G Area HVAC System”

- 9P-C-603-01, “VE Electrical and I&C Equipment Areas HVA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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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P-C-606-01, “VK Aux. Bldg. Controlled Area HVAC System”

다. 신고리3,4호기 Logic Diagram

라. 신고리3,4호기 P&ID

마. ANSI/ANS N59.2

바. Reg.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 for Water Cooled Nuclear Power

Plants”

사. ANSI N509, “Nuclear Power Plant Air Cleaning Units and Components”

아. ANSI N510, “Testing of Nuclear Air Cleaning Systems”

자. Reg. Guide 1.140,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Normal

Ventilation Exhaust System Air Filtering and Absorption Units of

Light-Water Cooled Nuclear Power Plants”

차. Reg. Guide 1.52,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Post

Accident Engineered-Safety-Feature Atmosphere Cleanup System Air

Filtration and Adsorption Units of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검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 공통

- 비상디젤발전기

지역 공기조화계통

- 보조건물 관리지

역 공기조화계통

1.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2. 시험용 계측기기의 검교정 상태 

점검

3. 각 댐퍼가 관련 신호에 따라 작

동되는지 점검

4. 각 팬이 핸드스위치 조작에 의

해 기동 또는 정지되는지 점검

5. 각 팬이 관련신호에 따라 자동

기동 또는 정지되는지 점검

6. 각 팬의 유량이 적절한지 점검

7. 가열기가 관련신호에 따라 여자

/비여자 되는지 점검

8. 가습기가 관련신호에 따라 여자

/비여자 되는지 점검

9. 기 설정된 Setpoint 에서 경보

가 발생되는지 점검

10. 계통 복구 상태 점검

11. AAC Mode에서 관련 팬이 정

지하는지 점검

12. ACU 여과기의 압력 강하가 

적절한지 점검

13. ACU 하우징 누설시험 및 구

조적건전성 시험이 적절한지 

점검

14. 보조건물 관리지역(고에너지배

관파단지역 포함)의 부압상태 

확인 

시험전/서류검사

시험전/서류검사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

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

장 입회     

시험시/현장 입회 및 서류검

사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

장 입회 

시험후/서류검사

시험후/서류검사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

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

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

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

장 입회

시험시/현장 입회 및 서류검

사 

시험시/현장 입회 및 서류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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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1.2.5절 격납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시험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협조부서 : 리스크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격납건물 공기조화계통은 정상운전 기간 동안 격납건물 내에 설치된 구조물,

기기 및 계측제어 장치를 위하여 제어된 대기환경을 유지하고, 격납건물 종합 

누설률 시험시 격납건물 내의 환경조건을 균일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 격

납건물 공기조화계통은 원자로건물 공기조화계통 및 원자로건물 퍼지계통으로 

구성된다.

격납건물 공기조화계통의 성능검사에서는 동 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그 기능이 설계기준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설계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

다.

2.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 

다음의 계통과 관련된 안전성 관련 송풍냉각기, 공기조화기, 재순환송풍기,

공기정화기, 급기송풍기, 덕트, 계측기 및 부속물을 검사한다.

가. 원자로건물 공기조화계통 

나. 원자로건물 퍼지계통

II. 검사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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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기능 

가. 원자로건물 공기조화계통

원자로건물 공기조화계통은 발전소 정상운전 및 정지기간 동안 기기 및 계

측설비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검사, 시험 및 유지보수 동안에 작업원

에 적합한 환경을 공급한다.

나. 원자로건물 퍼지계통

대용량 퍼지부속계통은 발전소 상온정지상태에서의 핵연료재장전 조작 및 

유지 보수를 위한 발전소 요원들의 원자로건물 출입전 및 기간 동안 적절

한 환경 및 환기를 제공한다.

2. 안전 설계사항

원자로건물 공기조화계통은 비안전성관련 계통이고 원자로건물 퍼지계통 중 

원자로건물 격리부분은 안전성관련이며 이를 제외한 부분은 비안전성 관련이

다.

가. 원자로건물 공기조화계통

1) 정상운전시 격납건물내에 설치된 구조물, 기기 및 계측제어장치를 위해 적

합한 온습도 조건을 유지하도록 설계된다.

2)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시 격납건물내 환경조건을 균일하게 할 수 있도

록 설계된다.

3) 정상전원이 차단되고 원자로가 고온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비상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춘다.

4) 정상운전시 공동내, 노외중성자 감시기 보호관(Thimble) 내부 및 차폐벽의 

제한된 온도조건을 유지하도록 설계된다.

나. 원자로건물 퍼지계통

1) 정상운전 및 정지기간 동안에 원자로건물 출입을 허용하기 위해 원자로건

물의 부유성 핵분열생성물을 제어하는 동시에 외부환경으로의 연간방출량이 

관련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된다.

2) 발전소 사고 종료후 원자로 출입을 위해 원자로건물 대기를 정화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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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설계된다.

3) 계통의 비안전부분 또는 비내진등급 계통의 고장이 제한된 전신피폭 또는 

소외허용선량을 초과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설계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본 시험에 사용될 시험절차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나. 본 시험시 사용되는 시험계측기의 검교정 상태를 점검한다.

다. 각 부계통의 송풍기는 관련신호에 따라 적절히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라. 각 송풍기의 유량이 설계요건에 맞게 밸런싱되는지 점검한다.

마. 본 계통의 격납용기 격리밸브는 CPIAS 또는 CIAS신호를 받을 경우 자동으

로 닫히는지 점검한다.

바. 시험결과의 만족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사. 시험완료후 계통의 복구상태를 점검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본 시험시 사용되는 시험계측기의 검교정 상태를 점검한다.

나. 각 계통의 구성기기는 관련신호에 따라 적절히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다. 격납용기 격리밸브가 관련 신호(예; CPIAS 또는 CIAS신호)를 받을 경우 자

동으로 닫히는지 점검한다.

라. 각 송풍기의 유량이 설계요건을 만족하는지를 점검한다.

5. 검사 유의사항 

없 음

III. 판정 기준 

가. 시험용 계측기의 검교정 상태는 관련코드요건에 만족되어야 한다.

나. 본 계통의 구성기기의 동작상태는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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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격납용기 격리신호발생시 본 계통의 격리밸브는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

라. 송풍기의 유량은 설계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IV. 첨부서류

가.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가. 신고리3,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나. 격납용기 팬 냉각기 시험절차서 9P-C-611-01

다. 격납용기 퍼지계통 시험절차서 9P-C-612-01

라. 신고리3,4호기 Logic Diagrams

마. 신고리3,4호기 P&ID

바. ANSI/ANS N59.2

사. Reg.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 for Water Cooled Nuclear Power

Plants”

아. ANSI N510, “Testing of Nuclear Air Cleaning Systems”



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검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격납건물 공기조

화 및 환기계통

1.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2. 시험용 계측기의 검교정 상

태 점검

                 

3. 각 밸브가 핸드스위치 조작

에 의해 동작되는지 점검

4. 각 댐퍼가 핸드스위치 조작

에 의해 동작되는지 점검

5. 각 댐퍼가 관련 신호에 의해 

적절히 작동되는지 점검

6. 각 송풍기가 핸드스위치 조

작에 의해 동작되는지 점검

7. 각 송풍기가 관련 신호에 의

해 적절히 동작되는지 점검

8. 격리밸브가 자동신호에 의해 

적절히 작동되는지 점검

      

9. 각 송풍기의 유량이 적절한

지 점검

                 

10. 가열기가 관련신호에 따라 

여자/비여자 되는지 점검

11. 기설정된 Setpoint에서 경

보가 발생되는지 점검

  

12. 계통 복구 상태 점검

시험전/서류검사

          

시험전/서류검사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현장 입회 및 서류

검사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후/서류검사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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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1.2.6절 폐기물처리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시험

주관부서 : 방사성폐기물분야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폐기물처리건물 공기조화(HVAC)계통은 정상운전 및 운전 중 예상되는 사고 

후에 건물의 환기를 통하여 온·습도 관리를 함으로서 고체폐기물 용기의 건전

성을 유지하고, 종사자들의 작업환경을 합리적으로 조성한다. 또한 배기체에 의

한 공기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다. 방사성폐기물처리건

물 공기조화계통은 폐기물처리건물 급기계통, 폐기물처리건물 제어구역 공기조

화계통 및 폐기물처리건물 배기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가. 폐기물처리건물 급기계통은 급기 공기조화기와 관련 응축기, 전기 덕트 

가열기, 댐퍼, 덕트 및 덕트 부속물, 그리고 계측제어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기조화기는 전단 여과기, 가열코일, 냉각코일 그리고 급기송풍기

로 구성되어 있다.

나. 폐기물처리건물 제어구역 급기 및 재순환계통은 급기 공기조화기와 관련 

응축기, 제어실 순환 송풍기, 편의실 배기 송풍기, 전기덕트가열기, 댐퍼,

덕트 및 덕트 부속물 그리고 계측제어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기조화

기는 전단 여과기, 가열코일, 냉각코일 및 급기송풍기로 구성되어 있다.

다. 폐기물처리건물 배기계통은 공기정화기, 댐퍼, 덕트 및 덕트 부속물 그리

고 계측제어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정상배기 공기정화기는 전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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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 고효율 입자여과기 그리고 배기송풍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기정

화기 후단에는 방사성물질의 농도의 감시설비를 설치되어 있다.

폐기물처리건물 공기조화계통의 성능검사에서는 동 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

되고, 그 기능이 설계기준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설계요건을 만족하는지

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Radwaste Building Supply Air Handling Units

나. Radwaste Building Exhaust Air Cleaning Units

다. Radwaste Control Area Supply Air Handling Units

라. Radwaste Control Area Recirculation Fans

마. Area Coolers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폐기물처리건물의 공기조화설비계통은 기계 및 조명으로 인하여 건물 내에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고,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어된 대기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종사자의 출입을 위한 환경을 유지시키

는 동시에 방사능 물질이 대기 중으로 유출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저감하는 

역할을 한다.

나. 폐기물처리건물 제어실 지역에 공급된 공기 중 청정지역의 공기는 재순환

되며, 잠재적 오염지역의 공기는 배기팬에 의해 외부로 배기된다.

다. 폐기물처리건물의 배기는 배기 공기정화기를 통해 배출된다.

2. 설계사항

본 계통은 비안전계통으로써 정상운전시와 정지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

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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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기물처리건물내의 공기 온.습도를 적절히 유지한다.

나. 폐기물처리건물에 부압을 유지하여 오염된 공기가 건물로부터 새어 나가는 

것을 최소화한다.

다. 공기 흐름의 패턴을 저방사선 구역으로부터 고방사선 구역으로 흐르게 한

다.

라. 방사선 피폭 가능성이 있는 구역에서의 종사자에 대한 공기 중 방사물질에 

의한 피폭을 제한치 이내로 유지한다.

마. 외부로 배출되는 부유 방사능을 제한하기 위해 배기되는 공기를 여과하고 

그 방사능 준위를 감시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본 시설의 성능시험시 적용될 시험절차서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나. 각 계통들이 시험절차에 맞게 점검되며, 시험결과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에 기술된 고유기능을 만족하는지 검사한다.

다. 각 계통이 자동 조작 및 정지 신호를 받았을 때 적절하게 작동되며 수동조

작이 가능한지 검사한다.

라. 공기공급용 및 배기용 팬이 설계유량 및 차압을 만족하는지 검사한다.

마. 각 필터의 성능이 설계요건을 만족하는지 검사한다.

바. 전기난방 및 냉각 코일의 용량이 설계기준을 만족하는가를 검사한다.

사. 각 계통들의 연동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며, 경보 및 지시기능이 적절한

지 검사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각 계통 기능들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고유기능을 만족하는지 

점검한다.

나. 각 계통이 관련 신호를 받았을 때 적절하게 작동되며 수동조작이 가능한지 

점검한다.

다. 각 계통들의 연동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며, 경보 및 지시기능이 적절한

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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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 유의사항

없 음

III. 판정기준 

가. 계통 시험 운전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각 계통의 기기들이 관련 설계기준 및 설계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 각 계통간의 연동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라. 경보 및 지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IV. 첨부서류

가.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가. 신월성 1,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9.4

나. 폐기물건물 HVAC 계통 사용 전 성능시험절차서

다. 신월성 1,2호기 사용전검사보고서(KINS/AR-949,2012)

라. 신월성 1,2호기 안전성분석보고서 배관 및 계장도

마. Reg. Guide 1.140,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Normal Ventilation Exhaust System Air Filtration and Adsorption

Units of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바. ANSI N509, “Nuclear Power Plant Air-Cleaning Units and

Components”

사. ANSI N510, “Testing of Nuclear Air Treat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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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검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폐기물처리건물 

공기조화 및 환

기계통

1.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2. 시험용 계측기의 검교정 상

태 점검

                 

3. 각 댐퍼가 핸드스위치 조작

에 의해 동작되는지 점검

4. 각 댐퍼가 관련신호에 따라 

적절히 작동되는지 점검  

5. 각 AHU/ACU 팬이 핸드스

위치 조작에 의해 동작되는

지 점검

6. 각 AHU/ACU 팬이 관련 

신호에 따라 적절히 동작되

는지 점검

                 

7. 각 지역 팬이 핸드스위치 

조작에 의해 동작되는지 점

검

8. 각 지역 팬이 관련 신호에 

따라 적절히 동작되는지 점

검

9. Unit Heater가 핸드스위치 

조작에 의해 여자/비여자 

되는지 점검

10. Unit Heater가 관련신호

에 따라 여자/비여자 되는

지 점검

시험전/서류검사

          

시험전/서류검사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후/서류검사

시험후/서류검사 



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검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폐 기 물 처 리 건 물 

공기조화 및 환기

계통

11. 각 팬의 유량이 적절한지 

점검

12. 폐기물처리건물의 부압 유

지가 적절한지 점검         

13. AHU/ACU 여과기 및 팬의 

압력 강하가 적절한지 점검  

 

14. AHU/ACU 하우징 및 덕트 

누설시험 및 구조적건전성 

시험이 적절한지 점검

15. 냉방기가 관련 기준을 만족

하는지 점검

16. ACU HEPA 필터가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지 점검

17. 계통 계장 기능이 적절한지 

점검

               

18. 계통 복구 상태 점검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현장 입회 및 서류

검사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현장 입회 및 서류

검사 

시험후/서류검사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후/서류검사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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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1.3절 보조계통시설

제2.11.3.1절 압축공기계통 시험(I)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안전관련 및 비 안전관련 기기에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압축공기계통은 2개의 부

계통으로 구분되는데, 안전관련 및 비안전관련 기기와 계통에 제어용 공기를 공급하

는 계기용 공기계통과 비안전관련 작업기기에 공기를 공급하는 소내용 공기계통이 

있다.

소내 및 계기용 공기는 모터구동 로터리 스크류 공기압축기에 의해 공급된다. 공기

압축기는 한 대 또는 두 대가 운전되어 발전소 전체 필요한 압축 공기량의 100%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며, 옥내의 공기는 필터를 거쳐 여과된 후 각 압축기로 공급

된다.

압축공기계통의 공기저장탱크는 두 대의 공기압축기 후단에 각각 설치되며, 공기

저장 탱크의 후단 배관은 병렬로 공통 모관으로 연결되어, 공통 모관을 통해 계기용 

공기 및 소내용 공기계통으로 나누어져 압축공기가 공급된다. 공통 모관에서 공급된 

소내용 공기는 직접 분배 모관으로 가며, 계기용 공기는 공기건조기 및 여과기를 거

쳐 계기용 공기 공급모관의 압력조절밸브와 분배관로로 공급된다.

압축공기계통에 포함되는 격납건물 관통부를 차단하는 격납건물 차단밸브, 역지

밸브 등은 안전관련 기기에 포함되나, 계기용 공기 및 소내용 공기계통의 고장이 발

생하더라도 설계기준 사고시의 사고 영향을 경감시키거나 비상냉각 조건하에서 기능

을 수행하는 안전성 관련 기기나 계통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비안전관련 계통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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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공기계통의 성능검사에서는 발전소의 정상 운전을 위하여 공기의 품질의 유

지, 계기용 공기 압력의 유지 내용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바에 따라 적

절히 이루어지는 지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공기 압축기, 후단 냉각기, 공기저장 탱크, 전단 여과기, 건조기, 후단 여과기 

등을 포함하는 압축공기 계통 기기 성능 점검

나. 계기용 공기계통의 공기 품질 점검

다. 계기용 공기모관 압력이 설정치 이하시 관련 밸브 동작상태 점검

라. 압축공기계통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차단 행정시간 점검

마. 계기용 압축공기계통의 공기압력 유지관련 계측기 및 기기의 성능 확인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안전관련 및 비 안전관련 기기(공기구동밸브, 제어기 등)에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압

축공기계통은 계기용 공기계통과 소내용 공기계통으로 구분되는 2개의 부속계통으

로 구성된다. 계기용 공기계통은 안전관련 및 비안전관련 공기구동밸브와 제어기 등

에 건조되고 여과된 양질의 계기용 압축공기를 공급하며, 소내용 공기계통은 작업기

기나 정비용 공기구 등에 압축공기를 공급한다.

일반적인 압축공기계통 설계는 호기별로 100% 용량의 무급유식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 2대 또는 50% 용량의 무급유식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 4대와 제

어반, 공기압축기 후단에 공기저장탱크(Air Receivior) 2대, 하나의 여과기에 필터가 

두 개인 이중구조 형식(Duplex Type)을 갖는 전·후단 여과기와 공기건조기(Air

Dryer) 두 계열로 구성된 공기정화장치, 압력조절장치와 공급관로 등으로 구성되어

진다.

발전소 운전기간 중에는 한 대 또는 두 대의 공기압축기, 계기용 공기 건조기 및 

여과기만 운전되며, 하나의 여과기에 필터가 두 개인 이중구조 형식(Duplex Type)

을 갖는 전·후단 여과기로 인하여 운전중인 필터가 오염되어서 차압이 증가하는 경

우에는 압축공기의 여과기능을 차단하지 않고 새로운 필터쪽으로 압축공기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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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환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공기 정화기능을 제공함과 함께 더러워진 필터를 세정

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준다. 두 계열의 공기건조기는 비가열식 건조

제(흡습제)가 건조실 내부에 충전되어 있으며, 타이머 및 제어장치가 부착되어 자동

으로 두 건조실로 공급되는 압축공기를 전환해 주고 하나의 건조실이 운전되어 수

분을 흡수하는 동안 다른 쪽 건조실내에 들어있는 압축공기를 외부로 불어냄으로서 

수분으로 포화상태가 된 건조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건조시킨다. 건조되고 여과된 

계기용 압축공기는 계기용 공기 압력조절장치와 공급모관, 분배관로를 통해 계기용 

공기의 소요처로 공급된다.

동 계통과 관련한 상온기능시험 검사에서는 우선적으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

된 설계사항과 일치되게 계통의 각 기기들의 성능과 기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기기의 기능시험절차서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다. 그리고 현장 검사를 통해 

기기들의 기능과 성능을 확인하며, 제작사 지침서의 요구사항에 따른 기기의 유지 

및 관리상태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소내용 및 계기용 공기계통은 안전성관련, 내진범주 I, 품질등급 B인 격납건물 관

통부를 제외하고는 비안전성관련, 내진범주 Ⅱ 또는 Ⅲ, 품질등급 D로 분류된다.

가. 계기용 공기 및 소내용 공기계통의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설계기준 사고시의 사

고 영향을 경감시키거나 비상냉각 조건하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성 관련 기

기나 계통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 압축공기계통에는 자동적으로 적절한 계통 압력을 유지하고 계통 압력이 설정치 

이하로 떨어지면 주제어실에 경보가 발생하도록 계측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또

한, 운전원에게 공기 압축기의 운전상태를 알리기 위해 주제어반에는 공기압축기 

상태 표시등이 설치된다.

라. 공기압축기, 건조기 패키지의 계측설비는 현장에 설치된 온도 및 압력 스위치와 

지시계 및 자동보호기기를 포함한다. 압력 및 온도 스위치의 작동으로 압축기와 

건조기는 자동 운전을 하게 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공기 압축기, 후단 냉각기, 공기저장 탱크, 전단 여과기, 건조기, 후단 여과기 등

을 포함하는 압축공기 계통이 설치된 후, 설계된 성능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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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

나. 계기용 공기계통의 공기 품질(습분과 관련하여 노점, 기름, 입자, 오염물질)이 최

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내용, 관련 기술기준인 ANSI/ISA-S 7.3-1975(R1981)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계기용 공기모관 압력이 설정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소내용 공기계통 간에 

설치된 차단밸브 및 타 호기 공기계통과 연결된 차단밸브가 자동적으로 닫히는 

차단밸브의 작동성을 확인한다. 설계차이로 인하여 호기간 공기계통과 연결된 

차단밸브는 설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 계기용 압축공기계통의 유로 밸브의 작동성 확인

압축공기계통에서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차단 행정시간 확인 및 압축공기계통 

격리밸브의 작동상태 및 고장시 안전위치 유지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4. 중점 검사항목

가. 계기용 압축공기의 품질요건이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나. 계기용 공기계통 및 소내용 공기계통 격납건물 격리밸브들의 안전주입 신호에 

따른 작동성 및 제한 행정시간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다. 계기용 공기계통 및 소내용 공기계통 격납건물 격리밸브들의 고장발생시 밸브의 

안전 위치(Fail to safe position)로의 작동성을 확인한다.

라. 계기용 공기모관 압력이 설정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소내용 공기계통 간에 

설치된 차단밸브 및 타 호기 공기계통과 연결된 차단밸브의 작동성을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없  음.

III. 판정 기준

1. 압축공기계통의 설계된 성능이 확보되고 있는지를 관련 안전성분석보고서, 기기 

명세와 비교하여 판정한다.

2. 계기용 공기계통의 공기 품질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IAS-S7.3 요건을 만족

하는지 판정한다. 계기용 공기모관 압력이 설정치 이하에서 소내용 공기계통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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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치된 차단밸브 및 타 호기 공기계통과 연결된 차단밸브가 자동적으로 닫히

는 차단밸브의 작동성을 확인한다.

3. 압축공기계통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차단 행정시간이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는 지

를 확인한다.

4. 압축공기계통의 공기압력 유지를 위한 계측기 및 기기의 성능을 확인한다.

IV. 첨부 자료

1.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1.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2.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조 (설비의 공유)

4.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5)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6.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9.3.1절 “압축공기계통”, 14장 “초기시험계획”

7. Reg.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8. ANSI/ISA-S7.3-1976(R1981), "Quality Standard for Instrument Air"

9. ANSI/ANS-59.3-1992, " Nuclear safety Criteria for Control air system"

10. Generic Letter No. 88-14, "Instrument Air Supply System Problems Affecting

Safety-Related Equipment"



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계기용 및 

소내용 압축

공기계통

1. 압축공기계통 기기 성능 

확인

- 공기 압축기, 후단 냉각

기, 공기저장 탱크, 전단 

여과기, 건조기, 후단 여

과기 등

시험착수 전 또는 

후, 관련 시험절차

서, P&ID 도면, 기

기 명세 및 시험결

과의 비교 및 검토

2. 계기용 공기계통의 공기 

품질 확인

-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ANSI/ISA -S7.3-1975

(R1981) 요건 

3. 자동운전 및 연동 기능 

확인

- 계기용 모관 압력이 설

정치 이하로 떨어질 경

우, 소내용 공기계통 밸

브 차단 기능 확인

4. 압축공기계통 유로 밸브

작동성 확인

- 압축공기계통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차단 행정시

간 확인

- 압축공기계통 격리밸브

의 작동 상태 및 고장시 

안전위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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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1.3.2절 시료채취계통 시험(I) 

주관부서 :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시료채취계통은 특정 계통의 화학적 및 방사 화학적 상태의 연속적인 분석 또는 실

험실 분석을 목적으로 각 계통으로부터 액체 또는 기체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사용

되며, 1차시료 채취계통과 공정시료채취계통으로 분류된다.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은 원

자로 냉각재를 포함한 각종 1차계통의 주요 공정변수를 감시하기 위하여 시료를 원격

으로 채취하는 1차시료 채취계통과 공정시료채취계통 중 방사성폐기물시료채취계통이

다.

본 지침에서는 상온기능시험 검사시에 1차시료 채취계통 및 방사성폐기물시료채취

계통의 기능과 성능이 관련 규정과 기준을 만족하는가의 여부를 점검한다.

2. 검사 대상

가. 1차시료 채취계통

1) 원자로 냉각재 (RCS) 고온관

2) 가압기 : 밀림관, 증기부

3) 정지냉각계통 : 흡입관, 최소유량관

4) 증기발생기 취출관 

5) 격납건물 재순환 집수조

6)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액체시료채취 계통 : 정화여과기 및 이온교환수지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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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7) CVCS 기체시료 채취계통 : 체적제어탱크 배기관, 탈기기 배기관, 기기배수탱크 

배기관, 수용탱크 배기관, 원자로배수탱크 배기관

8) 안전주입탱크 (1A, 1B, 1C, 1D)

9) 격납건물 대기

10) GRS 기체완충모관

11) 기체분석기 및 Sample Sequencer

나. 방사성폐기물시료채취계통

1) 액체폐기물 시료채취

2) 기체폐기물 시료채취

3) 기체폐기물 산소/수소 분석기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1차시료 채취계통

1) 정상 운전시

- 1차시료 채취계통은 원자로냉각재 관련 계통의 화학적․방사 화학적 상태를 감

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계통으로부터 액체 또는 기체 시료를 채취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정상 운전시 수동으로 채취된 모든 시료는 실험실 분석장비를 이

용하여 분석된다.

- 수소를 함유한 1차계통 탱크 (VCT, EDT, RDT 및 탈기기) 및 산소를 함유한 1

차계통 탱크 (CVCS 수용탱크)로부터 채취된 기체시료는 연속기체분석기를 통

하여 각각 산소와 수소의 농도를 감시한다.

2) 사고시

- 1차시료 채취계통은 또한 사고후 RCS 고온관 (액체), 격납건물 공기 (기체), 격

납건물 재순환집수조 (액체) 및 정지냉각계통 최소 유량관 (액체)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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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시에는 인라인 분석을 통하여 RCS의 pH, 전도도, 용존 산소 및 용존 수소

를 감시한다. 그러나 기체 및 액체시료의 방사 화학적 분석은 정상 운전 및 사

고 조건에서  모두 수동으로 이루어진다.

나. 방사성 폐기물 시료채취계통 : 방사성폐기물 시료채취계통은 액체 방사성폐기물 

및 기체 방사성폐기물의 대표시료를 채취하고, 다수의 지점에서 기체폐기물에 

함유된 폭발성기체 (산소, 수소)의 농도를 순차적으로 채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1차시료 채취계통

1) 격납건물 격리밸브 연동기능

- 1차시료 채취계통은 격납건물 격리설비 및 안전성관련 계통과 연결된 시료채취

관 등을 제외하고 비안전성 관련 계통으로 분류된다. 정상시 폐쇄상태인 격납

건물 격리밸브는 고장시 닫힘 (Fail-Close) 방식으로 설계되며, 격납건물 격리신

호 (CIAS)에 의해 폐쇄된다.

2) 폭발성 기체 감시

- 1차시료 채취계통은 내폭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기체폐기물계통으로 유입되는 1

차측 배기의 산소/수소 농도의 감시와 관련하여 고농도시 경보기능을 확보하고 

있다.

3) 운전원 보호설계

- 고온, 고압조건의 1차계통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운전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오

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압력이 걸리는 시료채취관에는 적절한 안

전/방출 밸브를 설치하여 시료배수대내의 과유량 헤더로 압력을 배출한다. 특히 

원자로 냉각재계통 고온관 시료채취관은 시료채취 전에 단반감기 고에너지 방사

능 (예; N-16)의 충분한 붕괴가 가능하도록 최소한 90초의 지연시간이 확보되어 

있다.

나. 방사성 폐기물 시료채취계통

- 방사성폐기물시료채취계통은 기체폐기물계통의 폭발방지를 위하여 계통내 산소

/수소농도를 감시하고, 고농도시 경보 및 질소기체 퍼지기능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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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분석기는 기체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에 수소 및 산소 농도를 감시하기 위하
여 설치된다. 유입원에서의 고 산소농도(산소 > 2 %) 경보가 발생한다. 운전
원은 산소유입원을 차단하거나 질소희석, 퍼지 등을 통해 상황을 신속히 완화
시킬 수 있다. 유입원에서의 고-고 산소농도(산소 > 4 %) 경보가 발생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산소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질소가 기체방사성폐기물관리계
통으로 자동주입되며 주입되는 질소 압력으로 인하여 유입원에서의 기체 유입
이 차단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1차시료 채취계통

1) 관련 시험절차서 및 계획서 검토

2) 개별 시료채취 기능 (시료온도, 압력, 유량 및 펌프/밸브 작동)

3) 격납건물 격리밸브 고장시 닫힘 (Fail-Close) 기능

4) 기체분석기 및 Sample Sequencer

5) 각종 경보 및 연동기능

나. 방사성폐기물시료채취계통 점검

1) 액체폐기물 시료채취기능 점검

- 시료채취 밸브 개폐기능 점검

- 시료의 유량 점검

2) 기체폐기물 시료채취기능 점검

- 시료채취 밸브 개폐기능 점검

- 경보 발생여부 점검

- 폭발성기체 분석기의 순차적 시료채취 및 분석기능 점검

- 폭발성기체 분석기의 산소/수소 고경보, 고고경보 기능 점검

4. 검사 중점 사항

가. 시험절차 및 초기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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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관련 계장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시험절차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2) 초기 시험조건 (냉각/공급수 계통, 질소/공기 공급계통, Heat Tracing 등)의 확

보 여부와 함께 시험용 계측기의 교정상태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3) 시험 항목별 시험일시 및 관계자 서명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변경항목에 대한 

처리절차 및 이행이력을 검토한다.

4) 시료채취배관의 식별, 밸브의 개폐기능, 시료 온도, 압력 및 유량계의 기능을 

확인하고, 실제로 채취된 시료와 각 계통별 기능의 부합성을 검토한다.

나. 주요 시험항목

1)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고장시 닫힘 (Fail-Close) 기능 확인

2) 시료채취 펌프 (액체 및 기체)의 운전가능성 확인

3) 시료채취계통 Heat Tracing의 적합성 확인.

4) 시료채취계통 현장 제어반의 경보 및 표시등의 운전성 확인

5) 1차시료 채취계통 및 기체폐기물시료채취계통 기체분석기의 감시기능 및 고경

보시 질소퍼지기능의 확보여부를 확인 및 자동 및 수동 운전모드에서 Sample

Sequencer의 운전가능성 확인.

5. 검사유의사항

가. 시험 초기조건과 시험기기 들의 교정상태를 확인한다.

나. 관련 품질보증서류가 적절히 기록 및 유지되는가를 검사한다.

다. 시료 온도, 유량 및 압력조건이 오염방지 및 운전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인가를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1. 시험절차의 적합성

2. 시험 초기조건의 만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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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시험결과

가.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Fail-Close 기능확보

나. 각 계통에 대한 시료채취기능 확보

다. 현장 제어반의 경보 및 표시등의 작동

라. 기체 분석기의 경보/연동 기능 및 Sample Sequencer의 작동

IV. 첨부서류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가. 한국 표준형원전(영광 3,4,5,6 울진 3,4,5,6), 개선형원전(신고리 1,2 신월성 1,2),

신형원전(신고리3,4 신울진1,2) 안전성분석보고서 11.4

나. 영광 3&4, 영광5&6, 울진 5&6호기 검사보고서(KINS/AR-341)

다. 영광 3&4, 영광5&6, 신고리 1&2호기, 신고리3&4호기 시험절차서

- 1차 시료채취계통 시험절차서

- 방사성폐기물 시료채취계통 시험절차서

라. Reg.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 - Cooled Reactor Power

Plants)

마. ANSI/ISA-S67.10-1994 (Sample Line Piping and Tubing Standard for Use in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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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점검표

검사대상 점검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1차시료채취
계통

1. 시험절차서가 설계 및 현
장 설치상황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2. 건설 이관문서, 시험관련 
계통의 CAT, 배관 세정
상태의 적합성을 확인한
다.

3. 시험 초기조건 만족여부
를 확인한다.

- 실험실 HVAC
- 교정용 표준 산소/수소
- 기체시료채취점의 질소 
과압상태

4. 채취된 시료의 조건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 온도, 압력, 유량 등
- 실험실 분석결과와 비교

5. 기체시료의 채취기능 및 
조건 만족여부를 확인한
다.

- 그랩시료와 지시치 비교
- 경보발생 여부
- Sample Sequencer 시료
채취 순서

6. 사고후 시료채취 가능성
을 확인한다.

- 그랩시료의 채취
- 인라인시료의 채취
- 온도, 압력, 유량 등

7. 시험관련기록 등이 적합
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한다.

- 시험착수전
- FSAR, 시험절차서,

P&ID도면 및 적용코드 
비교검토

- 시험착수전
- 품질보증기록 검토 

(필요시 입회확인)

- 시험착수전
- 현장입회검사(선별입회)
및 관련 기록의 확인

- 시험시
- 현장입회검사(선별입회)

및 관련 기록의 확인

- 시험시
- 현장입회검사(선별입회)
및 관련 기록의 확인

- 시험시
- 현장입회검사(선별입회)
및 관련 기록의 확인

- 시험후
- 시험결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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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점검표

검사대상 점검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방사성폐기
물시료채취
계통

1. 시험절차서가 설계 및 현
장 설치상황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2. 건설 이관문서, 시험관련 
계통의 CAT, 배관 세정
상태의 적합성을 확인한
다.

3. 시험 초기조건 (전원공급,
스위치 위치, 밸브배열 
등)의 만족여부와 시험 
장비들의 교정상태를 확
인한다.

4. 액체폐기물 시료채취밸브
의 개폐기능과 기준유량 
만족여부를 확인한다.

5. 기체폐기물 시료채취펌프
의 작동/정지 및 밸브 개
폐기능을 확인한다.

6. 산소/수소분석기 시료채
취밸브 개폐기능 및 순차
적 자동 시료채취기능을 
확인한다.

7. 산소/수소분석기의 고경
보 및 고고경보 기능을 
확인한다.

8. 시험관련기록 등이 적합
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한다.

- 시험착수전
- FSAR, 시험절차서,

P&ID도면 및 적용코드 
비교검토

- 시험착수전
- 품질보증기록 검토 

(필요시 입회확인)

- 시험착수전
- 현장입회검사(선별입회)
및 관련 기록의 확인

- 시험시
- 현장입회검사(선별입회)

- 시험시
- 현장입회검사(선별입회)

- 시험시
- 현장입회검사(선별입회)

- 시험시
- 현장입회검사(선별입회)

- 시험후
- 시험결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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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1.3.3절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Ⅰ)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발전소 출력 변화에 따른 원자로냉각재 계통에서 요구

하는 유출수 및 충전수와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밀봉수를 수용․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수질 관리, 반응도 제어 기능을 갖는다. 화학 및 체적제

어계통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정상운전이나 정지운전 중에 원자로냉각재의 수화학 및 순도 유지 

나. 온도 변화로 인한 원자로냉각재의 수축 팽창과 기타 냉각재 손실 및 증가를 보

상함으로써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재의 적정 체적 유지  

다. 재사용을 위한 기사용 붕산수의 회수, 저장, 분리 또는 액체 폐기물계통으로 폐

기

라. 제어봉 집합체가 최적의 위치에 있도록 하고, 원자로냉각재의 온도 변화, 노심 

연소 및 제논 변화 등에 따른 노심 반응도 변화를 보상하고, 보수와 재장전 운

전을 위한 정지 여유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 붕소 농도 조절

마. 발전소 정지운전중 최종 단계에서 압력을 조절하고 가압기를 냉각시킬 수 있도

록 가압기 보조살수 제공

바. 원자로냉각재내 붕소 농도 및 핵분열생성물 방사능의 연속적인 측정

사. 적절한 온도, 압력, 순도의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수를 공급하고 원자로냉각재

펌프 밀봉장치로부터 밀봉수 회수량을 수집. 충전펌프를 이용한 정상적인 밀봉

수 공급이 불가능할 때 보조충전펌프를 이용하여 원자로냉각재 펌프에 밀봉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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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누설 시험 

자. 여러 보조기기에 원자로보충수 공급

차. 기사용 이온교환수지를 고체폐기물처리계통으로 폐기하기 위한 수단 제공

카.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불활성 기체의 연속적인 제거를 위한 수단 제공

타. 공학적안전설비펌프의 붕산수 공급원

파. 사용후연료저장조에 보충수 공급

하. 정지냉각유량의 정화 기능

거. 원자로냉각재계통 배관의 작은 누설로 인한 냉각재 손실의 보충

동 계통과 관련하여 사용전 검사는 계통이 실질적인 조건에서 운전되기 이전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기능 및 안전설계사항 등을 상온 조건에서 확인․

검증한다.

2. 검사 대상

가. 체적제어탱크, 핵연료재장전수 탱크, 원자로보충탱크, 붕산저장탱크 기능

나. 충전 및 밀봉수 주입 기능

다. 유출, 정화 및 관련 계통 기능

라. Holdup 탱크 및 관련 계통 기능

마.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배수 탱크 및 관련 기능

바. 화학 첨가 및 붕산수 혼합탱크 기능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충전, 유출 및 밀봉수 공급 기능

충전 및 유출기능은 기설정된 가압기의 적정수위를 유지함으로서 적정한 양의 

원자로냉각재의 재고량을 유지하는 것이다. 원자로냉각재는 저온관에서 유출되어 

재생 열교환기와 유출 제어밸브(혹은 오리피스)에 의해 감온․감압시킨다. 유출 

제어밸브(혹은 오리피스)를 통과한 원자로냉각재는 유출수 열교환기와 유출수 배

압밸브를 지나면 2차 감온․감압되어 여과기와 이온교환기를 거쳐 체적제어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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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의 상단 살수노즐을 통해 체적제어탱크로 유입된다.

충전펌프는 냉각, 정화된 원자로냉각재를 체적제어탱크로부터 흡입하여 요구되

는 충전유량을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주입한다. 요구되는 충전유량은 가압기 수

위제어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있는 충전펌프(혹은 충전수제어 밸브)를 사용하여 

제어된다.

또한 충전계통은 원자로냉각재펌프의 방수압을 이용하여 가압기 살수를 위한 

구동수두 형성에 필요한 차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충전유량의 일부를 가압기 

보조살수관으로 전환하여 가압기 보조살수용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다. 충전수의 

일부는 밀봉수 주입여과기를 통과한 후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장치에 밀봉수로 

공급된다.

나. 원자로냉각재 화학제어․정화 및 보충기능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이온교환기와 약품첨가주입펌프를 사용하여 수산화리

튬의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함으로서 원자로냉각재 pH를 제어하며, 용존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하이드라진을 주입하거나 체적제어탱크에 일정한 수소압력을 유

지하고 있다.

혼상수지로 구성된 정화이온교환기는 정상유출 흐름으로부터 부식생성물 및 

핵분열 생성물을 제거하며, 또한 리튬의 농도를 조절한다. 음이온수지로 구성된 

붕소제거용 이온교환기는 노심 말기 원자로냉각재의 붕소농도가 희박한 상황에

서 붕소이온을 제거함으로써 원자로냉각재의 붕소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또한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일정 규모 이하의 배관의 파단에 의한 원자로냉각재 상

실사고 시 재장전수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붕산수를 주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 붕산제어 및 회수계통

정상운전시 수집된 원자로냉각재는 원자로 배수탱크 및 기기 배수탱크에 저장

되며, 탈기기를 통하여 수용탱크에 저장된다. 회수 가능한 원자로냉각재를 재사

용하기 위하여 붕산농축기에서 여과, 이온교환 및 농축처리를 하여 순수와 농축 

붕산수로 분리되며, 재사용하거나 액체폐기물계통으로 이송된다.

2. 안전 설계 사항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기기들은 요구되는 주요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

용코드에 따라 안전등급 및 내진 등급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환경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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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따라 설계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가. 충전, 유출 및 밀봉수 공급 기능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출력 증·감발에 따른 원자로 보충수 공급 및 유출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단계적 터빈의 출력 상승․강하뿐만 아니라 

출력운전 중 선형 변화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체적 제어탱크는 초기

의 탱크 수위가 정상운전 범위에 있다고 가정할 때 보충수계통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 출력으로부터 영 출력으로의 출력 변화에 따른 냉각재 재고량 변화

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크기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유출 및 충전계통은 어떤 부정적 영향이 없이 설계 

과도상태를 적절하게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 유량에 따라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수 계통에 여과된 유량을 공급하고 밀봉수 회수유량을 수

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충전펌프는 계기나 시료 채취 배관과 같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작은 배관의 

누설로 인해 격납건물로 냉각재 손실을 보충하기에 충분한 용량을 갖추어야 하

며 유량제한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가 이용 불가능한 경우 가압기 살수를 대신할 수 있는 가압

기 보조살수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나. 원자로냉각재 화학제어․정화 및 보충 기능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원자로냉각재의 방사능 준위가 운영기술지침서상의 제

한값 이내로 유지되도록 하는 원자로냉각재의 정화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원자로냉각재의 수질 조건이 관련 규정 및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제한값 

이내로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붕산혼합탱크 배관과 같이 붕소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부분에서 붕소 석출을 방

지하기 위하여 가열 보온되어야 하며, 요구되는 붕산 농도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농축 붕산 보유량은 반응도 제어 능력이 가장 큰 제

어봉 집합체가 인출된 상태의 저온조건에서 원자로를 미임계 상태로 유지하기에 

충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재장전수탱크에는 격납건물 재순환 집수조로의 재순환작동신호 전환되기 

이전까지 고압안전주입펌프, 저압안전주입펌프 및 격납건물 살수펌프에 항상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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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효흡입수두가 유지될 수 있는 붕산수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붕산제어 및 회수계통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 안전주입계통, 정지냉각계통으로부

터 배수되거나 방출밸브로부터 배출되는 유량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운

전조건에 따라 생성되는 모든 액체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회수 가능

한 순수와 붕산수를 분리·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기기들은 요구되는 주요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용

코드에 따라 안전등급 및 내진 등급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환경설계조건

에 따라 설계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가. 체적제어탱크 등의 수원 및 연동 기능 점검

1) 관련 밸브의 동작여부, 위치지시, 고장시 반응 및 행정시간을 확인한다.

2) 원자로보충수탱크의 압력, 온도, 수위 경보 및 연동 설정치를 확인한다.

3) 원자로 보충수 펌프 관련하여 재순환 유로 및 전체 유로를 통한 유량 설정,

성능 확인, 경보․연동 설정치, 원자로 보충수 여과기 차압경보 설정 등을 확

인한다.

4) 핵연료재장전수탱크, 붕산저장탱크의 압력, 온도, 수위 경보 작동상태를 확인

한다.

나. 충전 및 밀봉수 주입계통 점검

1) 충전펌프 및 보조충전펌프의 유량, 압력 시험 결과가 제작자 성능곡선과의 

일치를 확인한다.

2) 충전 유로와 관련된 밸브에 대한 동작여부, 위치지시, 고장시 반응 및 행정시

간을 확인한다. 격납건물 살수 동작신호에 의한 원자로냉각재펌프 제어 누설

수와 관련한 격납건물 격리밸브 동작 상태를 확인한다.

3) 충전 및 밀봉수 주입계통과 관련한 온도, 유량계, 압력계의 지시, 경보 및 이

와 관련된 연동 기능을 점검한다.

4) 충수 유량제한 오리피스에 대한 유량 평형 상태를 점검한다

다. 유출 및 정화 계통 점검

1) 유출 및 정화유로와 관련된 밸브에 대한 동작여부, 위치지시, 고장시 반응 및 

행정시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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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밸브에 대한 연동, 경보 및 제어 기능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과 관련한 성능 시험은 상온 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성능 점검이 수행되어 결과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성능 

요건 및 안전설계사항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체적제어 탱크, 핵연료재장전수탱크, 원자로 보충탱크, 붕산저장탱크 기능

1) 관련 밸브에 대한 동작여부, 위치지시, 고장시 반응 및 행정시간 확인

2) 체적제어 탱크에 대해 질소 및 수소 공급계통에 의한 가압 능력 확인, 수위 

제어능력 확인, 압력 및 온도 경보 및 기체 폐기물계통으로 배기 가능성 확인

3) 원자로 보충수 탱크에 대해 압력, 온도, 수위 경보 및 연동 설정치 확인

4) 원자로 보충수 펌프 관련하여 재순환 유로 및 전체 유로를 통한 유량 설정,

성능 확인, 경보․연동 설정치 확인, 원자로보충수 여과기 차압경보 설정 확인 

및 모든 보충수 공급운전 상태에서 혼합기 성능을 확인

5) 핵연료재장전수탱크 압력, 온도, 수위 경보 및 연동 설정치를 확인

6) 붕산저장탱크 압력, 온도, 수위 경보 및 연동 설정치를 확인

7) 붕산수 보충 펌프에 대해 재순환 유로 및 전체 유로를 통한 유량 설정, 성능 

확인, 경보 및 연동 설정치 확인, 붕산수 여과기 차압경보 설정 확인

8) 최대 유량 조건에서 원자로 보충수 및 붕산수 여과기 차압 기록 확인

나. 충전 및 밀봉수 주입 기능

1) 충전 유로와 관련된 밸브에 대한 동작여부, 위치지시, 고장시 반응 및 행정시

간 확인

2) 격납건물 살수 동작신호에 의한 원자로냉각재펌프 제어 누설수와 관련한 격납

건물 격리밸브 동작상태 확인

3) 밀봉수 온도채널 점검

4) 원자로냉각재 밀봉 누설수 압력채널 동작상태 점검

5) 원자로냉각재 밀봉수 여과기 차압지시기 동작상태 점검

6) 경보, 지시 및 밀봉주입수 제어밸브 제어를 포함한 밀봉수 온도채널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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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호 출력, 경보, 지시 포함한 충전관 압력계기 채널점검

8) 충전관 배압 압력계기 및 유량 계기채널 점검

9) 충전펌프 정격유량에서 재순환유량 평형 오리피스(Miniflow balancing orifice)

에 대한 계통 유량 평형 점검

10) 충전펌프 성능곡선 점검

11) 충수 유량제한 오리피스에 대한 유량 평형점검

12) 보조 살수관 유량 평형 오리피스에 대한 유량 평형 점검

13) 고압 안전 주입관에 대한 유량 평형 점검

다. 유출, 정화 및 관련 계통 기능

1) 유출 및 정화유로와 관련된 밸브에 대한 동작여부, 위치지시, 고장시 반응 및 

행정시간 확인

2) 관련 밸브에 대한 연동, 경보 및 제어 기능 확인

라. 수용탱크 및 관련 계통 기능

1) 수용탱크와 관련된 밸브에 대한 동작여부, 위치지시, 고장시 반응 및 행정시간 

확인

2) 관련 밸브 및 수용펌프에 대한 연동, 경보 및 제어 기능 확인

마.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배수탱크 및 관련 기능

1) 배수탱크와 관련된 밸브에 대한 동작여부, 위치지시, 고장시 반응 및 행정시간 

확인

2) 관련 밸브 및 배수펌프에 대한 연동, 경보 및 제어 기능 확인

바. 화학첨가 및 붕산수 혼합탱크 기능

1) 보충수 공급관에서 화학첨가탱크를 경유한 충전관 유로 확인

2) 붕산수 혼합탱크의 고유한 운전 확인

3) 붕산수 혼합탱크에서 핵연료재장전수탱크 및 기기배수탱크까지의 유로 확인

4) 붕산수 혼합탱크를 위한 보온 설비의 운전 상태 확인

5. 검사유의사항

가. 각 펌프와 관련하여 상온조건에서 성능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초기 기동시험 결

과 확인을 통해 최소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상의 성능 요건, 즉 정격 수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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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격유량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나. 시험절차서의 판정기준이 안전심사지침 9.3.4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다. 시험 초기 조치사항 등이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절차서

를 수행하는 중 단계별 전환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를 평가․확인하여야 한다.

III. 판정기준

가. 체적제어 탱크, 핵연료재장전수탱크, 원자로 보충탱크, 붕산저장탱크 기능

1) 관련 밸브에 대한 동작여부, 위치지시, 고장시 반응 및 행정시간 등이 허용기

준치 내에 있어야 한다.

2) 체적제어탱크에 대해 질소 및 수소 공급계통에 의한 가압이 설정치 내에 있어

야 하며, 수위제어, 압력 및 온도 경보 및 기체폐기물계통으로 배기 가 가능해

야 한다.

3) 원자로 보충수 탱크에 대해 압력, 온도, 수위 경보 및 연동 설정치 등이 제한

치 내에 있어야 한다.

4) 원자로 보충수 펌프 관련하여  재순환 유로 및 전체 유로를 통한 유량 설정,

경보․연동 설정치 등이 허용치 내에 있어야 하며, 원자로 보충수 여과기 차

압경보 및 blending sys 성능이 모든 보충수 공급운전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동작되어야 한다.

5) 핵연료재장전수탱크 압력, 온도, 수위 경보 및 연동 설정치 등이 허용치 내에 

있어야 한다.

6) 붕산저장탱크 압력, 온도, 수위 경보 및 연동 설정치 등이 허용치 내에 있어야 

한다.

7) 붕산수 보충 펌프에 의해 재순환 유로 및 전체 유로를 통한 유량 설정이 적합

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경보 및 연동 설정치, 붕산수 여과기 차압경보 설정치

가 제한치내에 있어야 한다.

8) 최대 유량 조건에서 원자로 보충수 및 붕산수 여과기 차압이 정상운전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나. 충전 및 밀봉수 주입 기능

1) 충전 유로와 관련된 밸브에 대한 동작 상태, 위치지시, 고장시 반응 및 행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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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등이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 격납건물 살수 동작신호에 의한 원자로냉각재펌프 제어 누설수와 관련한 격납

건물 격리밸브 동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원자로냉각재 펌프 밀봉수에 대한 경보 및 지시가 설정치를 벗어날 경우에 정

상적으로 동작되어야 하며 밀봉 주입수 격리밸브 제어를 포함한 밀봉수 온도

채널이 적합하게 동작되어야 한다.

4) 원자로냉각재 밀봉 누설수 압력채널 동작(신호 출력, 지시, 경보 및 경보 설정

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원자로냉각재 밀봉수 여과기 차압지시기 동작(신호 출력, 지시, 경보)이 허용

기준 내에 있어야 한다.

6) 충전관 배압제어 밸브 제어를 포함한 충전관 배압 압력계기 계기채널이 정상

적으로 동작되어야 한다.

7) 충수 유량제한 오리피스 우회밸브 제어를 포함한 충전관 유량계기 채널이 정

상적으로 동작되어야 한다.

8) 충전펌프 정격유량에서 재순환 유량 평형 오리피스 (Miniflow balancing

orifice), 충수 유량제한 오리피스, 보조 살수관 유량 평형 오리피스 및 고압안

전주입관 등에 대한 계통 유량 평형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상의 기준치를 만

족해야 한다.

다. 유출, 정화 및 관련 계통 기능

1) 유출 및 정화유로와 관련된 밸브에 대한 동작여부, 위치지시, 고장시 반응 및 

행정시간 등이 허용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 관련 밸브에 대한 연동, 경보 및 제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되어야 한다.

라. 수용탱크 및 관련 계통 기능

1) 수용탱크와 관련된 밸브에 대한 동작여부, 위치지시, 고장시 반응 및 행정시간 

등이 허용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 관련 밸브 및 수용펌프에 대한 연동, 경보 및 제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되

어야 한다.

마.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배수탱크 및 관련 기능

1) 배수탱크와 관련된 밸브에 대한 동작여부, 위치지시, 고장시 반응 및 행정시간 

등이 허용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 관련 밸브 및 배수펌프에 대한 연동, 경보 및 제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되



- 10 -

어야 한다.

바. 화학첨가 및 붕산수 혼합탱크 기능

1) 보충수 공급관에서 화학첨가탱크를 경유한 충전관 유로가 정상적으로 확보되

어야 한다.

2) 붕산수 혼합탱크의 고유한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3) 붕산수 혼합탱크에서 핵연료재장전수탱크 및 기기배수 탱크까지의 유로가 확

보되어야 한다.

4) 붕산수 혼합탱크를 위한 보온 설비의 운전이 정상적으로 동작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

16조 (설비의 공유), 제21조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제30조 (비상 노심 냉각장

치),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2.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일반설계기준 2 (자연현상 방호에 대한 설계기준), 5 (구조

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 14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29 (예상운전 과도에 대비

한 보호), 33 (원자로냉각재 보충), 35 (비상노심냉각), 60 (방사성물질의 환경방출 

제어), 61 (핵연료 저장, 처리 및 방사능 제어)

3.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가) 9.3.4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나) 14장 초기시험계획

4. TMI Action Item III.D.1.1.:누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어계획 및 누설감지설비 

5. Reg. Guide 1.68 "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



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가 .체적제어탱
크, 핵연료
재 장 전 수 
탱크, 원자
로보충탱크,
붕산저장탱
크 등 수원 
및 연동 점
검 ( 상 온 조
건)

1. 관련 밸브에 대한 동작여부,
위치지시, 고장시 반응 및 
행정시간 확인

2. 원자로보충수 탱크에 대해 
압력, 온도, 수위 경보 및 
연동 설정치 확인

3. 원자로 보충수 펌프 관련하
여  재순환 유로 및 전체 
유로를 통한 유량 설정, 성
능 확인, 경보․연동 설정
치 확인, 원자로 보충수 여
과기 차압경보 설정 확인 
및  모든 보충수 공급운전 
상태에서 혼합기 성능 확인

4. 핵연료재장전수탱크 압력,
온도, 수위 경보 및 연동 
설정치를 확인

5. 붕산저장탱크 압력, 온도,
수위 경보 및 연동 설정치
를 확인

시험착수 전 또
는 후, 시험절
차서, P&ID 도
면, 기기 명세 
및 시험 결과의 
비교 및 검토

나. 충전 및 밀
봉수 주입 
기능 확인

1. 충전 유로와 관련된 밸브에 
대한 동작여부, 위치지시,
고장시 반응 및 행정시간 
확인
-격납건물 살수 동작신호에 
의한 원자로냉각재펌프 제
어 누설수와 관련한 격납
건물 격리밸브 동작상태 
확인

2. 밀봉수와 관련한 경보, 지시 
및 밀봉주입수 격리밸브 
제어를 포함한 밀봉수 온
도채널점검

3. 원자로냉각재 밀봉 누설수 
압력채널 동작상태(신호 출
력, 지시, 경보 및 경보 설
정치) 점검

시험착수 전 또
는 후, 시험절
차서, P&ID 도
면, 기기 명세 
및 시험 결과의 
비교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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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4. 충전펌프 정격유량에서 재
순환 유량 평형 오리피스
에 대한 계통 유량 평형 
점검.

5. 충전펌프 성능곡선 점검
다. 유출, 정화
및 관련 계

통 기능 

(상온조건)

1. 유출 및 정화유로와 관련된 

밸브에 대한 동작여부, 위

치지시, 고장시 반응 및 행

정시간 확인

2. 관련 밸브에 대한 연동, 경

보 및 제어 기능 확인

시험착수 전 또

는 후, 시험절

차서, P&ID 도

면, 기기 명세 

및 시험 결과의 

비교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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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1.3.4절  화재진압계통 시험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원전 화재방호의 목적은 화재발생 시에도 원자로정지 및 유지기능을 확보하고, 외부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을 최소화 하는 기능을 보장하는 것이다. 화재진압계통은 소

화용수 공급설비, 자동화재진압설비, 수동화재진압설비 등으로 구분되며, 해당 설계기준

에서 의도하고 있는 성능을 발휘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심층방어 개념의 하나인 능동방

어 수단이다.

`화재진압계통에 대한 사용전(성능)검사의 목적은 화재의 진압을 위하여 설치된 소화설

비에 대한 시험절차, 기능시험 및 관련 점검을 통하여 화재진압계통의 운전·진압 가능성

을 확인하는 것이다.

2. 검사 대상

가. 소화용수 공급설비

나. 자동화재진압설비

1)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2) 물분무 소화설비

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4)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5) 포 소화설비

다. 수동화재진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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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외 소화전설비

2) 이산화탄소 호스릴설비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기능

원전 소화용수 공급설비는 일반 및 내진 등급으로 구분된다. 일반 소화용수 공급설비

는 자동 및 수동 수계화재진압설비에 적절한 방수압력 및 방수량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진 후 안전정지 관련 기기 등이 설치된 방화구역에는 내진등급의 

소화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소화용수 공급설비는 소화수탱크 또는 소화수조에 저장된 소

화수를 가압송수장치인 소화수펌프를 이용하여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

무설비, 포 소화설비 등에 공급하여 화재발생 시 화재를 진압하는 역할을 하는 설비이다.

격납건물 소화수 격리밸브는 격납건물 격리의 안전기능을 수행하며 원전 안전등급 요건

에 부합되도록 설계 및 설치된다.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는 NFPA 13에 따라 설계되며, 화재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설치하

여 스프링클러헤드 및 밸브의 자동 작동에 따라 화재를 진압하는 자동식 소화설비이다.

물분무 소화설비는 NFPA 15에 따라 설계되며, 옥외변압기 등에 설치하여 화재발생 시 

화재감지기 작동에 따른 델루지밸브 개방으로 변압기 주변에 설치된 물분무헤드를 통해 

분사된 소화수가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여 화재를 진압 및 제어하는 자동식 소화설비이

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NFPA 12에 따라 설계되며, 방호구역 내 설치된 화재감지기

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방출된 이산화탄소에 의해 화재를 진압하는 자동식 가스계 소

화설비이다. 일반적으로 케이블이 다량으로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포설실, 비상디젤발전

기실, 디젤발전기 연료유탱크실, 연료유 일일탱크실 및 윤활유탱크실 등에 설치된다. 청

정소화약제 소화설비는 NFPA 2001에 따라 설계되며 방호구역 내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방출된 청정소화약제에 의해 화재를 진압하는 자동식 가스계 소

화설비이다. 일반적으로 안전에 중요한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전기 기기실, 사람이 상

주하는 주제어실 및 컴퓨터실의 바닥 하부에 설치된다. 포 소화설비는 일반적으로 보조

보일러 연료탱크 등 유류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설치되며, 화재감지기의 작동

에 따라 자동으로 포 소화약제가 방출되어 질식 및 냉각 소화 작용을 통해 유류화재를 

진압하는 자동식 화재진압 소화설비이다.

옥내·외 소화전설비는 화재발생 시 운전원 또는 초동소방대원이 소화전 밸브를 수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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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방하고 노즐을 통해 소화수를 화재 진원지에 분사함으로써 화재를 진압하는 수동

식 화재진압 소화설비이다. 이산화탄소 호스릴설비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공급배관에 

겸용으로 설치되며, 초기화재 진압을 위해 초동소방대원이 사용하는 수동식 소화설비이

다.

2. 안전 설계사항

화재진압계통(격납건물 소화수 격리밸브 제외)은 안전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으며, 관련 

계통 및 기기들에 대해 안전등급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다만, 원자력 및 관계시설 어느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진압하여 원전이 안전하게 정지되고 안

전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음이 평가되어야 한다.

본 사용전검사 지침에서는 화재위험도분석에 따라 설계 및 설치된 화재진압계통의 성

능에 대한 검사지침을 제시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서류검토

1) 성능시험 절차서 및 결과자료 검토

가) 성능시험 절차서의 적합성 검토(시험절차, 판정기준 등)

나)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관련자료 및 현장 시공상태 확인

다) 사업자 자체 성능시험 결과자료 검토

2) 설계 및 공사 감리결과보고서 검토

가)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 및 공사 감리결과 검토

나) 설계 및 공사 감리결과에 따른 시정보완사항 설계반영 확인 

나. 성능검사

1) 소화용수 공급설비(내진등급 포함)

가) 소화수펌프(전동기구동, 디젤엔진구동, 충압펌프)의 기동시험

나) 소화수펌프(체절운전, 정격운전, 150%운전) 성능시험

다) 릴리프밸브 개방시험

라) 자동기동압력 설정치의 적절성

마)격납건물 소화수 격리밸브 연동시험

2)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가) 알람밸브 작동 및 경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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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재감지기 동작에 의한 준비작동식밸브 작동 및 경보시험

다) 수동기동장치에 의한 준비작동식밸브 작동 및 경보시험

라) 소화수 공급배관 급수차단밸브 개폐시험 및 경보시험

마) 알람밸브 또는 준비작동식밸브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에 설치된 시험장치

에서의 방사압 및 방수량 확인시험

3) 물분무 소화설비

가) 화재감지기 동작에 의한 델루지밸브 작동 및 경보시험

나) 수동기동장치에 의한 델루지밸브 작동 및 경보시험

다) 물분무 소화설비 분사시험을 통한 분사패턴 및 배수용량 확인시험

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 화재감지기 동작에 의한 기동용기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 및 경보시험

나) 수동기동장치에 의한 기동용기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시험

다) 소화약제의 방출에 따른 방출표시등 점등시험

라) 기동용기 작동시험에 의한 선택밸브 및 저장용기 밸브 개방시험

마) 저압식 이산화탄소 저장탱크의 고압 및 저압 경보시험

바) 저압식 이산화탄소 저장탱크의 저용량 경보시험

사) 방출시험 전 해당 방호구역의 Door Fan Test 자료검토

아) 방출시험에 의한 방출시간, 설계농도 확인 및 설계농도 유지시간 측정(필요시)

자) 소화약제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장치 정지 및 개구부의 폐쇄 작동시험

5)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가) 화재감지기 동작에 의한 기동용기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 및 경보시험

나) 수동기동장치에 의한 기동용기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시험

다) 소화약제의 방출에 따른 방출표시등 점등시험

라) 기동용기 작동시험에 의한 선택밸브 및 저장용기 밸브 개방시험

마) Door Fan Test 자료검토

바) 방출시험에 의한 방출시간, 설계농도 확인 및 설계농도 유지시간 측정(필요시)

사) 소화약제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장치 정지 및 개구부의 폐쇄 작동시험

자) 약제방출 비상정지스위치(Abort Switch) 및 방출차단스위치(Disconnect Switch)

작동시험 

6) 포 소화설비

가) 포 방출구 방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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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 팽창비 및 환원시간 측정시험

다) 화재감지기 동작에 의한 밸브 작동 및 경보시험

라) 수동기동장치에 의한 작동 및 경보시험

7) 옥내·외 소화전설비 및 이산화탄소 호스릴설비

가) 옥내·외 소화전 방수시험

나) 방수압력 0.7 MPa 초과여부 및 감압장치 설치 확인

다) 이산화탄소 호스릴설비의 조작 용이성 확인

4. 검사 중점사항 

해당없음

5. 검사 유의사항

가. 계통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건설 종료시험이 완료되었고, 이와 관련된 품질보증문

서가 시운전그룹으로 적절히 이관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이산화탄소 및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방출시험 시 방호구역 및 주변 인원의 통제 

상태를 확인하며, 적절한 안전장비의 준비여부를 확인한다.

다. 계기용 공기공급계통, 비안전 관련 전원계통, 공기조화계통, 휴대용 무선통신설비의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라. 시험 관련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고, 적절히 검·교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Ⅲ. 판정 기준

1. 소화용수 공급설비

가. 소화수펌프(전동기구동, 디젤엔진구동, 충압)는 기동 또는 정지 시, 상태표시등이 

점등 또는 소등되어야 한다.

나. 전동기구동 소화수펌프는 미리 설정된 압력에서 자동 기동되어 수동정지 되어야 

한다. 다만, 배관압력이 정상이고 10분 이상 운전 시 자동정지 될 수 있다.

다. 소화수펌프의 순차적인 기동을 위한 자동기동 설정치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라. 디젤엔진구동 소화수펌프는 각각 미리 설정된 압력에서 자동 기동되어 수동정지 

되어야 한다. 다만, 배관압력이 정상이고 30분 이상 운전 시 자동정지 될 수 있다.

마. 충압펌프는 미리 설정된 압력에서 자동 기동되고, 설정된 압력에서 자동 정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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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바. 소화수펌프는 체절유량, 정격유량, 150%유량에서 각각 시험되어야 한다. 무유출유

량에서 정격양정의 140% 이하의 성능을 나타내고, 정격유량의 150%유량에서 정격

양정의 65%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소화수펌프 토출 측 릴리프밸브는 체

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어야 한다.

사. 격납건물 소화수 격리밸브는 ESFAS-CIAS 신호에 의하여 설계시간 내에 닫히는지 

확인되어야 하며, 전원과 제어공기상실 시 자동으로 닫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2.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가. 밸브(유수검지장치) 작동 시 방호구역 내 경보발생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나. 화재감지기 및 수동기동장치에 의한 준비작동식 밸브의 개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

다.

다. 알람밸브 또는 준비작동식밸브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에 설치된 시험장치에서 

설계기준 이상의 방사압 및 방수량이 확보되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라. 소화수 공급배관 급수차단밸브 폐쇄 시 감시제어반에서 폐쇄상태 확인 및 경보발

생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3. 물분무 소화설비

가. 델루지밸브의 배열상태를 확인하고, 화재감지기 및 수동기동장치에 의한 밸브의 개

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나. 분사시험을 통한 방호대상물의 방호여부, 물분무헤드의 분사패턴 형성, 배수용량 

및 배수설비의 적절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 화재감지기 동작 및 밸브 작동신호에 의한 경보발생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 화재감지기 동작시험에 의해 기동용기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 및 경보가 발령되어

야 한다.

나. 수동기동장치에 의해 기동용기 솔레노이드 밸브작동 및 경보가 발령되어야 한다.

다. 소화약제의 방출에 따라 방출표시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라. 기동용기 개방에 의해 해당 선택밸브 및 저장용기 밸브가 개방되어야 한다.

마. 이산화탄소의 방출시간 및 설계농도 유지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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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동냉동장치는 미리 정해진 저압식 이산화탄소 저장탱크 내의 압력에서 자동으로 

동작 및 정지되어야 한다.

사. 저압식 이산화탄소 저장탱크는 고압 혹은 저압경보가 발령되어야 한다.

아. 저압식 이산화탄소 저장탱크 저용량 경보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자. 화재감지 시 환기장치가 정지되고, 개구부의 폐쇄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5.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가. 화재감지기의 동작신호에 의해 기동용기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 및 경보가 발령되

어야 한다.

나. 수동기동장치에 의해 기동용기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 및 경보가 발령되어야 한다.

다. 소화약제의 방출에 따라 방출표시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라. 기동용기 개방에 의해 해당 선택밸브 및 저장용기 밸브가 개방되어야 한다.

마. 청정소화약제의 방출시간 및 설계농도 유지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바. 화재감지 또는 소화약제 방출 시 환기장치가 정지되고, 개구부의 폐쇄장치가 작동되

어야 한다.

사. 약제방출 비상정지스위치(Abort Switch) 및 방출차단스위치(Disconnect Switch) 작

동시험을 실시하여 정지 및 차단기능이 작동되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6. 포 소화설비

가. 포 방출구 방출시험 시 포 형태로 방사되어야 한다.

나. 포 소화약제 종류에 따른 팽창비 및 환원시간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화재감지기 동작시험 및 수동기동장치의 기동에 따라 작동이 요구되는 밸브가 개

방되어야 한다.

라. 화재감지기 동작 및 밸브 작동신호에 따라 방호구역 내 경보가 발령되어야 한다.

7. 옥내·외소화전 소화설비 및 이산화탄소 호스릴설비

가. 옥내소화전의 경우 소화수펌프로 부터 가장 먼 곳의 소화전에서 0.17 MPa 이상의 

방수압력 및 130 lpm 이상의 방수량이 공급되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나. 옥외소화전의 경우 소화수펌프로 부터 가장 먼 곳의 소화전에서도 0.25 MPa 이상

의 방수압력 및 350 lpm 이상의 방수량이 공급되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다. 옥내·외소화전의 최대 방사압이 0.7 MP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압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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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라. 이산화탄소 호스릴설비는 조작 용이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Ⅳ. 첨부 자료

1. 검사점검표

Ⅴ. 참고 문헌

1. 안전성분석보고서 9.5.1 화재방호계통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경수로형 원전 규제지침 10.6, “원자력발전소 화재방

호”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6. 미국 화재방호기준(NFPA)

가. NFPA 1, “Fire Code”

나. NFPA 10, “Standard for Portable Fire Extinguishers”

다. NFPA 11, “Standard for Low-, Medium-, and High-Expansion Foam”

라. NFPA 12, “Standard for Carbon Dioxide Extinguishing Systems”

마. NFPA 12A, “Standard on Halon 1301 Fire Extinguishing System”

바. NFPA 13,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Sprinkler Systems”

사. NFPA 14,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Standpipe and Hose Systems”

아. NFPA 15, “Standard for Water Spray Fixed Systems for Fire Protection”

자. NFPA 20,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Stationary Pumps for Fire

Protection”

차. NFPA 22, “Standard for Water Tanks for Private Fire Protection”

카. NFPA 24,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Private Fire Service Mains and

Their Appurtenances”

타. NFPA 25, “Standard for the Inspection, Testing, and Maintenance of

Water-Based Fire Protection Systems”

파. NFPA 30, “Flammable Combustible Liquids Code”

하. NFPA 50A, “Standard for Gaseous Hydrogen Systems at Consumer Site”

거. NFPA 70, “National Electric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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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NFPA 72, “National Fire Alarm and Signaling Code”

더. NFPA 80, “Standard for Fire Doors and Other Opening Protectives”

러. NFPA 80A, “Recommended Practice for Protection of Buildings from Exterior

Fire Exposures”

머. NFPA 90A,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Air-Conditioning and Ventilating

Systems”

버. NFPA 204, “Standard for Smoke and Heat Venting”

서. NFPA 251, “Standard Methods of Tests of Fire Resistance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

어. NFPA 252, “Standard Methods of Fire Tests of Door Assemblies”

저. NFPA 262, “Standard Method of Test for Flame Travel and Smoke of Wires

and Cables for Use in Air-Handling Spaces”

처. NFPA 600, “Standard for Industrial Fire Brigades”

커. NFPA 804, “Standard for Fire Protection for Advanced Light Water Reactor

Electric Generating Plants”

터. NFPA 1961, “Standard on Fire Hose”

퍼. NFPA 2001, “Standard on Clean Agent Fire Extinguishing Systems”

7. 전력산업기술기준

가. KEPIC 804, “개량형 경수로 원전 화재방호”

8. 국가 화재안전기준(NFSC)

가. NFSC 10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나. NFSC 10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다. NFSC 109,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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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1. 소화용수 

공급설비 

(내진등급 

포함)

가. 성능시험 절차 검토

나. 판정기준의 적합성 검토

다. 소화수저장탱크 수위 확인

라. 소화수펌프(전동기구동, 디젤엔진

구동, 충압펌프)의 기동 및 정지

마. 소화수펌프(전동기구동, 디젤엔진

구동, 충압펌프)의 정격유량 및 정

격수두

바. 자동기동압력 설정치의 적절성

사. 체절압력 미만에서 릴리프밸브 작동

아. 격납건물 소화수 격리밸브 닫힘시간 

및 구동원 상실시험

시험착수 전 또는 후,

서류검토, 면담 또는 

현장 검사

2. 스프링클러 소

화설비

가. 성능시험 절차 검토

나. 판정기준의 적합성 검토

다. 알람밸브 작동시험 및 경보시험

라. 준비작동식밸브 작동시험 및 경보

시험

마. 유수검지장치 말단 시험밸브 배관압력 

점검 

시험착수 전 또는 후,

서류검토, 면담 또는 

현장 검사

3. 물분무 소화

설비

가. 성능시험 절차 검토

나. 판정기준의 적합성 검토

다. 화재감지기 작동에 의한 델루지밸

브 작동 및 경보시험

라. 수동기동장치에 의한 밸브 작동

시험

마. 물분무헤드 분사 및 배수시험

시험착수 전 또는 후,

서류검토, 면담 또는 

현장 검사

4. 이산화탄소 소

화설비

가. 성능시험 절차 검토

나. 판정기준의 적합성 검토

다. 화재감지기의 작동에 의한 기동용기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 및 경보시험

라. 수동기동장치에 의한 기동용기 솔

레노이드 밸브 작동시험

마. 소화약제의 방출에 따른 방출표시

시험착수 전 또는 후,

서류검토, 면담 또는 

현장 검사



- 11 -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등 점등시험

바. 기동용기 개방에 의한 선택밸브 

및 저장용기 밸브 개방시험

사. 저압식 이산화탄소 저장탱크 고압 

및 저압 경보시험

아. 저압식 이산화탄소 저장탱크 저용

량 경보시험

자. Door Fan Test 시험결과 검토

차. 방출시간 및 설계농도 유지시간 측정

(필요시)

카. 화재감지에 의한 환기장치 정지 

및 개구부 폐쇄장치 작동시험
5.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가. 성능시험 절차 검토

나. 판정기준의 적합성 검토

다. 화재감지기의 작동에 의한 기동용기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

    및 경보시험

라. 수동기동장치에 의한 기동용기 솔

레노이드 밸브 작동시험

마. 소화약제의 방출에 따른 방출표시

등 점등시험

바. 기동용기 개방에 의한 선택밸브 

및 저장용기 밸브 개방시험

사. Door Fan Test 시험결과 검토

아. 방출시간 및 설계농도 유지시간 

측정(필요시)

자. 화재감지 또는 약제방출에 의한 

환기장치 정지 및 개구부 폐쇄장

치 작동시험

차. 소화약제의 방출 지연스위치 및 차

단스위치 작동시험

시험착수 전 또는 후,

서류검토, 면담 또는 

현장 검사

6. 포 소화설비 가. 성능시험 절차 검토

나. 판정기준의 적합성 검토

다. 포 방출구 방출시험

라. 포 팽창비 및 환원시간 측정

시험착수 전 또는 후,

서류검토, 면담 또는 

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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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마. 화재감지기 동작신호 및 수동기동

장치에 의한 밸브 작동시험

바. 화재감지기 동작 및 밸브 작동신

호에 의한 경보시험
7. 옥내·외

소화전설비 및

이산화탄소 

호스릴설비

가. 성능시험 절차 검토

나. 소화전 방사압 및 방수량

다. 호스릴 조작 용이성 검토

시험착수 전 또는 후,

서류검토, 면담 또는 

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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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위경 ‘13.4 도규식 ‘13.4

4 이상규 ‘17.12 민복기 ‘17.12

5 한기윤 ‘18.12 김종갑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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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1.3.5절 화재감지 및 경보계통 시험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전 화재방호의 목적은 화재발생 시에도 원자로 정지 및 유지 기능을 확보하고 

외부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보장하는 것이다. 화재감지 및 

경보계통은 화재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경보장치, 주/지역 화재수신반 및 전원공급장

치 등으로 구성되며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통보하거나 소화설비를 작동시키는 기능

을 하는 심층방어개념의 하나인 능동 방어수단이다.

화재감지 및 경보계통에 대한 사용전(성능)검사의 목적은 화재의 감지를 위하여 설

치된 경보설비에 대한 시험절차, 기능시험 및 관련 점검을 통하여 화재감지 및 경보 

계통의 운전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2. 검사 대상

가. 화재감지 및 경보 설비

나. 주화재수신반 및 지역화재수신반

다. 전원공급설비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화재감지 및 경보계통은 화재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경보장치, 주/지역 화재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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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및 전원공급설비 등으로 구성되며 비상전원으로는 NFPA 72에 따른 축전지가 충분

한 용량의 직류전원을 공급한다. 화재감지기는 가연성물질의 종류, NFPA 및 제조사 

사양서에 따라 설계되고, 중계기 및 수신반은 화재감지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를 경보

하고, 화재진압계통에 작동신호를 전송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주제어실에 설치되는 주화재수신반의 전원은 상용전원 외에 전기적 격리장치를 경

유한 1E급 비상전원 및 후비용으로 예비전원이 구비된다. 상용전원의 상태는 항상 감

시되며 고장과 동시에 경보가 발생한다. 예비전원은 주화재수신반에 내장된 충전부와 

축전지로 구성되며, NFPA 72 요건에 따라 교류전원 차단 시 자동으로 절체되어 주

화재수신반에 전원을 공급한다.

화재감지기는 가연성물질의 종류, 설치높이, NFPA 72 및 제조사 사양서에 따라 설

계된다. 화재감지 및 경보계통은 다중전송방식을 사용하는 R형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화재감지 및 경보신호를 중계기를 통하여 송·수신한다. 화재감지계통의 

모든 회로는 다중회로 방식인 Class X 회로로 구성된다.

2. 안전 설계 사항

화재감지 및 경보계통은 안전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으며 관련 계통 및 기기들에 대

해 안전등급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다만, 원자력 및 관계시설 어느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속히 감지하고 경보하여 원전이 안전하게 정지되고 안전한 상태

로 유지될 수 있음이 평가되어야 한다.

본 사용전검사 지침에서는 화재위험도분석에 따라 설계 및 설치된 화재감지 및 경

보계통의 성능에 대한 검사지침을 제시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서류검토

1) 성능시험 절차서 및 결과자료 검토

가) 성능시험 절차서의 적합성 검토(시험절차, 판정기준 등)

나)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관련자료 및 현장 시공상태 확인

다) 사업자 시운전 결과자료 검토

2) 설계 및 공사 감리결과보고서 검토

가)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 및 공사 감리결과 검토

나) 설계 및 공사 감리결과에 따른 시정보완사항 설계반영 확인

나. 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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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감지 및 경보 설비

가) 화재감지기, 중계기 및 발신기 작동시험 및 경보연동시험

나) 경보장치 시각경보기 작동 및 청각경보기 음압 측정

다) 방화댐퍼 연동시험

라) 타 경보와의 화재경보 구별시험

2) 주화재수신반 및 지역화재수신반

가) 주화재수신반의 시각적 및 청각적 경보

나) 화재감지기 및 발신기 작동상태 표시

다) 주화재수신반과 지역화재수신반의 통신 및 회로 건전성시험

3) 전원공급설비

가) 예비전원 절체시험

나) 예비전원 용량시험

4. 검사중점사항

해당 없음

5. 검사유의사항

가. 계통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건설 종료시험이 완료되었고, 이와 관련된 품질보증

문서가 시운전그룹으로 적절히 이관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화재감지기, 발신기의 작동시험 및 경보시험 전에 각종 화재진압설비 및 연동설

비의 연동스위치가 정지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시험 관련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고 적절히 검·교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1. 화재감지기 및 중계기는 모의 화재시험 시 정상 작동하여 화재발생 신호가 수신

기에 전송되어야 하며, 발신기는 수동조작 시 화재신호가 전송되어야 한다. 또한 

화재수신기 경보연동에 따른 화재경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2. 시각경보기 및 청각경보기는 화재감지기 또는 발신기 작동 시 연동되어 경보가 

발령되어야 한다.

3. 청각경보기의 음압은 경보기에서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 이어야한다. 고

소음 지역(주위 평균소음이 90 dB 이상)의 경우에는 주위 평균소음보다 높은 음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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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청각경보기가 적용되어야 하며, 주변 소음과 청각경보기에

서 생성된 총 음압이 120 dB 이하이여야 한다. 또한, 고소음 지역의 경우 시각경

보기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며, 이외의 지역의 경우 시각경보기를 추가로 설치하

는 것이 권고된다. 신규 원전 설계 시에 각 방호구역에서 예측되는 소음을 고려하

여 청각경보기의 음압을 결정하고, 1차 계획예방정비기간에 소음과 청각경보기의 

음압을 측정하여 청각경보기의 성능이 입증되어야 한다.

4. 화재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연동되는 방화댐퍼는 화재신호 입력 시 자동으로 폐쇄

되어야 한다.

5. 주화재수신반 및 지역화재수신반에는 화재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 위치가 표시

되어야 하며, 화재발생신호 수신 시 경보연동신호가 발령되어야 한다.

6. 주화재수신반 및 지역화재수신반에는 화재발생 방호구역과 기기 및 선로고장이 

표시되고 경보가 발령되어야 하며, 회로 건전성시험이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7. 화재수신반 및 기타 전원공급설비는 예비전원 절체시험 시 축전지 전원으로 자동

절체 되어야 하고, 축전지 용량은 화재감지 및 경보계통 설비에 대하여 24시간 감

시를 지속한 후 5분 이상 경보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8. 화재경보는 발전소의 다른 경보와 혼동되지 않도록 구별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안전성분석보고서 9.5.1 화재방호계통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경수로형 원전 규제지침 10.6, “원자력발전소 화재방

호”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6. 미국 화재방호기준(NFPA)

가. NFPA 1, “Fire Code”

나. NFPA 70, “National Electric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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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NFPA 72, “National Fire Alarm and Signaling Code”

라. NFPA 804, “Standard for Fire Protection for Advanced Light Water Reactor

Electric Generating Plants”

7. 전력산업기술기준

가. KEPIC 804, “개량형 경수로 원전 화재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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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1. 화재감지 및 

경보 설비

가. 성능시험 절차 검토

나. 판정기준의 적합성 검토

다. 화재감지기 및 발신기 작동시험 

및 경보연동시험

라. 시각경보기 작동 및 청각경보기 

음압 시험

마. 방화댐퍼 연동시험

바. 타 경보와의 화재경보 구별시험

시험착수 전 또는 후,

서류검토, 면담 또는 

현장 검사

2. 주/지역 

화재수신반 

가. 성능시험 절차 검토

나. 판정기준의 적합성 검토

다. 수신반 작동시험 및 경보시험

라. 주화재수신반과 지역화재수신반

의 통신 및 회로 건전성시험

시험착수 전 또는 후,

서류검토, 면담 또는 

현장 검사

3. 전원공급설비 가. 성능시험 절차 검토

나. 판정기준의 적합성 검토

다. 예비전원 절체시험

라. 예비전원 용량시험
시험착수 전 또는 후,

서류검토, 면담 또는 

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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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장식 ‘17.12 김용범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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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1.3.6절 디젤 연료유계통 시험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디젤 연료저장 및 이송계통은 2대의 1E급 비상디젤발전기 각각에 사고 후 7일 동

안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연료유와 주기적 시험에 필요한 적절한 양을 보유하도록 

설계된다. 일일탱크의 용량은 재충전 없이 디젤발전기를 정격 출력에서 최소 60분간 

운전할 수 있는 연료유를 보유한다. 각각의 비상 디젤발전기에는 2대의 전동기 구동 

연료유 이송 펌프가 설치되며, 1대의 연료유 이송 펌프는 연료유 저장탱크에서 해당 

일일탱크로 디젤발전기 최대 요구 유량 이상의 연료유를 송출할 수 있는 용량을 갖는

다.

디젤 연료저장 및 이송계통은 안전성관련, 품질그룹 C, 내진범주 I 및 1E급 계통으

로 설계기준 지진사고 동안 및 후에도 운전되도록 설계된다. 디젤발전기 연료저장 및 

이송계통과 구성 기기는 NFPA 30 및 37 요건에 따른다. 연료유의 온도는 공기조화

계통에 의해 연료유 운점(cloud point) 이상에서 유지된다.

본 지침서는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유 저장 및 이송계통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연

료이송펌프(계열당 2대, 총4대)가 수동모드에서 수동 기동 및 정지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으며, 자동모드에서 비상디젤발전기 자동기동신호에 따라 자동 기동되며, 모든 표시

등 및 경보등이 해당 경보 및 표시 조건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검사 대상

가.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유 이송펌프 성능 

나. 연료유 이송계통의 주요 기기 기능 (관련 경보등 상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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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저장 및 이송계통의 안전기능은 비상디젤발전기 운전을 위해 

7일간의 100% 출력운전에 필요한 연료를 저장하고, 엔진의 기동 신호에 따라 비상디

젤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2. 안전 설계 사항

소외전원상실과 같은 설계기준사고 동안에 안전관련 기기 및 계통에 비상 교류전

원의 활용 가능성을 보증하기 위해 비상디젤엔진 연료저장 및 이송계통은 사고, 파손,

다른 발전소의 상태에 관계없이 발전소에 상기 3.항의 안전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유 계통에 대한 성능시험에 대한 검사는 다음 사항이 만족되

는지를 확인한다.

가. 시험절차서의 기술내용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관련 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나. 시험전 선행조건으로 필요한 건설인수시험과 계통세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필요

한 전원공급과 제어회로는 이용 가능한 상태이어야 한다.

다. 시험전 디젤 연료유는 본 시험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 확인이 되어야 

한다. 또한, 연료유의 품질도 발전소에서 작성된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유 시험

계획서”에 따라 점검이 수행된 상태이어야 한다.

라. 각 연료이송펌프가 수동 모드에서 기동 및 정지가 되는지를 확인한다.

마. 각 연료이송펌프가 자동 모드에서 비상디젤발전기 기동신호에 의해 자동 기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바. 각 연료이송펌프가 백업(Backup) 펌프로 대기중일 때 기동중인 펌프가 정지한 

후 규정된 시간이내에 기동되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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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연료유 저장탱크 및 일일탱크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경보가 요구되는 조건

(예; 연료저장탱크 저-저 수위, 고 수위, 저 수위; 일일탱크 고 수위, 저수위)에

서 현장경보패널(Local Control Panel) 및 주제어실 경보판에 경보가 작동하는

지 확인한다.

아. 기타 연료유 이송펌프 및 계통이 비정상적일 때, 경보가 요구되는 조건(예; 출구 

저압, 전기적 고장 및 연료유계통 스트레이너 고 차압 등)을 모사했을 때, 현장

경보패널(Local Control Panel) 및 주제어실 경보판에 경보가 작동하는지 확인

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검사대상호기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중 비상디젤발전기 계통과 관련된 기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특히,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유 이송 및 저장계통에 대

한 기술내용, 디젤 연료유 계통시험에 대한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해당계통 기기 및 부품에 대한 부적합보고서(NCR) 및 설계변경 사항 등에 관

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5. 검사유의사항

없 음

III. 판정기준

1. 연료유 이송펌프가 수동 및 자동 신호에 따라 적절히 기동, 정지되어야 한다.

2. 경보가 작동되어야 하는 조건에서 경보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3. 해당호기 계통설계요건에 따라 계통이 적절히 운전됨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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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2.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서 9.5.4절, “디젤 연료유 저장 및 이송계통”

3. Regulatory Guide 1.9, "Selection, Design, Qualification and Testing of

Diesel-Generator Units Used As Class 1E Onsite Electric Power Systems At

Nuclear Power Plants."

4. IEEE Std. 387, "IEEE Standard Criteria for Diesel Generator Units Applied As

Standby Power Supplie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5. Regulatory Guide 1.137, "Diesel Generator Fuel Oil Systems."

6. ANSI/ANS 59.51, "Fuel Oil System for Safety-Related Emergency Diesel

Generators"

7. Diesel Eng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DEMA) Standard, "Standard

practices for Low and medium Speed Stationary Diesel and Gas Engines"



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비상 디젤 

발전기 연료유 

계통 

1) 시험절차서의 기술내용의 타

당성 검토

2) 시험전 선행조건 확인 

3) 각 연료이송펌프가 수동 모

드에서 기동 및 정지 확인

4) 각 연료이송펌프가 자동 모

드에서 비상디젤발전기 기동

신호에 의해 자동 기동여부 

확인

5) 연료유 저장탱크 및 일일탱

크가 경보가 요구되는 조건

에서 현장경보 패널및 주제

어실 경보판에 경보작동 확

인

6) 기타 연료유 이송펌프 및 계

통에 경보가 요구되는 조건

에서 현장경보패널 및 주제

어실 경보판에 경보작동 확

인

8) 관련 품질기록(NCR 및 설

계변경사항 포함) 의 완료상

태를 확인한다.

시험전,

: 절차서 및 

관련     서류 

점검

시험 수행 중 

및 시험 후 

: 시험입회 및 

현장    검사 

(면담)

시험후

: 최종 서류 

확인    및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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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1.3.7절 격납건물 천정기중기 시험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격납건물에는 원자로 용기 비산물 방벽, 원자로 용기 상부 덮개 및 원자로 

용기 상하부 내장품 등을 이동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양 고리와 연결되어 사

용되는 475톤 부하차단 정격용량 1 대의 천정 기중기가 있다 또한 90톤 보조

부하 차단 정격용량의 보조크레인은 정기보수 및 가동중 검사활동에 사용된

다. 건설기간 중 천정 기중기는 증기발생기 및 원자로 용기의 설치를 위해  

950톤까지 부하차단 정격용량을 증가시킨 특별한 트롤리 배열을 갖추고 있다.

격납건물 천정기중기 제어는 자체 브리지에 설치된 운전대나 펜던트(pendent)

제어기로 가능하다. 천정기중기는 안전정지지진에서도 부하 강하 없이 건전성

을 유지토록 설계되어 있다.

동 설비는 중량물의 낙하로부터 연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리지와 

호이스트의 자동제어, 중량제한 및 인양높이의 자동제어와 중량물 취급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격납건물 천장기중기는 발전소 정지기간 동안에 원자로용기 

상부덮개, 원자로용기 상부덮개 내부와 여러 저장지역에서 원자로 용기 내부 

구조물을 취급하는데 사용되므로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과부하 방지와 인출 

방지 연동장치가 정상동작 해야 한다.

2. 검사 대상

격납건물 천정기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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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격납건물 천정 기중기는 격납건물 내부 벽체를 따라 360°회전할 수 있도

록 원형의 레일 위에 설치된다. 격납건물 천정 기중기는 발전소 정지기간 동

안 여러가지 중량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주 호이스트와 보조 호이스트를 가지

고 있으며, 격납건물 내에서 중량물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설비가 마련되

어 있다. 동 설비는 중량물의 낙하로부터 연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리

지와 호이스트의 자동제어, 중량제한 및 인양높이의 제한 연동장치를 포함하

고 있다.

천정기중기의 주 호이스트는 요구되는 위치에 적절히 위치할 수 있도록 인

칭(Inching) 기능을 갖추고 있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격납건물 천정기중기는 여러 가지 중량물 취급 중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

록 구속시키는 장치에 의해서 중량물의 부주위에 의한 낙하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 격납건물 천정기중기는 핵연료 이송중 부적절한 운전을 방지하도록 특수 

리미트 스위치 및 연동장치를 포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 격납건물 천정기중기는 여러 가지 중량물 취급 중 부적절한 과부하로 인

한 설비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과부하방지 장치를 포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절차서 적합성 확인

나. 성능 및 시험에 사용된 계측기기의 교정 상태 적합성 확인

다. 자격인증의 적합성 확인 

라. 성능시험 결과의 적합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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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 방지장치의 설치상태 및 결과 확인 

- 구역 연동장치의 설정상태 및 결과 확인

- 정격하중 시험상태 및 결과 확인 

- 과부하 시험상태 및 결과확인 

- Beam의 최대 처짐상태 및 결과확인 

- 브레이크의 밀림상태 및 결과 확인

- 트롤리, 브릿지 및 호이스트 작동상태 확인

- 펜던트 및 연동장치 성능 확인

- 조명장치 작동상태 확인

- 운행 제한요건 준수여부 확인 

- 시설의 적합한 완료상태 확인   

4. 검사 중점사항

가. 과부하 시험시 천정기중기의 건전성(처짐현상) 및 브레이크의 밀림현상을 

확인한다.

나. 정격하중 시험시 운전속도(트롤리, 브리지, 호이스트)와 360° 회전하면서 

천정기중기의 이상부위, 인칭기능 및 전류값을 확인한다.

다. 리미트 스위치의 작동여부 및 스톱퍼의 위치를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건전성(처짐현상) 확인시 측량기에 의한 정밀한 측정을 확인하여야 하며

부하 시험시에는 부하 지시기가 교정되었음을 확인한다.

나. 정격부하를 매단 상태에서 브레이크의 밀림현상 및 호이스트의 속도 측정

은 하강시 확인이 되어야한다.

III. 판정 기준

가. 시험준비(예, 적합한 절차서, 교정된 계측설비, 시험원 자격인증)가 적절하

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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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NUREG-0554, NUREG-0612, CMAA-70, ANSI/ANS 57.1, ASME B30.2,

ASME NOG-1 및 FSAR 성능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IV.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가. 신고리 3,4호기 FSAR

나. 신고리 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

다. 신고리 3호기 사용전 검사보고서(성능편)

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7조

마. 원안위고시 제2016-06호, 원자로시설의 사용전 검사에 관한 규정

바. 크레인 공급자의 Instruction Manual



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격납건물 

천정기중기

1. 절차서의 적합성 검토

2. 계측기기의 교정상태 검토

3. 시험원 및 운전원 자격요건 

검토

4. 성능시험 결과 확인

1) 정격하중시험

- 정격하중시 운전속도

- 호이스트 및 브레이크 밀림

확인

-인칭기능 및 전류값 확인

2) 과부하시험

- 호이스트 및 브레이크 밀림

확인

- Beam의 최대처짐

3) 연동장치 작동상태 점검

- 낙하 방지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 구역 연동장치 작동상태 확

인

4) 트롤리, 브릿지, 호이스트 

작동상태 점검

5) 운행의 제한요건 준수 확인

5. 최종상태 점검

- 조명장치 작동상태

- 청결 및 시설보호

- 품질보증 기록 확인 

관련 기술요건인 

NUREG-0554,

NUREG-0612,

CMAA-70,

ANSI/ANS 57.1,

ASME B30.2, ASME

NOG-1, KEPIC

MCN 및 

관련절차서 검토

성능시험 결과 검토

현장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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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1.3.8절 지진감시계통 시험  

주관부서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력발전소 내 모든 안전관련 시설은 부지 인근에서 발생 가능한 최

대지진 발생 시에도 설계 시 고려한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의한 

설계기준”). 또한 준용기준인 미국 연방법 10CFR Part 50 부록 S

(Earthquake Engineering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의 IV(a)(4) 항

은 안전에 중요한 원자력발전소 설비들의 지진응답을 지진발생 후 우선적

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진계측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10CFR Part 50 부록 S의 IV(a)(3)항에서는 운전기준지진(OBE)을 

초과하는 지진동이 발생하면 원자력발전소를 정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진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평가에는 지진계측 데이터의 분석 및 발전소 

현장점검(walkdown)이 포함된다.

자유장 지반, 격납건물, 기타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지진응답 계측기들

은 지진응답을 설계결과와 비교․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계

측기의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작업 방사선 피폭이 ALARA에 의거 낮게 유

지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한 부지에 동일한 다수기가 있는 경우에는 각 호기가 근본적으로 동일

한 지진응답을 나타낼 것이 예상되면 각 호기에 모두 지진계측기를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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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없으나 지진발생 경보는 각 발전소 운전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2. 검사대상

가. 지진감시계통 성능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기능 

원전 지진감시계통은 지진발생 시 발전소 운전원에게 지진발생 정보를  

제공하고 운전기준지진 이상의 지진발생 시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지진응답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지진발생 후 발전소 재가동을 위한 평가를 

위해 진동을 계측하여 기록한다.

2. 안전설계사항

가. 지진 발생후 2시간 이내에 발전소 부지에서 계측된 기록을 처리할 있  

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나. 지진계측기의 설치위치는 지진응답을 설계결과와 비교․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이어야 한다. 또한 계측기의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방사선 

피폭이 ALARA에 의거 낮게 유지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

적으로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자유장 지반 지진계측기는 지표 운동을 기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하며, 지표 특징, 건물, 기기 등이 지반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

이어야 한다.

2) 구조물 내부 지진계측기는 측정된 응답운동을 직접 설계응답스펙트럼

과 비교할 수 있도록 건물 동적해석 시 모델링된 질량점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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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진계측기들은 가능한 선량률이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진계측기는 지지대에 강결되도록 설치하여 공진가능성을 배제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지

진계측기는 수평성분의 한 방향이 지진해석 시 가정한 수평축과 일치

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발전소의 내진설계에 사용된 지진해석 결과에 근거하여 다른 호기에서  

도 근본적으로 동일한 지진응답이 예상될 경우에는 한 호기에만 지진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으나, 호기별 주제어실에는 별도의 경보기를 설

치하여 운전원에게 지진 발생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지진계측기의 성능은 발전소의 정지기간을 포함하여 모든 발전소 운전  

모드에서 작동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1) 계측기기는 발전소 정상운전중 주기 채널점검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는 가동중 기능시험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운전 중 접근이 어려운 구역에 설치된 지진계측기는 접근 가능한 위

치에서 데이터 기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동시작을 알리는 

외부 원격경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4) 지진계측기는 지진 트리거의 구동전 저(低)진폭 운동을 최소 3초간 

기록 하여야 하며, 지진운동이 지진 트리거 임계값을 초과하는 동안 

계속 기록하고 지진 트리거 임계값을 마지막으로 초과한 후 최소 5초 

이상 저진폭 운동을 기록하여야 한다.

5) 비상전원은 정상운전 시 사용하는 교류전원의 상실 시에도 재충전하

지 않고 최소 25분간 지진감시계통의 작동을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검사 중점사항

가. 지진계측기의 제작자 검교정 및 현장교정

나. 지진계측기 설치위치별 설계응답스펙트럼 입력상태

다. 지진계측기의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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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발생 시 지진기록 및 재생

- 입력된 설계응답스펙트럼과의 비교분석

- 주제어실 경보

4. 검사 유의사항

가. 지진계측기 설치위치별 설계지진 응답스팩트럼 입력 오류 가능성 확인

나. 지진계측기 및 시스템, 지진 캐비넷의 내진검증시험 입력지진의 보수성 

점검

III. 판정 기준

II. 2항의 안전 설계사항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고 II. 3항의 검사 중점사

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관련 요건에 만족되었을 때

IV. 첨부 자료

가.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2절(원자로시설의 구

조·설비 및 성능)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6-06호,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다. 안전규제지침 4.6, “지진감시계통”,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라. 안전규제지침 4.18, “지진발생 전 계획 및 지진발생 직후 원자력발전소 

운전원 조치사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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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안전성분석보고서(SAR) 3.7.4 절, 16.3.3

바. 10CFR Part 50 부록 S, “Earthquake Engineering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IV(a)(4) 및 IV(a)(3)

사. ANSI/ANS 2.2-88, "Earthquake Instrumentation Criteria for NPPS"

아. Reg. Guide 1.12, "Nuclear Power Plant Instrumentation for Earthquake",

U.S NRC

자. 지진감시계통 제작자 User Manual

차. 지진감시계통 구매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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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고(참조)

지진감시계통

(홀수호기 :

1~6항,

짝 수 호 기 :

7항 점검)

1. 지진발생 후 계측기록의 신속한 비

교분석 기능의 적절성

2. 저진폭운동 기록시간 및 최소 기록

가능 시간의 적절성

- 저진폭운동 기록시간 : 최소 3초

- 기록가능시간: 최소 25분

3. 지진감시계통 구성기기 사양의 적절

성

- 지진계측기

- 가속도 기록계

- 지진감시 배전반의 무정전 전원 

및 배터리 용량

4. 지진계측기의 검교정상태의 적절성

5. 분석기(Computer System)에 내장된 

지진계측기 설치위치별 설계응답스

펙트럼 값의 적절성

6. 지진 트리거 경보 설정치 적절성

7. 지진감시계통 경보의 적절성(홀수 

및 짝수 호기 동시 경보)

- 지진발생 시 시청각 경보발생 여부

- OBE 초과 지진발생시 시청각 경보 

발생 여부

- 전원상실 등 지진감시계통 이상 시 

시청각 경보 발생 여부

ㅇ지진감시계통 현

장설치 완료 후

ㅇ모든 계통이 정상

운전상태가 되었

을 때

ㅇ서류검토 및 입회

ㅇ안전규제지침  

4.6

ㅇ안전규제지침  

4.18

ㅇKEPIC STB

ㅇSRG 3.7.4

ㅇANSI/ANS

2.2

ㅇReg. Guide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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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1.4절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시설

제2.11.4.1절 원자로냉각재계통 비상감압설비 시험

주관부서 : 중대사고리스크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로냉각재계통 비상감압설비는 급수완전상실사고 등의 고압사고 발생 시, 핵연료 

냉각을 위한 충전유출운전이 가능한 수준까지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신속하게 감압하기 

위해 설치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급속감압 기능은 가압기 상부에 설치된 비상감압

설비 유로의 비상원자로감압밸브(Emergency Reactor Depressurization Valve)를 개방

함으로써 수행된다. 동 설비는 또한 고압노심용융사고 기간에는 노심용융물의 고압분

출 현상에 의한 격납건물 파손 방지를 위한 원자로냉각재계통 감압에도 사용될 수 있

다.

본 성능검사의 목적은 비상원자로감압밸브 기능시험 및 관련 점검을 통해 사고 시 

운전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검사는 검사점검표에 따라 각 기기의 성능시험이 가능

한 때에 수행하며, 핵연료장전 이전에 성능이 입증되어야 한다. 검사시에는 시험을 수

행하는 각 기기의 성능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사항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제작자 지침서의 요구사항 등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비상원자로감압밸브의 급속감압 기능 확인 (SAR 5.4.1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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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급수완전상실사고 등의 고압사고 발생 시 충전유출운전이 가능하도록 원자로냉각

재계통을 충분히 감압하는 역할을 한다.

나. 고압노심용융사고 발생 시, 원자로용기 파손에 따른 고압노심용융물방출에 의한 

원자로건물 직접가열 현상 및 고압에 따른 증기발생기 전열관 크리프 파손을 방

지하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충분히 감압하는 역할을 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비상원자로감압밸브는 고장 발생 당시의 위치를 유지하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한다. 비상원자로감압밸브의 오작동

에 의한 개방을 방지하기 위해 재장전 및 상온정지 운전을 제외하고는 밸브에 잠금장

치(닫힘 상태)가 제공되며 방출밸브로 공급되는 전원은 차단된다. 또한, 각 유로의 비

상원자로감압밸브들은 어떤 한 밸브가 오작동에 의해 개방되더라도 원자로냉각재압력

경계를 유지하도록 정렬되어 있다. 전원이 연결되면 운전원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경

보가 제공된다.

비상원자로감압밸브의 오작동에 의한 개방시 단일고장을 가정하여 원자로냉각재계

통의재고량 상실과 감압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다. 비상원자로감압밸브는 다중

유로로 구성되어 있어서 1개 유로의 단일고장 시에도 비상원자로감압밸브의 요구되는 

감압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준비상태(절차서의 적합성, 시험장비의 검교정 상태, 시험초기조건 만족여부)

를 확인한다.

나. 비상원자로감압밸브의 열림/닫힘 작동성을 확인한다.

다. 주제어실과 현장 간 밸브의 위치 지시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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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원 연결에 따른 경보 작동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주제어실에서 동 밸브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밸브의 완전 열림/닫힘 동작을 확인

한다. 또한 밸브의 완전 열림/닫힘 시험 시 밸브의 동작상태가 주제어실과 현장

이 일치하는지 현장 위치지시계(Limit Switch)를 통하여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밸브 시험에 사용되는 계측기들의 검교정의 적절성, 시험절차서의 유효성 및 시

험요원의 자격의 적절성은 시험 수행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III. 판정기준

가. 비상원자로감압밸브의 급속감압 기능을 위해 개별 밸브는 수동으로 원격 작동되

어야 한다.

나. 주제어실과 현장 간 밸브의 위치 지시상태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전원 해제 상태에서 다시 전원이 연결되면 경보가 발생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6조(설비의 

공유),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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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23)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4.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심사지침, KINS/GE-N01, 부록 19-1

6. KEPIC MO(2005) 원전 가동중시험, MOC 및 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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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비상원자로

감압밸브

1. 시험 준비 상태

- 절차서의 적합성, 시험장비

의 검교정 상태, 시험초기

조건 만족여부

2. 비상원자로감압밸브의 열

림/닫힘 작동성.

3. 주제어실과 현장 간 밸브

의 위치 지시상태가 일치하

는지 확인한다.

4. 전원 연결 시 경보가 발

생하는지 확인한다.

○시험착수 전 또는 

후

○시험절차서, 결과

기록, 안전성분석

보고서, 기기 명세

의 비교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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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1.4.2절 비상냉각수 외부주입설비 시험 

주관부서 : 중대사고리스크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격납건물은 정상운전 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며 가상사

고 시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는 최후의 물리적 방벽이다. 원자력발전

소(이하 ‘원전’)에서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원자로 노심이 손상되는 중대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만약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대량의 방사성 물질의 환경으로 방출된다면 사회적·경제적으로 그 영향이 심각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극소화하기 위해 발전용 

원자로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중대사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냉각

수 외부주입설비는 외부수원과 이동형 주입설비를 이용해 1,2차측에 냉각수를 주입하

는 설비로써, 원전에서 다중고장사고 혹은 극한재해가 발생 했을 때 중대사고로 진행

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된다.

본 검사지침서는 비상냉각수 외부주입설비가 설치되는 원전에 대해 해당 계통의 

사용전(성능)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검사는 외부주입을 위한 유로의 설치가 

완료되고 외부주입을 위한 펌프, 차량, 호스, 체결부 등의 제반 설비가 갖추어져 실제 

주입 확인을 위한 상온기능시험이 가능한 때에 수행하고 핵연료장전 전에 시험이 완

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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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대상

가.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확인

나. 비상냉각수 외부주입설비 적절성 확인

다. 비상냉각수 외부주입설비 성능 확인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비상냉각수 외부주입설비는 외부수원과 이동형 주입설비를 이용해 원자로의 1,2

차측에 냉각수를 주입하는 설비로써, 원전에서 다중고장사고 혹은 극한재해가 

발생 했을 때 중대사고로 진행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1차측 비상냉각수 외부주입 유로는 안전주입펌프 또는 정지냉각펌프 방출배관으

로 연결되며, 보조건물 외부에 비상급수연결구가 설치된다.

나. 2차측 비상냉각수 외부주입 유로는 보조급수펌프 출구 배관으로 연결되며, 보조

건물 외부에 비상급수연결구가 설치된다.

다. 비상냉각수 외부주입 유로의 배관은 내진범주 Ⅰ급으로 설계되며 배관의 재질은 

부식저항성이 강한 스테인레스강 계열을 사용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비상냉각수 외부주입 부대설비 적절성 확인

1) 유로 설치 적합성 확인

2) 펌프의 유량, 차압 등 성능 확인

3) 호스 제원 (길이, 재질, 내압능력, 체결부 구경 등) 확인

4) 펌프 등의 운반차량 제원 및 수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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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펌프, 호스, 운반차량 등 설비의 보관·대기 시설 확인

6) 수원 및 배관의 내진성능 확인

7) 붕소 용량 및 보관 상태, 주입 방안 확인

8) 펌프연료 구비현황 및 보충방안 확인

9) 현장과 주제어실 통신수단 확인

나. 시험조건의 충족 및 계측장비 적절성 확인

다. 비상냉각수 외부주입설비 성능 확인

1) 주입 시험·훈련 계획 및 절차 확인

2) 제반 설비의 운반 및 동선 확인

3) 사고시 차량배치 위치 확인

4) 1,2차측 주입 가능성 확인

5) 1,2차측 주입 소요시간 확인

6) 호스·체결부 누설여부 확인

7) 수원교체 절차 확인 (필요 시)

8) 체결도구 구비·비치상태 확인

4. 검사 중점 사항

가. 외부주입을 위한 제반 설비가 적절히 구비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주입시험 시 펌프의 유량과 차압이 설계기준과 공급자가 수행한 검사 및 시험결

과 등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이 때, 대표 수원으로부터 1차측 주입유로를 통하

여 원자로용기까지 그리고 2차측 주입유로를 통하여 증기발생기까지 주입되는 

유량이 붕괴열 제거에 필요한 요구유량 이상으로 형성되는지 확인한다.

다. 요구되는 유량이 형성 되었을 때 호스와 체결부 등에 누설부위가 없는지 확인한

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시험에 사용된 계측기의 변수, 측정범위, 검교정 등이 관련 절차에 따라 적합하

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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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판정기준

1. 시험수행 시 사용된 계측기의 교정날짜, 측정범위, 정확도가 절차서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시험 초기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관련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3. 주입시험 시 계측되는 펌프의 유량과 차압이 설계기준과 공급자가 수행한 검사 

및 시험결과 등을 만족해야 한다.

4. 주입시험 시 해당 유량에서 호스 및 체결부에서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42)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

준에 관한 규정”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43)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4. 안전성분석보고서 1B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속 개선 조치사항”



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비상냉각수 

외부주입설

비

1. 비상냉각수 외부주입 부대설비 

적절성 점검 

- 유로 설치 적합성 확인

- 펌프의 유량, 차압 등 성능 확인

- 호스 제원 (길이, 재질, 내압능력,

체결부구경 등)

- 펌프 등의 운반차량 제원 및 

수량

- 펌프, 호스, 운반차량 등 설비의 

보관·대기 시설

- 붕소 용량 및 보관 상태,

주입방안

- 펌프연료 구비현황 및 보충방안

- 현장-주제어실 통신수단

2. 시험조건의 충족 및 계측장비 

적절성 확인

3. 비상냉각수 외부주입설비 성능 

확인

- 주입 시험·훈련 계획 및 절차

- 제반 설비의 운반 및 동선

- 사고시 차량배치 위치

- 1,2차측 주입 소요시간

- 1,2차측 주입 가능성 (실제 주입 

가능성 확인)

- 호스·체결부 누설여부

- 수원교체 절차

- 체결도구 구비·비치상태

시험 전 현장검사 

또는 시험 후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시험 전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시험 전 서류검사 

및 시험 중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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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1.4.3절 중대사고 가연성기체제어계통 시험 

주관부서 : 중대사고리스크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중대사고시에는 핵연료 피복재와 수증기의 반응 등에 의해 많은 양의 수소가 발생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격납건물 내 수소가 축적될 경우 산소와의 폭발적 연소반응

으로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격납건물 내의 수소농도를 적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격납건물 가연성기체제어계통을 설치한다. 가연성기체제어계통

은 가연성기체 농도의 감시 및 감소를 위해 수소재결합기계통, 수소감시계통, 수소점

화계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전 설계에 따라 중대사고시 수소완화 기능을 수행

한다.

본 성능검사의 목적은 수소재결합기계통 및 수소감시계통, 수소점화계통의 기능시험 

및 관련 점검을 통해 사고 시 운전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검사는 검사점검표에 따

라 각 기기의 성능시험이 가능한 때에 수행하며, 핵연료장전 이전에 성능이 입증되어

야 한다. 검사시에는 시험을 수행하는 각 기기의 성능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사항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제작자 지침서의 요구사항 등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2. 검사 대상

가.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의 작동성 (SAR 6.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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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매 성능시험

다. 수소감시계통의 작동성 (SAR 6.2절)

- 채널 점검 및 교정

라. 수소점화계통의 작동성 (SAR 6.2절)

- 점화기 전류, 표면온도 점검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연성기체제어는 수소제거와 수소감시의 기능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기능은 다음

과 같다.

가. 격납건물 대기중 수소제거

수소재결합기는 중대사고 시 격납건물 대기중에 축적되는 수소기체를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는 중대사고 시 격납건물 내 수소의 

유동이 주로 형성되는 지점에 설치되어 전원공급이 없어도 촉매반응을 통해 수소

를 제거한다.

수소점화기는 중대사고시 격납건물 내 수소의 축적이 가능한 지점에 설치되어 

전기적 가열에 의한 점화원을 제공함으로써 수소를 연소시켜 제거한다.

나. 격납건물 대기중 수소농도 감시

격납건물 수소감시계통은 수소재결합기와 별도의 계통으로 격납건물 대기시료

를 전송 및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감시계통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시료 

채취점으로부터 격납건물 관통부를 통해 시료를 채취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원자로격납건물은 중대사고시 격납건물의 건전성 유지를 위협할 수 있는 격납건

물 내부로 유출되는 가연성기체 제어 수단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수소재결합기 및 수소농도 감시기와 같은 계통기기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성

능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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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연성기체제어계통 설계에는 사고조건에서 계통 및 기기의 성능을 감시하는 수

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가연성기체제어계통은 계통이나 기기에 대한 주기적인 작동성 시험이나 필요한 

경우 누설율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바. 중대사고에 대비한 격납건물 내의 수소제어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사고후 조건

에서도 격납건물 내 통제되지 않은 수소-산소의 반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발생된 수소-산소 반응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격납건물의 안전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수소재결합기계통(피동촉매형)에 대해 다음을 검사한다.

1)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확인

- 촉매 성능시험 절차

- 육안점검 절차

- 허용기준의 적합성

- 가동전 및 가동중 성능시험 대상 촉매체 선정 방법의 적절성

2) 촉매체의 수소제거 성능 확인

- 촉매 성능시험 방법

- 수소제거 성능

3) 기기 관리의 적합성 확인

- 촉매체 및 시험장비 관리 및 취급의 적절성

- 시험장비의 교정 방법 및 주기의 적절성

- 시험장비 교정상태

다. 수소감시계통에 대해 다음을 검사한다.

1) 격납건물 감시계통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확인

2) 수소감시계통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작동성 확인

- 밸브 개폐 및 닫힘시간

- 모의 CIAS 신호에 의한 닫힘 여부

- 전원 상실시 “실패시 닫힘(Fail Closed)" 지시 

3) 수소감시계통의 성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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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전기 배선, 계측기 지시 상태

- 수소분석기 교정 상태

- 배관보온설비의 작동 상태(설치된 경우)

라. 수소점화계통에 대해 다음을 검사한다.

1)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확인

- 시험 절차의 적절성

- 허용기준 설정의 적절성

2) 수소점화기의 성능 확인

- 계측기(온도계 등) 교정

- 점화기 수동 동작 여부

- 점화 논리회로의 배선별 시험 여부

- 표면온도 측정치의 만족여부 

4. 검사 중점 사항

가.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의 성능 확인을 위해 촉매 성능시험 장비를 이용한 촉매

체의 수소제거 성능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한다.

나. 수소분석기의 교정상태와 작동성을 검사한다.

다. 수소점화기의 전원 및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수소분석기 제어패널, 지시계, 교정용 기체시료병 등의 관리상태가 적절한지 확

인한다.

나. 수소분석기의 교정시 대기압에 대한 적절한 보정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다. 수소농도 분석 관련 절차서에 사고 후 격납건물 내 수소농도 측정시 감시계통관 

내에서의 수증기 응축효과가 적절히 고려되었는지 확인한다. (설계에 따라 다름)

라. 시험이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고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수정행위

가 기록되고 적절한 절차를 거친 후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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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판정기준

1. 수소재결합기계통 시험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

가. 촉매체의 성능이 시험절차서에 명시된 허용기준을 만족함으로써 안전성분석보고

서의 성능기준을 만족

나. 촉매 성능시험 장비의 적합한 교정상태 및 정상적 작동

2. 수소감시계통 시험 

가. 수소감시계통 격리밸브의 모의 CIAS 신호에 의한 닫힘 확인 및 전원 상실시 

“Fail Closed" 지시

나. 수소분석기를 적합한 수소 농도에서 교정

3. 수소점화계통

가. 주제어실 핸드스위치 조작에 의한 작동

나. 표면온도 등에 대한 시험절차서 허용기준 만족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6조(설비의 공

유),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제49조(초기시험).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심사지침, KINS/GE-N01, 6.2.5, 19.2.

4. U.S.NRC,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NUREG-0737, Task

II.E.4.1, II.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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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수소재결합기계

통 (피동촉매형)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촉매체의 

수소제거 성능 

확인 

∙기기 관리의 

적합성 확인

1. 촉매 성능시험 및 육안점검 

절차, 허용기준의 적합성

2. 가동전 및 가동중 성능시험 

대상 촉매체 선정 방법의 적

절성

1. 촉매 성능시험 방법의 적절성

2. 수소제거 성능의 적합성

1. 촉매체와 시험장비 관리 및 

취급의 적절성

2. 시험장비 교정 방법 및 주기

의 적절성

3. 시험장비 교정상태

시험전 FSAR

6.2.5 및 TS

점검요구사항 

등과 비교검토 

(서류검토)

FSAR 6.2.5 및 

공급자 지침서 

참조하여 현장 

검사 또는 

성능시험후 

결과 서류검토 

시험전 교정결 

과 서류검토 

또는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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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수소감시계통

∙격납건물 

감시계통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수소감시계통 

격리밸브의 

작동성 

∙수소감시계통

의 성능 

1.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성능 시

험절차와 허용기준의 적합성

2. 수소감시계통의 기밀성 및 기

능 시험, 농도 교정에 관한 

절차의 적합성

3. 수소분석기 교정시험절차 수립

4. 사고후 격납건물 내 수소농도 

측정시 수증기의 응축효과 고

려 여부 (설계에 따라 다름)

1. 모의 CIAS 신호에 의한 밸브

의 닫힘여부

2. 격리밸브의 전원 상실시 “Fail

Closed" 지시

1. 수소분석기 기계, 전기 배선,

계측기 지시 상태의 적합여부 

2. 타당한 수소 농도에서 실제 

시료 측정 방법으로 수소분석

기 교정 여부

3. 수소분석기 채널점검결과 

4. 배관보온설비의 작동 상태 

(설치된 경우)

성능시험전 

절차서 검토 

(서류검토)

격납건물격리계

통 검사와 병행

(서류검토 또는 

현장검사)

시험 전, 후 점검  

(서류검토 또는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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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수소점화계통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수소점화기의 

성능 확인 

1. 설계사항의 반영 여부 및 허

용기준의 적합성

1. 점화기 수동 동작 여부

2. 점화 논리회로의 배선별 시험 

여부

3. 계측기(온도계 등) 교정

4. 표면온도 측정치의 만족여부

설계사항과 

비교하여 

절차서 검토 

(서류검사)

시험후 결과 

검토 (서류검사)

또는 현장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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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1.4.4절 원자로격납건물 압력제어설비 시험 

주관부서 : 중대사고리스크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격납건물은 정상운전 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며 가상사

고 시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는 최후의 물리적 방벽이다. 원자력발전

소(이하 ‘원전’)에서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원자로 노심이 손상되는 중대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만약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대량의 방사성 물질의 환경으로 방출된다면 사회적·경제적으로 그 영향이 심각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중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

험성을 극소화하기 위해 발전용 원자로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중대사고 대처방안을 강

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대사고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고온 또는 과압 조건에서 격

납건물이 파손되지 않고 방사성물질에 대한 방호벽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원

자로격납건물 압력제어설비는 이를 위해 설치된다.

원자로격납건물 압력제어설비는 크게 비상원자로건물살수보조계통과 격납건물여과

배기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비상원자로건물살수보조계통은 원자로건물 살수기능을 대

체하여 외부수원의 냉각수를 격납건물 상부로 살수하여 원자로격납건물 대기의 열에

너지를 제거함으로써 원자로격납건물 내부의 온도 및 압력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수행

한다. 격납건물여과배기계통은 중대사고에 따른 원자로건물 가압 시 원자로건물 대기

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을 여과하여 격납건물 외부 대기로 배기함으로써 과압에 의한 

원자로건물 파손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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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검사지침서는 비상원자로건물살수보조계통, 격납건물여과배기계통 등 원자로격

납건물 압력제어설비가 설치되는 원전에 대해 해당 계통의 사용전(성능)검사를 수행하

기 위해 작성되었다. 원전에는 두 계통 중 한 계통만 설치 될 수도 있고 두 계통이 모

두 설치 될 수도 있으므로, 검사대상 원전의 설계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되는 부분을 

검사에 활용해야 한다. 검사는 계통의 설치가 완료되고 계통의 부대설비가 준비된 후 

성능확인을 위한 상온기능시험이 가능한 때에 수행하고 핵연료장전 전에 시험이 완료

되어야 한다.

2. 검사 대상

가.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확인

나. 비상원자로건물살수보조계통 부대 설비 적절성 확인

다. 비상원자로건물살수보조계통 성능 확인 (SAR 6.2.2, 6.5.2절)

라. 살수노즐 이물질 막힘 여부 확인 (SAR 6.2.2, 6.5.2절)

마. 격납건물여과배기계통 성능 확인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비상원자로건물살수보조계통은 중대사고 시에 원자로건물 살수기능을 대체하여 

외부수원의 냉각수를 격납건물 상부로 살수하여 격납건물 대기의 열에너지를 제

거함으로써 온도 및 압력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격납건물여과배기계통은 중대사고에 따른 원자로건물 가압 시 원자로건물 대기

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을 여과하여 원자로건물 외부 대기로 배기함으로써 과압에 

의한 원자로건물 파손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비상원자로건물살수보조계통은 소내 정상 및 비상 교류전원과 독립적으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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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독립된 전용살수모관 및 살수노즐로 구성된다. 전용살수모관으로부터 안전

등급 배관이 보조건물 외부로 연결되며, 외부 살수공급을 위한 연결부가 지표면 

부근에 설치된다. 비상원자로건물살수보조계통은 원자로건물 압력이 계수하중범

주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증기응축에 의한 원자로건물 감압 능력을 갖는 유

량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확인

나. 시험조건의 충족 및 계측장비 적절성 확인

다. 비상원자로건물살수보조계통 노즐 이물질 막힘 여부 확인

라. 비상원자로건물살수보조계통 부대 설비 적절성 확인

1) 펌프의 유량, 차압 등 성능 확인

2) 호스 제원 (길이, 재질, 내압능력, 체결부 구경 등) 확인

3) 펌프 등의 운반차량 제원 및 수량 확인

4) 펌프, 호스, 운반차량 등 설비의 보관·대기 시설 확인

5) 수원 및 배관의 내진성능 확인

6) 펌프연료 구비현황 및 보충방안 확인

7) 현장과 주제어실 통신수단 확인

마. 비상원자로건물살수보조계통 주입 시험 및 훈련

1) 제반 설비의 운반 및 동선 확인

2) 사고시 차량배치 위치 확인

3) 주입 소요시간 확인

4) 호스·체결부 누설여부 확인

5) 수원교체 절차 확인

6) 체결도구 구비·비치상태 확인

바. 격납건물여과배기계통성능 확인

1) 계통 설치 후 감압 성능 확인

2) 계통 설치 후 여과 성능 확인

4. 검사 중점 사항



- 4 -

가. 비상원자로건물살수보조계통 주입시험을 위한 제반 설비가 적절히 구비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비상원자로건물살수보조계통 주입시험 시 펌프의 유량과 차압이 설계기준과 공

급자가 수행한 검사 및 시험결과 등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다. 요구되는 유량이 형성 되었을 때 호스와 체결부 등에 누설부위가 없는지 확인한

다.

라. 격납건물여과배기계통 감압 및 여과 성능 확인은 계통의 설치가 완료된 후 수행

한다.

5. 검사유의사항

1. 시험수행 시 사용된 계측기의 교정날짜, 측정범위, 정확도가 절차서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시험 초기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관련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III. 판정기준

1. 시험수행 시 사용된 계측기의 교정날짜, 측정범위, 정확도가 절차서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시험 초기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관련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3. 주입시험 시 계측되는 펌프의 유량과 차압이 설계기준과 공급자가 수행한 검사 

및 시험결과 등을 만족해야 한다.

4. 비상원자로건물살수보조계통 주입시험 시 해당 유량에서 호스 및 체결부에서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5. 격납건물여과배기계통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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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원자로격납

건물 

압력제어설

비

1.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확인

2. 시험조건의 충족 및 계측장비 

적절성 확인

3. 비상원자로건물살수보조계통 노즐 

이물질 막힘 여부 확인

4. 비상원자로건물살수보조계통 부대 

설비 적절성 확인

- 펌프의 유량, 차압 등 성능 확인

- 호스 제원 (길이, 재질,

내압능력, 체결부 구경 등) 확인

- 펌프 등의 운반차량 제원 및 

수량 확인

- 펌프, 호스, 운반차량 등 설비의 

보관·대기 시설 확인

- 수원 및 배관의 내진성능 확인

- 펌프연료 구비현황 및 보충방안 

확인

- 현장과 주제어실 통신수단 확인

5. 비상원자로건물살수보조계통 주입 

시험 및 훈련

- 제반 설비의 운반 및 동선 확인

- 사고시 차량배치 위치 확인

- 주입 소요시간 확인

- 호스·체결부 누설여부 확인

- 수원교체 절차 확인

- 체결도구 구비·비치상태 확인

6. 격납건물여과배기계통성능 확인

시험 전 서류검사

시험 전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시험 중 현장검사

시험 전 현장검사 

또는 시험 후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시험 전 서류검사 

및 시험 중 

현장검사

시험 전후 



- 7 -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 계통 설치 후 감압 성능 확인

- 계통 설치 후 여과 성능 확인

서류검사 및 시험 

중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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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1.4.5절 원자로공동 충수설비 시험 

주관부서 : 중대사고리스크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중대사고시 원자로용기가 파손되어 노심용융물이 원자로공동으로 방출되면 고온의 

노심용융물에 의해 원자로공동 바닥 콘크리트에서 용발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원자로

공동의 노심용융물을 적절히 냉각시키지 못하면 원자로공동 바닥 콘크리트 용발이 지

속되어 궁극적으로 원자로격납건물의 방호벽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원자로

공동으로 방출된 노심용융물에 냉각수를 공급하여 냉각함으로써 원자로격납건물의 방

호벽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원자로공동 충수설비를 설치한다.

원자로공동 충수설비는 원자로건물내재장전수탱크로 부터 원자로공동으로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중간저장조 침수배관, 중간저장조 침수밸브 및 수동밸브, 관련 전원

○ 원자로공동 침수배관, 원자로공동 침수밸브 , 관련 전원

원자로공동 충수설비는 중대사고를 완화시키기 위한 설비이며 안전등급 기기로 설

계된다.

본 성능검사의 목적은 원자로공동 충수설비의 기능시험 및 관련 점검을 통해 사고

시 운전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검사는 검사점검표에 따라 각 기기의 성능시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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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때에 수행하며, 핵연료장전 이전에 성능이 입증되어야 한다. 검사시에는 시험

을 수행하는 각 기기의 성능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하

고 제작자 지침서의 요구사항 등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시험절차의 적합성

나. 초기조건 유지상태

다. 원자로공동 충수설비의 밸브 운전가능성 확인(SAR 6.8.2.2.3)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원자로공동 충수설비의 기능은 중대사고시 원자로공동의 노심용융물을 냉각시키기

고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원자로공동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것이다.

2. 안전 설계 사항

중간저장조 침수배관에 설치된 중간저장조 침수밸브(IW-001/002)는 전동구동게이트

밸브이며 수동밸브(IW-1001/1002)는 게이트밸브이다. 이들 밸브는 안전등급으로 설계

되어 있다. 원자로공동 침수배관에 설치된 원자로공동 침수밸브(IW-003/004)는 전동구

동게이트밸브이며 안전등급으로 설계되어 있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의 적합성

- FSAR, 품질보증서류, 건설허가 심사결과 등과의 일치여부

나. 시험절차의 적합성

- 계측장비의 교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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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초기조건

다. 원자로공동 충수설비의 전동구동게이트밸브 운전가능성 확인

- 밸브의 위치 지시상태

- 밸브의 개폐 동작 성능

4. 검사 중점 사항

가. 주제어실에서 전동기구동밸브의 위치 지시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개폐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시험절차에 사용되는 계측장비의 교정날짜, 측정범위, 검교정 등이 관련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가. 원자로공동 충수설비가 안전성분석보고서, 품질보증서류, 건설허가 심사결과 등

과 일치해야 한다.

나. 시험에 사용되는 계측장비는 교정날짜, 측정범위, 정확도가 절차서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주제어실에서 밸브의 위치 지시상태 및 밸브의 개폐 동작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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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23조(원자로격

납건물 등),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제49조(초기시험).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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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심사지침, KINS/GE-N01, 19.2.

5. U.S.NRC,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NUREG-0737, Task

II.E.4.1, II.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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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원자로공동 

충수설비

∙시험절차 

접합성 

∙초기조건 

유지상태

∙밸브의 

운전가능성 

상태

1. FSAR, 품질보증서류, 건설허

가 심사결과 등과의 일치여부

1. 계측장비의 교정 상태

2. 시험 초기조건

1. 밸브의 위치 지시 상태

2. 밸브의 개폐 동작 성능

3. 유로형성 확인

서류검토 및 

면담

시험전/시험중,

(서류검토, 면담 

또는 입회)

시험중(입회 

또는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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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1.4.6절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전시험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에 관한 규

정) 및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2005년판) MO(원전 가동중시험) 등의 요건에 따라 원

자로의 안전정지 도달 및 안전정지 상태 유지, 사고결과를 완화 시키는 기능을 수행하

는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하여서는 안전기능 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원자로의 가

동기간 동안 시간의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가동전시

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가동전시험을 통한 설정된 펌프 및 밸브의 기준값은 운

영원전의 가동중시험의 기준값으로 사용된다. 동 검사에서는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펌

프 및 밸브의 가동전시험계획서에 따른 시험 절차서, 시험 관리 체계 및 시험 결과의 

적절성을 점검한다.

동 검사는 상온기능 시험단계에서 수행되나, 상온 기능시험 이후 펌프 및 밸브의 

설계변경 정비 등의 변경 사항으로 인하여 추가 시험 사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필

요시 고온기능 시험 단계까지 시험이 수행될 수 있다. 다만, 운영허가 이전에 동 검사 

항목은 모두 완료되어야 한다.

2. 검사 대상

가. 가동전시험 대상 펌프 및 밸브

1) 안전관련 계통 및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펌프 및 밸브 

가) 원자로의 안전정지, 정지상태의 유지 및 사고의 예방 또는 사과결과를 완화시

키는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펌프 및 밸브로 가동전시험계획서에 포함된 기기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안전계통 및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의 유량 형성, 유로의 차단, 개방, 조절 

기능을 수행한다.

2. 안전설계 사항

가. 가동전시험 대상 펌프 및 밸브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 운영기술지침서의 성

능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안전기능 수행 능력의 적절성을 확인

하고, 가동중시험에서 사용할 성능 확인 기준값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가동전시험계획서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가동중시험 고시(원자로.33)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가동전시험계획서에 따른 시험 대상 펌프 및 밸브에 대한 가동전시험 절차서는 

개별 계통의 성능시험 절차와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개별 절차서와 연계 관리 

상태, 각 성능 시험 절차서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다. 가동전시험계획에 따른 가동전시험 결과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또한, 가동중시험

을 위한 기준값 설정 결과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가동전시험계획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3) 제5조(가동전 및 가동

중 시험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의 제1호(일반적인 사항)에 따라 적용 기술기준 

및 준용기준, 가동전 시험대상 기기 선정 원칙 및 개별기기에 대한 안전기능, 계

통 도면 등 참고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가동전시험 계획서의 세부 사항으

로는 계통별 시험예외(면제)사항, 계통명/등급분류/공칭규격을 포함한 기기목록,

계통별 펌프와 밸브의 시험계획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서 전반의 적절

성 검토와 함께, 가동전시험계획서 제출 전/후 규정된 가동전시험이 수행이 불



가할 경우 대체적용이나 완화요청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신청 내용의 

적절성 및 대체 방법에 따른 시험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나. 시운전시험 과정에서 펌프의 성능곡선 작성상태 점검을 위해 펌프의 최소 유량

에서부터 설계유량 이상까지의 범위로 최소 다섯 점(Point)의 유량과 차압을 측

정하는 성능곡선을 작성 후,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MOB에 따라 하나의 운

전점을 가동중시험을 위한 기준값으로 설정하였는지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가동전시험 단계에서는 일부 계통의 운전가능성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펌프 

및 밸브의 가동전시험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시험 유로 및 시험 방법

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대체적용 혹은 완화요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통의 설계 

및 제작 단계에서 시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상의 불가피함 및 설치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외적으로 완화 요청 및 대체적용을 신청

할 수 있다.

III. 판정기준

1. 가동전시험계획서는 가동중시험 고시(원자로.33) 제5조에 따라 작성되고, 이에 따른 

이행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2. 각 가동전시험 대상 펌프 및 밸브에 대해서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영기술지

침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 각 펌프 및 밸브에 대해서는 가동중시험에서 사용하기 위한 기준값을 설정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KINS/GT-N024 안전관련 펌프, 밸브 가동중시험 지침

2. KINS/GT-N029 동력구동밸브(MOV AOV) 성능확인시험에 관한 기술지침

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

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고시”

4.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2005) MOA “원전가동중시험 - 일반요건”, MOB “펌프 

가동중시험”, MOC “밸브 가동중시험”



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안전관련 펌

프 및 밸브

의 가동전시

험

(상온조건,

필요시

고온조건)

가동전시험계획서 및 이행 체

계의 적절성 점검

- 고시(원자로.33) 부합성 확인

- 펌프 및 밸브에 대한 가동전

시험 수행 절차 적절성 확인

- 대체적용 및 완화요청 적절

성 확인

시험착수 전 또

는 후, 시험절차

서 및 시험결과 

서류검토 또는 

입회 

가동전시험 결과 점검

- 펌프 및 밸브의 시험결과 확인

- 가동중시험을 위한 기준값 

설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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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2.11.4.7절 MOV/AOV 설계기준 성능 확인시험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3)에 따라 가동전시험 대상이 되는 안전관련 능동 

모터구동밸브(Motor Operated Valve ; MOV)와 공기구동밸브(Air Operated Valve ;

AOV)는 설계기준 성능분석(설계기준 성능평가)을 수행하고, 정적시험과 동적시험을 

수행하여 성능분석 결과가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신규 건설 원전의 

상온 기능시험 단계에서 안전관련 모터구동밸브와 공기구동밸브에 대한 정적 및 동적 

여유도 시험을 수행하여 각 밸브의 설계기준 성능 여유도 적절하게 확보됨을 확인한

다.

동 검사는 상온기능 시험단계에서 수행되나, 상온 기능시험 이후 밸브의 설계변경 

정비 등의 변경 사항으로 인하여 추가 시험 사유 발생이 가능하므로 필요시 고온기능 

시험 단계까지 시험이 수행될 수 있다. 다만, 동적시험이 요구되는 밸브들에 대해서는 

고온기능 시험단계까지 시험을 하여 운영허가 이전까지 동 검사 항목은 모두 완료되

어야 한다.

2. 검사 대상

가. 가동전시험 대상 MOV 및 AOV

1) 안전관련 계통 및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MOV, AOV에 대하여 제한 적용

가) 원자로의 안전정지, 정지상태의 유지 및 사고의 예방 또는 사고결과를 완화시

키는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MOV, AOV로 통상 가동전시험계획서에 포함된 

기기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정상, 비정상, 비상 등의 모든 운전조건에서 계통 유로의 차단, 개방, 조절 기능

을 수행한다.

2. 안전설계 사항

가. 설계기준 조건에서 MOV/AOV가 설치된 계통 유로의 차단, 개방, 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모터구동밸브와 공기구동밸브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에 의하여 설계기준 성능분석

(설계기준 성능평가)을 수행하여야 한다. 동 사용전검사에서는 모터구동밸브와 공기구

동밸브에 대한 정적, 동적 시험을 수행하여 설계기준 성능분석 결과의 적합성을 확인

한다.

가. 모터구동밸브와 공기구동밸브의 성능평가 방법 및 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

하여, 설계기준 성능평가 시험 계획서에 부합하게 세부 시험 계획이 수립되고 

시험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정적진단시험은 밸브 전·후단 차압이 없거나 작은 조건에서 밸브를 개폐하면서 

구동기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밸브의 차압 특성이 파악된 것들에 대해서 수

행되며, 동적진단시험은 밸브 전·후단에 설계기준조건에 해당하는 차압을 형성

시킨 후 밸브를 개폐하면서 구동기 성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안전중요도가 높은 

능동밸브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한다. 성능 시험 단계에서 정적 및 동적 시험 대

상 항목 분류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다. 진단시험을 통하여 각 밸브가 적절한 성능여유도를 확보하는지 확인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설계기준 성능평가 계획서에 포함된 취약부 건전성, 최소 요구성능 및 최대 가

용성능 확인을 위한 설계기준 분석, 제어스위치 설정값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

한 진단시험 또는 수용 가능한 해석적 방법, 그리고 운전 가능성 및 성능(운전)



여유도 평가 내용이 진단 시험을 통하여 적절하게 확인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밸브 안전기능 수행능력에 대한 허용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밸브 동작에 필요한 

값과 가용 구동기 출력값 사이에 적절한 여유도 및 모터스톨과 같은 가용 구동기

용량이 최대인 조건에서도 밸브 및 구동기가 구조적으로 건전한지를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설계기준 성능평가는 운영허가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나. 밸브의 발전소 적용이 변경되거나, 물리적으로 변경되거나, 계통이 현행 설계검

토를 무효화하는 식으로 변경될 경우 설계기준 검토 내용이 변경되어야 한다.

사용전검사 과정에서 이러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설계기준 검토에 

따른 시험을 수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는 다시 문서화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다. 설계기준 검토 단계에서 가정한 설계기준값(밸브계수, 스템 마찰계수, 패킹로드 

또는 마찰력 등)이 설계기준 확인시험을 통해 초과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설계기준값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기기, 부품 또는 설계가 물리적으로 유

효함을 평가하여야 한다.

라. 설계기준 확인시험에 필요한 요건은 해당 규제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인허가문

서에 수록된 설계기준 이외의 것이 사용될 경우 타당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설

계기준 확인시험 데이터는 가동전 시험 데이터와 함께 가동중 시험 허용기준에 

대한 근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시험 초기 조치사항 등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서를 수행하는 중 단계별 전환이 기술적으로 타당한 지를 평가·

확인한다.

마. 밸브가 성능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발전사업자의 시정조치 요건에 따라 시

정조치를 취하고, 재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III. 판정기준

각 MOV, AOV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각 밸브의 진단시험에 대한 평가결과 성능여유도가 정(+)을 나타내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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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MOV/AOV

설계기준 성

능 확인시험

(상온조건

필요시

고온조건)

MOV/AOV 성능평가 방법 및 

내용

- 설계기준 성능평가 계획서와 

시험계획의 일치성

- 정적, 동적 시험 대상 분류 

적절성

시험착수 전 또

는 후, 시험절차

서 및 시험결과 

서류검토 또는 

입회 

성능평가 결과 점검

- 정적, 동적 시험 결과

- 성능여유도 평가 결과 적절

성 및 정(+) 여유도 확인

- 불만족 기기에 대한 처리 결

과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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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3.1절 원자로 본체

제3.1.1절 원자로 내부구조물 종합진동평가 시험(II)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원자로내부구조물은 발전소 운전 수명기간동안에 유동유발 진동을 에 의

하여 발생하는 하중에 대하여 구조적인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원자로내부구조물은 상업운전전에 Reg. Guide 1.20에 따른 종합적인 

진동평가계획(CVAP)이 수립되고 이 계획에 따라 진동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Reg. Guide 1.20에 따른 종합적인 진동평가계획(CVAP)은 진동해석,

진동측정, 육안 및 비파괴검사로 구성되며, 각 계획의 상호보완성 때문에 

모든 계획의 수행결과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상관성을 평가하는 종합평가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진동측정은 원자로내부구조물이 최초로 설계된 경우에는 원자로내부구조

물 전체에 대해 수행되어야 한다. 반면에 원자로내부구조물이 최초 설계 

모델을 복제하는 개념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복제 정도에 따라 진동측정이 

수행되는데, 복제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량 있는 경우에는 부분적인 진동측

정을 수행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거의 복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동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육안 및 비파괴검사에서 검사 부위는 주요 하중전달 부위, 수평, 수직 및 

비틀림 방향의 구속장치, 운전 중 접촉될 수 있는 표면 등을 포함하여 구

조적으로 취약한 여러 부위가 선정되어야 한다. 고온기능시험 이후 단계에

서는 고온기능시험 전에 검사된 동일 부위에 대해 육안 및 비파괴검사를 

재수행하고 상온 단계에서 수행된 검사 결과와 비교하여 구조적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없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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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대상

원자로내부구조물의 유동유발 진동에 대한 구조적 건전성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핵연료집합체와 제어봉집합체(CEA)를 지지 및 정

렬시키고, 제어봉 집합체의 동적 하중을 흡수하며, 이를 포함한 여러 하중

들을 원자로용기의 플랜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원자로용기 내의 

원자로냉각재 흐름을 안내하며 감마선과 중성자로부터 원자로용기를 보호

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2. 안전 설계사항

원자로내부구조물은 운전 수명기간 동안 예상되는 유동유발 진동에 의해  

심각한 크기의 진동이나 구조적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의 적합성 확인

나. 육안 및 비파괴검사 점검부위 선정의 적절성 확인

다. 진동을 부과하는 운전조건의 적절성 확인

라. 고온기능시험 직후의 육안검사 점검내용 확인

마. 진동측정 부위 선정의 적절성 확인

바. 진동측정 센서의 설치상태 적절성 확인

사. 진동측정 내용의 적절성 확인

4. 검사 중점사항

가.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평가프로그램의 시험절차서가 적합하게 작성되

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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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온기능시험 기간에 수행되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평가 결과의 

적절성 확인

- 진동을 부과하는 운전조건이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충분한 유체유발

진동(1,000,000회 이상)의 부과 여부 확인 

-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범주 분류의 적절성 확인

-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평가 결과의 자료 확보, 서류화, 시험방법, 검

사부위, 합격 기준 등의 내용 반영 여부 확인

- 육안 및 비파괴검사 장비 및 인원, 방법 등의 적절성 확인

나.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관련 점검부위가 적절히 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 하중을 지지하는 모든 접촉점   

- 원자로 용기 내에 위치한 수평, 수직 및 비틀림 방향의 노심구속장치

- 고장으로 인해 구조적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볼트 구조물

- 운전 중 접촉될 수 있거나 접촉되는 것으로 알려진 표면

- 진동해석에 의해 예상된 고응력 지점

- 유실물 혹은 이물질의 확인을 위한 원자로 용기의 내부

- 안전기능에 중요한 지점

다. 진동측정 부위 선정, 장비, 측정 방법 등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평가프로그램의 평가 기준들이 절차서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고온기능시험 동안에 취득한 진동평가 기준 자료가 적절하게 확보되었

는지 확인한다.

다. 육안 및 비파괴검사 시 검사 부위가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검사결과가 적절히 기록·관리 되는지 확인한다.

III. 판정 기준

가. 고온기능시험 전, 후를 비교하여 결함, 마모, 손상 등과 같이 원자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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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구조물의 구조적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이한 변화가 없어

야 한다.

나. 진동측정 결과는 관련 기술기준(KEPIC, ASME 등)에서 요구하는 허용

기준 이내가 되어야 한다.

IV.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가. 신한울 1,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제3장, 제14장

나. 신한울 1,2호기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평가 성능시험 절차서

(9P-H-000-01)

다. USNRC Reg. Guide 1.20, Rev.3, "Comprehensive Vibration Assessment

Program for Reactor Internals during Preoperational and Initial

Start-up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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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원자로내부구조물 육안 및 비파괴검사)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평가

1.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평가 

시험 절차서의 적절성 확인

2. 육안 및 비파괴검사 부위 

선정의 적절성 확인

3. 육안 및 비파괴검사 요원의 

자격 확인

4. 검사장비의 적절성 확인

5. 진동을 부과하는 운전조건

의 적절성 확인

6. 육안 및 비파괴검사 현장 

수행내용 확인

7.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건전

성 확인

시험착수 전, 절차서 

검토

시험착수 전, 육안 및 

비파괴검사 부위로 

구조적 예상 취약 부

위(하중지지부위, 이

동구속 부위, 체결 부

위, 접촉부위 등) 선

정 여부 확인

시험착수 전, 검사요

원의 자격요건(시력,

경력 등)의 적절성 

확인

시험착수 전, 검사장

비의 성능 및 검·교

정여부 등 확인

고온기능시험 시, 시

험운전 조건이 예상

운전이력을 충분히 

고려하는지 확인

고온기능시험 직후에 

육안 및 비파괴검사 

수행 결과의 절차서 

준수 여부 확인

고온기능시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동

에 의하여 원자로내
부구조물의 구조적 건
전성 유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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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측정)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평가

1.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평가 

시험 절차서의 적절성 확인

2. 진동측정 부위 선정의 적절

성 확인

3. 진동측정 장비의  적절성 

확인

5. 진동을 부과하는 운전조건

의 적절성 확인

6. 진동측정 내용의 적절성 확

인

7. 진동수, 진동모드, 최대변위 

등의 산정 내용 확인

8.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건전

성 확인

시험착수 전, 절차서 

검토

시험착수 전, 진동측

정 부위 선정 결과 

확인

시험착수 전, 진동측

정 장비의 설치 및 

검·교정 내용 확인

고온기능시험 시, 시

험운전 조건이 예상

운전이력을 충분히 

고려하는지 확인

고온기능시험 조건을 

고려하여 절차서 내

용대로 수행된 진동

측정 결과 확인

고온기능시험 후, 진

동측정 결과를 통한 

해석내용의 적합성 

확인

고온기능시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동

에 의하여 원자로내
부구조물의 구조적 건
전성 유지 여부 확인



검사 점검표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 종합평가)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평가

1. 진동해석, 진동측정, 육안검

사 등의 계획에 대한 수행

결과 확인

2. 예비보고서(시험후 60일 이

내에 접수)의 타당성 확인 

- 시험기록, 이상결과 기록,

시험변경내용 기록 등 

확인

- 구조적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의 명시 

및 평가방법의 적절성 

확인

3. 최종보고서(시험후 180일 

이내 접수)의 타당성 확인

- 진동측정 및 육안 및 비

파괴검사 계획과의 차

이점 확인

- 계측장비 판독, 고장, 시

험수행시의 운전조건 

만족여부 확인

- 측정 및 검사결과와 해

석치의 비교내용 확인

- 정상 및 과도 운전조건

에 대한 안전여유도 확

인

- 허용기준 초과 시 평가

조치, 미예견사항 발생 

시 평가조치 확인

- 결함, 마모 발견 시  조

치사항 확인

시험수행 후, 수행결

과 확인

시험수행 후, 예비보

고서 적절성 확인

시험수행 후, 최종보

고서 적절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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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3.2절 원자로 냉각계통 시설

제3.2.1절 배관계통의 정상 및 과도상태 진동 시험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안전등급 배관계통은 정상 및 과도운전 조건에서 유체 유동에 의한 동하중에 견

딜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히 설계되어 설치된다. 하지만 유체 유동

에 의한 진동현상은 특성상 설계단계에서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한 배관 설

치 상태도 현장 사정에 따라 설계안과 다소 다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배관이 

설치된 후 최종적으로 배관이 실제적인 유체 유동 조건하에서 구조적 건전성이 유

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평가는 실제적인 배관의 진동준위 측정을 통해서만 가능하

다.

배관의 진동준위 측정방법과 허용진동 준위값 결정은 KEPIC MOG를 따라야 한

다. KEPIC MOG에 따르면 배관 진동측정은 배관 계통의 형태 특성, 과거 유사계통

에서의 진동발생 이력 등에 따라 진동시험군(VMG)을 3종류로 분류하여 각 종류별

로 차별화된 진동시험 방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배관의 진동준위가 허용 

진동준위값 보다 큰 경우에는 상세 배관 응력해석 또는 배관 재설계 등의 조치를 

통해 배관의 진동준위가 허용진동 준위값 보다 작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성능검사 단계에서는 안전등급 배관계통이 발전소 정상 및 과도운전 조건에서 유

체유동에 의한 동하중에 견딜 수 있는 지와 실제적인 진동측정 준위가 KEPIC

MOG의 허용진동 준위값 보다 작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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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대상

KEPIC 코드 등급 1, 2, 3 배관계통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안전등급 배관계통은 방사성 유체가 순환하는 계통의 주요 기기들 사이를 연결시

키며 유체를 주위 환경과 격리시키면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배관계통

은 유체유동에 의한 진동, 지진하중, 온도, 압력 등의 어떠한 운전조건 하에서도 방

사성 유체가 외부로 누설 및 방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건전성이 유지되게 설계 

및 설치된다.

2. 안전 설계사항

안전등급 배관계통은 유체유동에 의한 진동하중을 받는 운전조건 하에서도 구조

적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KEPIC 코드요건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실제적인 

진동측정 준위가 KEPIC MOG의 허용진동 준위값보다 작아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확인

나. 진동 시험군 분류의 적절성 확인

다. 진동 측정위치 적절성 확인

라. 진동시험시 운전조건의 적절성 확인

마. 진동준위 허용기준치의 적절성 확인

바. 이상진동 발생시 배관계통 교정방법의 적절성 확인

상기의 세부검사 항목의 상세 내용은 검사점검표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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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중점사항

가. 배관계통의 진동시험시 진동시험군의 분류, 운전조건, 진동 측정위치, 진동측

정 방법 등이 적절히 결정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배관 진동준위의 허용기준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측정된 배관계통의 진동준위가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배관계통의 진동측정 위치는 진동이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위치이거나 혹은 

고응력이 발생하는 위치를 적절히 선정하였는지 확인한다.

나. 배관 진동준위의 허용기준은 KEPIC MOG 요건에 따라 배관의 형상 및 배치

형태를 적절히 고려하여 결정하였는지 확인한다.

III. 판정 기준

가. 시험준비(예, 적합한 절차서, 검교정된 계측설비, 관련 계통들의 운전상태)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 정상 및 과도상태의 배관계통에서 발생하는 진동준위는 KEPIC MOG에 따라 

결정된 허용 진동 준위값 보다 작아야 한다.

IV.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가. 신고리 1,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3.9.2.1 “배관의 진동, 열팽창 및 

동적효과”, 14장 “초기시험프로그램”

나. 신고리 1,2호기 정상 및 과도상태 배관진동 성능시험 절차서

다.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 MOG, 배관 진동시험



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배 관 계 통 의 

진동시험

1. 배관계통의 진동시험 절차

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

지 확인

2. 진동시험 대상 배관 계통 

선정의 적절성 확인

3. 진동시험군 분류의 적절성 

확인

4. 진동시험을 위한 운전조건

의 적절성 확인

5. 진동측정 위치의 적절성 확

인

6. 진동 계측기의 검교정 상태 

확인

7. 진동준위 측정방법 및 측정

내용의 적절성 확인

8. 진동준위 허용치 산정내용

의 적절성

9. 측정된 배관 진동준위의  

허용기준 만족여부 확인

10. 이상진동 발생시 배관계통

의 교정방법 확인

시험착수 전, 절차서 

검토

시험착수 전, KEPIC

1,2,3 등급 배관 계통

의 선정 내용 확인

시험착수 전, 진동시

험군 분류 내용 확인

성능시험시, 정상 및 

과도 상태의 시험 조

건 확인

성능시험시, 진동이 

심한 위치 선정 확인

성능시험시, 진동계측

기의 검교정 상태 확

인

성능시험시, 진동준위 

측정방법 및 측정내

용 확인

성능시험시, KEPIC

MOG에 따른  진동

준위 허용기준치 산

정 내용 확인

성능시험시, KEPIC

MOG의 허용기준 이

하인지 확인 

성능시험시, 이상진동 

발생관련 배관계통의 

교정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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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3.2.2절 배관 및 계통의 열팽창 측정 시험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열팽창 측정은 가열시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팽창하고 주위 온도로 냉각

되었을 때 원래의 위치로 복원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배관 설계의 적합성 및 

지지구조물 설치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이는 고온기능시험, 출력상

승시험 기간동안 안전등급에 속하는 중요계통의 배관 및 배관 지지대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열팽창을 측정하여 설계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본 지침서는 고온기능 온도조건으로 가열하는 동안 계통의 배관이 설계에

서 제시하고 있는 허용기준 이내로 팽창함을 입증하고, 대기온도로 냉각되는 

동안 구속됨이 없이 상온상태 즉, 허용된 제위치로 복원되는지를 확인하는 목

적으로 작성된다. 기기의 지지 구조물(행거, 방진기, 스트러트 포함)이 모든 

운전모드에서 기기의 능력범위 이내에서 배관의 열팽창을 수용할 수 있는지

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검사대상

가. 주요 대상 계통(원자로 냉각재계통)

1) 원자로용기

2) 증기발생기

3) 원자로냉각재 펌프

4) 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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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로 냉각재계통 배관 

나. 주요 대상 계통 (보조 기기계통)

1) 화학 및 체적제어 계통 

2) 안전주입/정지냉각 계통

3) 원자로 냉각재 계통 분기관 

4) 증기발생기 취출 계통

5) 주증기 계통 

6) 주급수/보조급수 계통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및 보조기기는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가열시 관련기기

들이 선정된 지점에서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팽창하고 주위 온도로 냉각되

었을 때 기준 허용지점으로 복원되어야한다.

원자로 냉각재계통 및 보조기기 계통 배관들은 발전소 각종 운전조건에서 

펌프, 열교환기 입구 및 출구 유체의 온도 변화와 밸브의 개폐, 우회배관의 

사용 등으로 인한 온도변화 등 다양한 온도모드(Thermal Mode)가 발생하며,

배관계통 설계시에는 이와 같은 온도모드의 배관 열팽창에 대한 열응력을 사

전에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온기능시험에서는 이들 배관 및 계통이 사전

에 해석된 바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수행되어야 하며, 출력상

승 시험에서는 2차계통 배관중 시험조건이 되는 주증기 및 주급수 배관의 열

팽창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2. 안전설계 사항

가. 배관계통은 계통의 운전모드에 따라 각 기기의 선정된 지점에서 적절한 

틈새(gap)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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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관 및 계통이 사전에 설계시 해석된 바와 같이, 열팽창이 설계에 따르는

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수행되어야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원자로 냉각재계통 열팽창 측정 시험에 대한 검사는 다음 사항이 만족되

는지를 확인한다.

1) 시험절차서의 기술내용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관련 유효 기술기준 

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2) 원자로 냉각재계통 기기에 대한 시공 작업이 완료된 상태인지 확인한다.

3) 시험 수행이전에 열팽창 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설시 예외 사항

이 평가되고 기록되었는지 확인한다.

4) 시험 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여기에는 시험시 발생된 문제점의 적절

한 평가 및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보조기기 계통의 열팽창 측정 시험에서는 다음 사항이 만족되는지를 확인

한다.

1) 시험절차서의 기술내용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관련 유효 기술기준 

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ASME OM

Part 7의 3.1.1)

2) 시험 수행이전에 열팽창 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설시 예외 사항

이 평가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3) 선행조건으로 모든 임시 행거는 제거되고 영구 행거는 고정핀이 제거된 

상태로 설치되고 팽창여유는 적절한 상온값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고온기

능시험동안 모든 관련계통은 가열이 가능해야 함을 확인한다.

4) 열팽창 시험을 위한 계기 및 측정 장비의 선정에 관한 지침은 ASME

OM Part 7의 App. A를 참조한다. [(1) 사용 계측기 및 기타 장비의 검교

정, (2) 반복도 확인, (3) 측정값의 허용도] 측정지점은 방진기 또는 행거

가 있는 지점 및 계통의 운전특성을 반영하여 큰 변위가 예상되는 지점

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5) 측정기기의 교정기록과 검사자의 자격인증이 유효한지 확인한다.

6) 현장 검사시 배관계통이 설계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는 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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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지지구조물의 변위방향에 따르는 간섭 등을  

확인한다.

7) 온도 Plateau별로 측정결과 및 특이사항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문제점

이 발견되면, 이를 해결한 이후에 다음 시험단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문

제점에 대한 조치결과의 적합성은 설계자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8) 측정대상 배관 및 스프링 행거, 방진기의 이동거리가 가열, 냉각과정에서 

허용기준 이내임을 확인하고, 냉각후 모든 측정점(스프링 행거 및 방진기 

포함)이 초기 위치로 복원하는 지를 확인한다.

4. 검사중점 사항

가. 검사대상 부위 선정근거를 확인하여, 안전성분석 보고서의 기술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방진기의 경우, 재설치 , 조정, 보수 및 교체가 수행될 경우, 관련 유효기

술기준의 재점검 요건 및 가동전 성능시험 요건의 만족여부를 확인한다.

다. 선행호기 수준을 참고하되 적용기술기준의 유효년도 변경 및 선행호기 

대비 설계개선사항 등 시험조건 및 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충

분히 평가되고 고려되는지를 확인한다. 아울러, 시험적용 예외사항에 대

한 평가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

라. 열팽창 시험범위 및 방법이 안전심사지침 3.9.2절에 제시된 시험범위의 4

가지 분류를 포함하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

5. 검사 유의 사항

가. 배관 열팽창 및 방진기 점검관련 사업자 이행약속사항의 완료여부를 확

인하고, 해당호기 배관 열팽창 및 방진기 점검관련 유효한 기술기준을 

숙지하여야 한다.

나. 열팽창 시험에 대한 검사는 방대한 물량으로 인해 전수검사가 어렵기 때

문에 안전성 여부 및 특이 사항여부 등을 반영하여 열팽창 측정시기중 

일부에 대해 표본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검사범위에 대해서는 검사시점 

및 검사인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다. 시험중 배관이나 기기 지지물의 변위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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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후 시험을 계속하여야 한다. 평가에 대한 상세한 

방법은 KEPIC MOE 및 ASME OM Part 7에 기술되어 있다.

라. 측정시 온도 안정화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마. 측정 방법이 일관성 및 정확성을 유지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각 측정 

단계에서 같은 위치에서 측정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III. 판정기준

가. 시험 온도가 배관 설계온도와 다른 경우에는 허용기준은 시험 온도값으

로 보정되어야 한다.

나. 설계에 반하는 배관이나 기기의 열팽창에 대한 방해의 흔적이 없어야 하

며, 배관이 열에 의해 움직이지 않도록 설계된 지지구조물이나 구속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움직여야 한다.

다. 스프링 행거 움직임은 고온과 상온 설정치 (즉, 허용기준) 이내에서 머물

러야 하며, 방진기 (Snubber)는 완전히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고, 배관 

열팽창은 허용거리 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라. 선정된 위치에서의  측정변위가 시험 또는 설계조건에서의 허용기준 범

위 이내에 있어야 하며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Reconciliation)를 

하여야 한다. (Reconciliation 방법은 ASME OM Part 7의 4절 참조) 상

기의 Reconciliation이 되지 않는다면 시험결과의 승인이전에 추가해석을 

수행하거나 ASME OM Part 7 5절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 허용기준은 적용 코드의 허용응력과 허용 기기 및 노즐의 반력이 초과하

지 않는 것을 보증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

야 한다. (ASME OM Part 7, 3.2절 참조)

1) 열팽창 해석의 설계 근거

2) 시험 온도

3) 실제 계통 특성과 해석의 가정의 차이점

마. 원자로 냉각재 기기 및 밀림관 등 선정된 기기의 가열 및 냉각 과정에서 

팽창 및 수축이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바. 증기발생기 상부 Key 및 방진기는 가열 및 냉각 과정에서 자유로이 움

직일수 있도록 충분한 간극(clearance), 틈새(gap)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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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원자로냉각재계통 기기들은 냉각후 원래 기준허용지점으로 복귀되어야 

한다. 이러한 허용기준은 증기발생기 sliding base에서 key까지의 거리와 

RCP 방진기 위치가 가열 전, 후에 대기상태에서 설계값 이내여야 한다.

IV. 첨부자료

가.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가. Regulatory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나. ANSI/ASME OM Part 7, “Requirements for Thermal Expansion

Testing of Nuclear Power Plant Piping Systems." (1988)

다. ANSI/ASME OM Part 4, "Examination and Performance Testing of

Nuclear Power Plant Dynamic Restraints (Snnubers)."(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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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원자로 

냉각재계통 

열 팽창 

측정 시험

1. 시험절차서의 기술내용이 FSAR

및 관련 유효 기술기준요건에 

따라 적합한지  그 타당성 검토

- 검사대상 부위 선정근거 확인

2. 선행 및 사전 조건 확인 

- 건설시 예외사항 평가

- 원자로냉각재계통 기기의 시공 완

료 상태

- 모든 기기의 초기 허용치수 확인

- 모든 관련계통의 가열가능 확인   

및  측정기기 교정기록 확인

- 검사(또는 시험)자의 자격인증 

3. 시험입회 및 결과확인 확인  

- 현장 검사는 팽창 및 수축에 따르

는 간섭, 변위 측정치 등 확인 및 

온도 Plateau별로 측정결과 및 특

이사항 유무확인, 문제점에 대한 

Reconciliation 결과 및 조치사항

의 적합성 검토 

- 틈새가 가열/냉각과정에서 허용기

준 값의 만족여부를 확인

- 냉각후 모든 측정점의 원래 상태

로의 복원 및 시험결과의 타당성 

확인.

4. 시험과 관련된 부적합보고서

(NCR) 및 설계변경 사항, 최종적인 

시험결과 등에 관한 자료 확인

시험전 

: 절차서 및        

관련서류 점검

시험전 

: 현장 검사 및

관련 서류 점검

시험중 및 시험후

: 시험입회 및 현장  

검사 (면담)

시험후

: 최종 서류 확인   

및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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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보조 기기 

열 팽창 

측정 시험

1. 시험절차서의 기술내용이 FSAR

및 관련 유효 기술기준요건에 

따라 적합한지  그 타당성 검토

- 검사대상 부위 선정근거 확인

2. 선행 및 사전 조건 확인 

- 건설시 예외사항 평가

- 모든 임시 행거의  제거, 영구 행

거는 고정핀이 제거된 상태로 설치

되고 팽창여유는 상온값 확인 

- 모든 관련계통의 가열가능 확인   

및  측정기기 교정기록 확인

- 측정지점의 선정 및 측정장비의 

종류에 대한 허용기준 고려 

- 검사(또는 시험)자의 자격인증

3. 시험입회 및 결과확인   

- 현장 검사는 지지구조물의 변위방

향에 따르는 간섭, 변위 측정치 등 

확인 및 온도 Plateau별로 측정결

과 및 특이사항 유무확인, 문제점

에 대한 Reconciliation 결과 및 조

치사항의 적합성 검토 

- 이동거리가 가열/냉각과정에서 허

용기준 값의 만족여부를 확인

- 냉각후 모든 측정점의 원래 상태

로의 복원과 아울러, 상온 위치에로

의 복원을 확인하고 시험결과의 타

당성을 확인.

4. 시험과 관련된 부적합보고서

(NCR) 및 설계변경 사항, 최종적인 

시험결과 등에 관한 자료 확인

시험 전,

: 절차서 및        

관련서류 점검

시험 수행 중 및  

시험 후 

: 시험입회 및 현장  

검사 (면담)

시험후

: 최종 서류 확인   

및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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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3.2.3절 일차 압력방출계통 시험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일차 압력방출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을 과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고온과압보호 기

능과 설계기준사고를 초과하는 사고 발생 시의 급속감압 기능을 수행한다.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고온과압보호 기능은 가압기 상부에 설치된 가압기 안전밸브(PSV:

Pressurizer Safety Valve) 혹은 파이롯트구동안전방출밸브(POSRV: Pilot Operated

Safety and Relief Valve)의 자동 개방에 의해 수행된다. 동 밸브들은 사고조건 및 

과도상태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에 과압이 발생할 경우 개방되어 계통압력이 설계

압력의 1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안전감압 기능은 가압

기 안전감압밸브 혹은 파이롯트구동안전방출밸브의 수동 개방을 통해 수행된다.

동 밸브들은 완전급수상실사고와 같이 설계기준사고를 초과하는 사고 발생 시 냉

각재계통의 압력을 급속 감압시켜 안전주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일차 압력방출계통의 고온기능시험에서는 가압기 밸브(안전밸브, 안전감압밸브 및 

파이롯트구동안전방출밸브)의 개방 압력설정치, 열림/닫힘 작동성, 내부누설 확인 

과 누설감지를 위한 경보설정을 수행하여 일차 압력방출계통의 성능을 입증·평가 

한다.

2. 검사 대상

가. 가압기 밸브의 누설 경보온도 확인

나. 가압기 밸브의 고온과압보호 기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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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압기 밸브의 안전감압 기능 확인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가압기 밸브의 고온과압보호 기능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고온과압보호 기능은 가압기 안전밸브 혹은 파이롯트구동안

전방출밸브의 자동개방에 의하여 수행된다. 동 밸브(안전밸브 또는 파이롯트구동

안전방출밸브)는 사고조건 및 과도상태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에 과압이 발생할 

경우 개방되어 계통압력이 설계압력의 1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갖

는다.

나. 가압기 밸브의 안전감압 기능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안전감압 기능은 가압기 안전감압밸브 또는 파이롯트구동안

전방출밸브를 원격으로 수동 개방하여 수행된다. 동 밸브들은 완전급수상실사고

와 같이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사고 발생 시 냉각재계통을 급속 감압시키는 기능

을 갖는다. 안전감압 기능은 원자로 안전정지 기능이나 설계기준사고 완화 기능

을 수행하지 않는다.

2. 안전 설계 사항

일차 압력방출계통의 가압기 밸브(안전밸브 또는 파이롯트구동안전방출밸브)는 원

자로정지를 수반한 가장 심각한 예상운전과도 및 희귀빈도사고 동안에 전력산업기

술기준(또는 ASME 코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설계압력의 

110% 이내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을 제한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한

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정하여 발전소의 설계 및 운전에 있어서의 불확실

도를 고려한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가. 원자로는 가장 심각한 과압 과도상태를 유발하는 출력준위에서 운전되고 있다.

나. 모든 계통 및 노심 변수는 최대예상압력을 유발하는 운영기술지침서의 제한치 

및 불확실도를 포함한 정상운전범위 이내의 값이다.

다. 원자로보호계통으로 부터의 두 번째 안전등급 신호에 의해 원자로 정지가 발

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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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검사내용

가. 가압기 밸브의 누설 경보온도 확인

1) 원자로냉각재계통이 고온 조건에서 안정화됨을 확인한다.

2) 밸브 후단의 예상최대온도 혹은 측정된 온도에 일정 여유도를 고려하여 경보값을 

설정함을 확인한다.

나. 가압기 밸브의 고온과압보호 기능 확인

1) 가압기 안전밸브 혹은 파이롯트구동안전방출밸브의 스프링구동파이롯트밸브의 최종 

개방압력이 2회 연속으로 설정치 허용범위를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2) 가압기 파이롯트구동안전방출밸브는 스프링구동파이롯트밸브 작동을 통한 주밸브 

개폐시간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3) 고온과압보호 기능에 대한 시험 후, 밸브 시트로부터의 누설이 허용기준을 만족

하는지 확인하고, 불만족시 시정조치가 적절히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다. 가압기 밸브의 안전감압 기능 확인

1) 가압기 안전감압밸브 혹은 파이롯트구동안전방출밸브의 모터구동파이롯트밸브의 

고온조건에서의 열림/닫힘 작동성을 확인한다.

2) 가압기 파이롯트구동안전방출밸브는 저압조건 혹은 고압조건에서 모터구동파이

롯트밸브를 통한 주밸브의 작동성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가압기 밸브의 누설 경보온도 확인

1) 누설감시를 위한 온도계측기의 검교정 여부를 확인한다.

2) 고온경보값 설정 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정상운전 중의 최대 온도조건(일반적으로 

정상운전 온도)에서 충분히 안정화되어야 한다.

3) 고온경보값 설정 전 각 밸브를 통한 내부누설이 없음을 확인한다. 필요 시 밸브 설

치위치의 대기온도 및 밸브 몸체온도 측정 등을 통해 밸브의 내부누설 여부를 확

인한다.

나. 가압기 밸브의 고온과압보호 기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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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기 밸브(안전밸브 혹은 파이롯트구동안전방출밸브의 스프링구동파이롯트밸

브)의 고온과압보호 기능 확인시험 시 사용하는 보조장비가 관련 요건 및 인허

가 서류에서 허용하는 측정 불확실도를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시험을 수행

하는 요원들이 동 밸브 및 시험 장치의 조작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

한다.

2) 가압기 밸브 시험 전에 밸브 몸체의 온도가 안정화되었는지 확인한다.

3) 시험 전 밸브에 과도한 누설이 있는 경우에는 누설을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

하고 안정화된 후에 시험을 수행한다.

4) 설정압이 허용범위를 벗어난 밸브는 설정압 조정을 수행한 후 2회 연속 허용 

범위를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5) 시험 후 과도한 누설이 있는 경우에는 누설을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정

비를 수행할 것인지 결정한다. 정비를 수행한 밸브는 재시험되어야 한다.

6) 가압기 파이롯트구동안전방출밸브는 안전성분석보고서 혹은 제작사 지침에서 재

닫힘 압력에 대한 허용기준이 제시된 경우 재닫힘 압력이 허용범위를 만족하는

지 확인한다.

다. 가압기 밸브의 안전감압 기능 확인

1) 발전소 고온조건 시 주제어실에서 동 밸브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밸브의 완전 

열림/닫힘 동작을 확인한다. 또한 밸브의 완전 열림/닫힘 시험 시 밸브의 동작

상태가 주제어실과 현장이 일치하는지 현장 위치지시계(Limit Switch)를 통하여 

확인한다.

2) 가압기 파이롯트구동안전방출밸브는 모터구동파이롯트밸브의 개폐에 의해 주밸

브가 동작하므로 모터구동파이롯트밸브에 의한 주밸브 작동성을 확인한다. 안전

성분석보고서 상에 열림 및 닫힘 동작시간에 대한 기준이 제시된 경우, 허용기

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밸브 개방 시 고온의 증기가 원자로배수탱크 혹은 원자로건물내재장전수탱크로 

방출되므로 배수탱크들이 운전 가능함을 확인한다. 또한, 고온의 증기 방출에 대

비한 안전조치가 적절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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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압기 파이롯트구동안전방출밸브는 몸체 단열상태에 따라 주밸브의 작동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열상태가 적절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밸브 시험에 사용되는 계측기들의 검교정의 적절성, 시험절차서의 유효성 및 시

험요원의 자격의 적절성은 시험 수행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III. 판정기준

동 시험은 최종 가압기 밸브에 대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설계기준 및 계

통운전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압기 밸브에 대한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가압기 밸브의 누설확인을 위한 고온경보값은 관련 절차에 따라 밸브의 누설이 

없는 상태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이 안정되었을 때 설정되어야 한다.

나. 가압기 밸브의 고온과압보호 기능을 위한 안전밸브의 최종 개방압력은 연속 2회 

설정치의 허용범위를 만족해야 한다. 또한 고온과압보호 기능에 대한 성능시험 

후 밸브 시트로부터의 누설이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가압기 밸브의 안전감압 기능을 위해 개별 밸브는 수동으로 원격 작동되고 밸브

의 위치지시가 주제어실과 현장이 일치되어야 하며, 작동 시간은 허용범위를 만

족하여야 한다. 가압기 파이롯트구동안전방출밸브의 경우에는 모터구동파이롯트

밸브를 통한 주밸브의 상기 성능이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23)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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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EPIC MO(2005) 원전 가동중시험, MOC 및 MOD

4. Reg. Guide 1.68 "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r",

1978. Rev.02

5. Reg.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6. ANSI/ANS-51.1-1983 "Nuclear Safety Criteria for the Design of Stationary Pressurized

Water Reactor Plants"

7.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Ⅲ

8. ASME OM CODE-2001 IST “Code for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Nuclear Power

Plants”, ISTC and Appendix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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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가. 누설 

경보온도 

확인

나. 고온 

과압보호 

기능 확인

다. 안전감압 

기능 확인

○시험장비 검교정

○시험 초기조건

○가압기 밸브 누설경보온도 

확인

○개방 압력설정치 연속 2회 

허용범위 만족

○밸브 누설 허용기준 만족

○재닫힘압력 (필요 시)

○밸브 작동성 (개폐가능여부,

동작시간, 위치지시 및 누설 

등)

○파이롯트밸브를 통한 주밸브 

작동성 (필요 시)

○시험착수 전 또는 

후 시험절차서,

결과 기록,

안전성분석보고서,

기기 명세의 비교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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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3.2.4절 원자로냉각재 펌프 밀봉 및 냉각기능 점검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로냉각재 펌프 축 밀봉장치에는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충전펌프 출구 측

으로부터 필터와 열교환기를 거친 밀봉수가 주입됨으로써 고온, 고압의 원자로냉

각재가 펌프 축을 따라 외부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단으로 설치된 축 밀봉

체 간극을 따라 일정한 유량과 차압의 밀봉수가 통과하도록 하여 축 밀봉체를 윤

활, 냉각한다.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적절한 온도, 압력, 순도의 원자로냉각재펌

프 밀봉수를 공급하고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장치로부터 유출되는 밀봉수를 수집

하는 기능을 갖는다.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충전펌프 및 보조충전펌프 출구로부

터 분기되는 밀봉 주입수 유량, 압력의 적절함을 확인하기 위한 계측기기와 경보

장치가 설치되고 동작성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특히 원자로냉각재 펌프 3단 밀봉

장치를 통과하여 누설되는 밀봉수는 원자로배수탱크로 연결된 저압누설배관을 통

하여 수집되므로 누설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원자로냉각재펌프 측 밀봉 주입수 냉

각기 튜브에서 기기냉각수계통으로의 밀봉누설은 다른 계통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

로 확인되어야 한다.

2. 검사 대상

가. 원자로냉각재 펌프 밀봉 주입수 계측, 제어 기기와 경보 기능

나. 원자로냉각재 펌프 밀봉 냉각수 유량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원자로냉각재 펌프 밀봉 주입수 계측, 제어 기기와 경보 기능의 적합성

원자로냉각재 펌프 밀봉 주입수 계측, 제어 기기와 경보 기능은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의 충전펌프 및 보조충전펌프 출구로부터 분기되어 공급되는 밀봉 주입

수 유량, 압력을 확인하고 누설 시 경보를 제공하여 비상시 운전원으로 하여금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나. 원자로냉각재 펌프 밀봉 냉각수 유량

원자로냉각재 펌프 밀봉 주입수는 원자로냉각재 펌프 3단 밀봉장치를 통하여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으로 회수되거나 격납건물로 누설될 수 있다. 밀봉 주입수 

필터 전후단 차압 또는 유량 측정을 통하여 필터 손상으로 인한 밀봉수 누설을 

조기에 탐지하고 원자로냉각재 펌프 3단 밀봉장치를 통과하는 유량의 측정을 통

하여 밀봉수의 누설을 파악하여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원자로냉각재

펌프 1차기기냉각수 유량 확인을 통하여 펌프 축 밀봉 냉각기 튜브의 누설 가능

성을 확인하게 된다.

2. 안전 설계 사항

원자로냉각재펌프 축 밀봉장치는 동일한 설계를 갖는 3단의 기계적 면형 밀

봉장치로 구성되며, 축 밀봉 주입수는 원자로냉각재계통 보다 높은 압력으로 주

입되어 각 단의 밀봉장치를 통과하면서 단계적인 유동압력 강하가 발생하고 화

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유출 압력(대기압 부근)까지 낮아지게 된다. 밀봉 주입수

의 일부는 1단 밀봉장치를 냉각하고 펌프 하부 저널베어링의 냉각 및 윤활을 

위해 공급되며, 나머지 밀봉수는 2단 및 3단 밀봉장치를 냉각한 후 화학 및 체

적제어계통 내의 충전펌프 최소유량 열교환기 또는 체적제어탱크까지 연결된 

고압누설배관을 통하여 배출된다. 3단 밀봉장치를 통과하여 격납건물로 누설되

는 밀봉수는 원자로배수탱크로 연결된 저압누설배관을 통하여 수집된다.

가. 원자로냉각재 펌프 밀봉 주입수 계측, 제어 기기와 경보 기능의 적합성

원자로냉각재 펌프 밀봉수는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충전펌프 출구 측 분기관 



또는 보조충전펌프의 출구로부터 필터, 열교환기, 역지밸브, 차단밸브 등을 거쳐 

원자로냉각재펌프 축 밀봉장치 내로 주입된다. 축 밀봉계통의 성능은 밀봉계통 

내의 압력 및 온도 계측장비로 감시된다. 축 밀봉장치는 펌프 케이싱을 배수하

지 않거나 축을 제거하지 않고 교체될 수 있다.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장치의 

누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음향누설감시계통이 제공된다.

나. 원자로냉각재 펌프 밀봉 냉각수 유량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집합체 3단에서의 유출되는 밀봉수는 원자로건물 대기

로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밀봉 유출수의 고압누설이 충전펌프 최소유량 열교환

기 또는 체적제어탱크로 보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3단 

밀봉체는 1단과 2단 밀봉체들이 모두 파손되는 사고 시에도 원자로냉각재계통

의 전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 원자로냉각재펌프 3단 밀봉체를 통한 

원자로건물로의 심각한 누설사고 시 누설 유량 및 압력이 증가할 것이며, 원자

로배수탱크의 수위는 증가할 것이다.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수 냉각기 튜브에서 

1차기기냉각수계통으로의 밀봉누설은 원자로냉각재펌프로부터 회수되는 1차기

기냉각수 유량의 증가에 따른 1차측 기기냉각수완충탱크 수위증가 추이 분석에 

의해서 알 수 있다.

3. 세부 검사내용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 및 냉각계통은 원자로냉각재의 제어되지 않는 유출 방지,

밀봉면 윤활 및 냉각에 적합하도록 설계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 및 냉각계통의 세부 검사는 본 지침서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검사에 따른

다.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검사 시에는 다음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원자로냉각재 펌프 밀봉 주입수 계측, 제어 기기와 경보 기능의 적합성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충전펌프 및 보조충전펌프 출구로부터 분기되는 밀봉 

주입수 유량, 압력의 적절함을 확인하기 위한 계측기기와 경보장치 기능이 안전

성분석보고서 및 설계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한다.

나. 원자로냉각재 펌프 밀봉 주입수 유량의 적합성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이 원자로냉각재 펌프 밀봉수 계통에 여과된 유량을 공급

하고 밀봉수 회수유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됨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원자로냉각재펌프의 밀봉 및 냉각을 위한 밀봉 주입수의 제어되지 않는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밀봉집합체 3단을 통한 원자로 격납건물로의 밀봉수 유

출은 제한되어야 한다. 밀봉수가 열교환기들을 통하여 1차기기냉각수계통을 오염

할 경우 다른 안전관련설비들의 열교환 장치들도 오염될 수 있으므로 누설 탐지기

능이 적절한지 확인되어야 한다. 밀봉 주입수 필터 손상 등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필터 손상 징후의 확인이 용이하여야 한다.

밀봉 주입수 유로상의 역지밸브들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되고 점검되어야 

한다. 본 검사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점검이 수행되어 그 결과가 안전성분석보

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요건 및 제작자 설계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원자로냉각재 펌프 밀봉 주입수 계측, 제어 기기와 경보 기능의 적합성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 유량 설정, 밀봉 유출수 누설, 주입 유로 손상 대비 계측,

지시 및 경보장치 동작성 확인을 통한 외부누설 제어 기능의 적합성

나. 원자로냉각재 펌프 밀봉 주입수 유량의 적합성

밀봉 주입수 필터, 역지밸브, 차단밸브 성능검증을 통한 주입수 상실 또는 냉각

재 역방향 누설 방지기능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수 냉각을 위한 1차기기냉각수 유량과 온도가 안전성분석

보고서 내용 및 설계요건 만족

5. 검사유의사항

가. 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초기 기동시험 결과 확인을 통해 최소한 안전성분석보고

서상의 성능 요건, 즉 정격 압력에서 정격유량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한다.

나. 시험절차서의 판정기준이 안전성분석보고 및 설계요건과 일치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다. 시험 초기 조치사항 등이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절차서

를 수행하는 중 단계별 전환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를 평가․확인하여야 한다.

III. 판정기준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 및 냉각계통의 적합성 판정기준은 본 지침서 ‘화학 및 체

적제어계통’ 검사에 따른다.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검사 시에는 다음의 판정기준 

적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원자로냉각재 펌프 밀봉 주입수 계측, 제어 기기와 경보 기능의 적합성

1) 밀봉 주입수에 대한 경보 및 지시가 설정치를 벗어날 경우에 정상적으로 동작

되어야 하며 밀봉 주입수 격리밸브 제어를 포함한 밀봉수 온도채널이 적합하

게 동작되어야함

2) 원자로냉각재 밀봉 누설수 압력채널 동작(신호 출력, 지시, 경보 및 경보 설정

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함

3) 원자로냉각재 밀봉수 여과기 차압지시기 동작(신호 출력, 지시, 경보)이 허용

기준 내에 있어야함

나. 원자로냉각재 펌프 밀봉 주입수 유량의 적합성

1) 관련 밸브에 대한 동작여부, 위치지시, 고장 시 반응 및 행정시간 등이 허용기

준치 내에 있어야함

2) 밀봉 주입수 필터, 역지밸브, 차단밸브 성능검증을 통한 주입수 상실 또는 냉

각재 역방향 누설 방지 가능성이 확인되어야함

3) 보조 충전펌프를 통한 밀봉 주입수 유량, 압력이 설계요건을 만족하여야함

4) 밀봉 주입수 열교환기(가열기 또는 냉각기)로 유입되는 1차기기냉각수 유량,

온도가 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및 설계요건을 만족하고 원자로냉각재펌프 측 

열교환기 1차기기냉각수 유량, 온도 계측을 통한 열교환 성능이 안전성분석보

고서 내용 및 설계요건을 만족하여야함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제21조(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제41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2.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일반설계기준 14(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29(예상운전 과도

에 대비한 보호), 33(원자로냉각재 보충), 60(방사성물질의 환경방출 제어)

3.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가) 5.2.5.1.2.2절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

나) 5.4.1절 “원자로냉각재펌프”

다) 14.2.12.1.2절 “원자로냉각재계통”

라) 14.2.12.1.18절 “화학 및 체적제어 충전계통”

마) 14.2.12.2.9절 “핵연료장전 전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률 측정”

바) 14.2.12.2.10절 “핵연료장전 전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종합시험”

4. TMI Action Item III.D.1.1.:누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어계획 및 누설감지설비 



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가. 밀봉 주입

수 계측,

제어계통 

점검

나. 밀봉 냉각

수 유량 

시험

1.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주입

계통의 유량, 압력 온도 측

정 등 계측계통의 작동상태 

및 밀봉수 주입 제어의 적

절성 점검

2. 원자로냉각재 펌프 밀봉수

와 관련하여  공급량 , 밀봉

수 온도 및 회수되는 양 등

이 안전성분석보고서 상의 

정상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

는지 여부를 확인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종합 

성능 시험과 연계)

시험착수 전 또

는 후, 시험절

차서, P&ID 도

면, 기기 명세 

검토,

현장입회 및 시

험결과 서류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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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3.2.5절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률 측정 시험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 누설은 허용되지 않으며, 계측불확실도를 고려하여 1차계통

의 총 확인누설은 10gpm(2.27㎥/hr) 이하, 미확인누설은 1gpm (0.227㎥/hr) 이하로 제한

된다. 또한, 어느 한 증기발생기의 1차측에서 2차측으로의 누설은 0.567㎥/day(150gpd)

이하로 운영기술지침서에 의하여 제한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률의 고온기능 검사에서는 RCS 정상운전온도/압력 조건에서 원자

로냉각재계통, 가압기, 체적제어탱크, 원자로배수탱크, 기기배수탱크, 안전주입탱크의 압력,

온도 및 수위를 측정하여 원자로냉각재의 확인 및 미확인 누설률이 운영기술지침서 허용기

준 이내임을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률 측정시험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정상운영중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72시간 주기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원

자로 냉각재계통 누설량 측정시험을 고온상태에서 수행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건

전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발생 가능한 누설징후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함이다.

2. 안전 설계 사항



확인 누설을 측정하기 위하여 원자로배수탱크, 안전주입탱크 및 기기배수탱크의 재

고량 변화 등을 측정하기 위한 설비가 있다.

3. 세부 검사내용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률을 측정하여 운영기술지침서 및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허용

기준 이내로 유지됨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률 시험에서는 다음 사항이 만족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시험절차서의 기술내용이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운영기술지침서 등 관련 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나. 시험에 사용되는 계측기들의 사전시험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률 시험의 결과가 판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시험 전 원자로냉각재 저온관 평균온도 및 압력이 고온대기상태(정상운전 온도

/압력 조건)로 충분히 안정되게 유지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험에 사용되는 계측기들의 검·교정 성적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III. 판정기준

1.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누설은 없어야 한다.

2. 확인누설은 10gpm(2.27㎥/hr) 이하, 미확인누설은 1gpm (0.227㎥/hr) 이하로 제

한된다.

3. 어느 한 증기발생기의 1차측에서 2차측으로의 누설은 0.567㎥/day(150gpd) 이하

이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KINS/GE-N0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 지침서

2. 경수로형원전 안전성분석보고서 3장, 5장, 14장

3. 경수로형원전 운영기술지침서 제1편 3.4.12항

3. 경수로형원전 시운전 절차서, "RCS Leak Rate Measurement"



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 제한치 점검

-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누설은 없

어야 한다.

- 확인누설은 10gpm(2.27㎥/hr) 이

하, 미확인누설은 1gpm (0.227㎥

/hr) 이하가 되어야 한다.

- 어느 한 증기발생기의 1차측에서 

2차측으로의 누설은 0.567㎥

/day(150gpd) 이하가 되어야 한

다.

시험착수 전 또는 

후, 시험결과의 비

교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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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3.2.6절 원자로냉각재 기체 배기계통 시험 (II)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로냉각재 기체배기계통은 사고 후 원자로 용기 헤드 및 가압기 증기부에 축적

된 비응축성 기체를 배기시켜 원자로 노심의 냉각기능이 저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 또한 원자로냉각재 기체배기계통은 가압기 살수, 가압기 보조살수, 또는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충전 및 유출기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압기 증기부에서 증기를 

방출하여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는다.

원자로냉각재 기체배기계통은 사고 후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증기 또는 비응

축성 기체를 배기하도록 설계되며 배기 목적은 이들 증기 및 기체의 노심냉각 방해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동 계통은 배기 기체 또는 증기의 양에 따라 격납건

물 대기 또는 원자로 배수탱크로 가는 배기 유로가 결정되는데, 소량의 기체나 증기는 

원자로 배수탱크로 방출하고 다량의 기체나 증기는 격납건물 대기 또는 IRWST로 방

출한다. 격납건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는 배기된 기체가 격납건물 공기와 잘 혼합되

거나 또는 격납건물 수소 재결합기에 의해 수소농도 조절이 가능한 구역으로 배기시

킨다.

고온기능 검사에서는 기체배기계통의 구성 기기를 이용한 원자로냉각재 감압능력 및 

배기유로 운전 가능성을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원자로냉각재계통 감압능력 확인



나. 가압기에서 원자로배수탱크(RDT)로의 배기유로 운전가능성 확인

다. 원자로용기 상부헤드에서 원자로배수탱크(RDT) 및 격납건물내 재장전수저장탱크

(IRWST)로의 배기유로 운전가능성 확인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원자로냉각재 기체배기계통은 사고후 원자로용기 헤드 및 가압기 증기부에 축적

된 비응축성 기체를 배기시켜 원자로 노심의 냉각기능이 저해받지 않도록 한다.

또한 가압기 살수, 가압기 보조살수, 또는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충전 및 유출기

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압기 증기부에서 증기를 방출하여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는다. 원자로냉각재 기체배기계통은 사고후 조건 하에서도 상기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며, 또한 정기 보수를 위한 발전소 정지 기간을 전후로 하여 원

자로냉각재계통의 탈기를 위하여 이용된다. 이외에도 원자로냉각재 기체배기계통

은 사고 후 자연순환 냉각을 방해할 수 있는 원자로냉각재계통 내 비응축성 기체

의 제거기능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감압기능을 가져야 한다. 발전소 정상 및 사

고 조건 하에서 원자로냉각재 기체배기계통의 배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자로용기 헤드에서 원자로배수탱크로 배기

원자로용기 헤드에서 원자로배수탱크로의 배기는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 2개의 

원자로용기 헤드 배기 솔레노이드 격리밸브 중 한개의 밸브와 원자로배수탱크

에 연결되는 배관에 설치된 솔레노이드 격리밸브를 개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나. 가압기에서 원자로배수탱크로 배기

운전원이 원자로냉각재계통을 배기시키거나 가압기에 축적된 기체를 제거하고

자 할 경우 사용되며 2개의 가압기 배기 유로중 1개의 유로를 이용하여 원자로

배수탱크로 배기하게 된다. 원자로배수탱크의 운전 상태는 온도, 압력 및 수위 

측정 계기들에 의해서 감시된다. 또한, 동 배기 유로는 가압기 살수기능이 상실

된 경우 가압기 증기부의 배기를 통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을 조절하기 

위하여 이용되며 2개의 유로중 한 유로가 선택적으로 이용된다.



다. 원자로용기 헤드 또는 가압기에서 격납건물 대기 또는 IRWST로 배기

원자로용기 헤드 또는 가압기에서 원자로배수탱크로의 연속적인 배기는 결국 파

열판의 파열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파열판의 건전성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운

전원은 격납건물 대기 배기 유로 또는 IRWST 배기 유로의 솔레노이드 구동 격

리밸브를 개방하여 격납건물 대기 또는 IRWST로 배기시킬 수 있다. 단, 격납건

물 대기 배기 유로가 이용될 경우에는 격납건물 수소농도 조절을 위한 수소 재

결합기 가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용기 헤드 또는 가압기에서 기체 방사성 폐기물계통으로 배기

이 유로는 배기되는 기체의 방사능 준위가 기체방사성폐기물계통에 대한 소외 

선량평가지침서(ODCM)에서 규정하고 있는 값보다 낮고, 정상 전원이 이용 가능

하며 또한 낮은 기체 제거율이 허용되고, 기체방사성폐기물의 적절한 저장능력이 

있으며, 격납건물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용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주제어실내 운전원의 원격 조작에 의해 원자로용기 헤드 또는 가압기 증기부를 

배기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원자로용기 헤드 배기관 및 가압기 소용적(low volume) 배기관의 운전원 실수에 

의한 운전 또는 배관파단으로 인하여 손실되는 원자로냉각재량은 정상운전시 원

자로냉각재 최소 보충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다. 계통 설계시 10 CFR 50 부록 A, 일반설계기준의 해당 요건을 만족시킨다. 특

히, 원자로냉각재배기계통은 안전관련 계통으로서 내진범주 I로 설계하고 능동기

기의 단일고장시에도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라. 격납건물 대기 또는 원자로배수탱크로 선택적으로 배기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

다.

마. 압력 2,500psia (175.75 kg/cm2A) 및 온도 700 oF (371 oC) 상태하에서 과열 증

기, 물-증기 혼합물, 물, 핵분열 생성 기체, 헬륨 및 수소를 배기할 수 있도록 설

계한다.

바. 모든 동력구동 밸브의 개폐 상태가 주제어실에 지시되도록 설계한다.

사. 본 계통의 설치로 인하여 핵연료 교체 및 보수 작업에 간섭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아. 발전소 정상운전중 운전원의 실수로 인한 밸브의 작동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밸브를 잠금-닫힘 상태로 유지시킨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가압기 주살수/보조살수, 화학및체적제어계통 충전 및 유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원자로용기 상부헤드 및 가압기 증기부에 축적된 비응축성 기체를 제거하고, 안

전해석에서 가정한 감압능력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원자로냉각재 감압능력 시험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84.4±1.7, 133.6±1.7,

158.2±1.7 ㎏/㎠A 상태에서 각각 수행하며, 가압기 배기 밸브를 개방하여 증기를 

IRWST로 방출 시킨 뒤 원자로냉각재 압력이 3.5 ㎏/㎠A 감소하는 시간을 측정

하여 감압률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나. 가압기에서 원자로배수탱크 배기 유로의 운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상온

도압력 조건에서 가압기 배기밸브와 RDT 전단 격리밸브를 개방후 배기 유로의 

운전가능성을 확인한다.

다. 정상운전 온도/압력 조건에서 원자로용기 헤드 또는 가압기에서 격납건물 대기 

또는 IRWST로 배기 유로 내 밸브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원자로용기 상부 헤

드와 RDT 또는 IRWST 사이의 배기밸브를 순차적으로 개방하여 IRWST 전단 격

리밸브 까지 배관이 가압되고, 원자로용기 항부헤드 배기밸브를 닫고  RDT 전단 

격리밸브 및 IRWST 전단 격리밸브를 개방함에 따라 배관의 압력이 감압되는 것

으로 유로의 건전성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정상운전 온도/압력 조건에서 원자로냉각재 기체 배기계통을 위한 원자로냉각재계

통의 감압 능력 확인

5. 검사유의사항

가. 원자로냉각재 기체 배기계통에 대한 상온기능시험이 완료된 상태이다.

나. 원자로배수탱크 및 원자로건물내 핵연료재장전수조는 운전 가능한 상태이다.



III. 판정기준

동 계통은 안전성분석보고 상에서 요구하는 설계기준 및 계통운전 요건 등을 만

족시켜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5.4.15, 14.2.12.1.6

2. Reg. Guide 1.68 "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

1978. Re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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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3.3절 계측 및 제어계통 시설

제3.3.1절 계측기 상관성 시험

주관부서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계측기 상관성 시험은 발전소보호계통, 노심보호연산기계통(또는 원자로노심보호계

통), 정보처리계통, 주요변수 지시 및 경보계통-P, 주요변수 지시 및 경보계통-N, 다양

성 지시계통, 정보처리계통 등을 통하여 계측 및 지시되는 각종 공정변수들이 적절한 

상관성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고온기능검사의 계측기 상관성 시험은 발전

소의 상온 상태에서부터 고온 상태까지 단계별 각 공정변수 지시값의 편차가 허용기

준 이내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동 시험에서의 측정 대상인 공정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가) 원자로냉각재계통 저온관 온도(RCS Cold-Leg Temperature)

나) 원자로냉각재계통 고온관 온도(RCS Hot-Leg Temperature)

다) 원자로냉각재펌프 차압(RCP Differential Pressure)

라) 원자로냉각재펌프 속도(RCP Speed)

마)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RCS Pressure)

바) 가압기 수위(Pressurizer Level)

사) 증기발생기 수위(S/G Level)

아) 증기발생기 압력(S/G Pressure)

자) 증기발생기 1차측 차압(S/G Primary Side Differentia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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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원자로용기 차압(Reactor Vessel Differential Pressure)

카) 원자로건물 압력(Containment Pressure)

또한, 이러한 공정 변수값을 취득하는 계통은 아래와 같다.

가) 노심보호연산기계통(또는 원자로노심보호계통)

나) 발전소보호계통

다) 주요변수 지시 및 경보계통-P

라) 주요변수 지시 및 경보계통-N

마) 다양성 지시계통

바) 정보처리계통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이 시험은 계통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아닌, 제어 및 보호 계통에 지시되는 지시

값의 상호 연관성을 측정하는 계통시험이다. 따라서 대상 계통의 기능보다는 측정방법

이 중요하다. 변수 측정 방법은 정적인 상태 즉, 1차 냉각재의 온도 및 압력, 가압기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공정 변수값을 노심보호연산기계통(또는 원자로노심

보호계통), 발전소보호계통, 주요변수 지시 및 경보계통-P, 주요변수 지시 및 경보계통

-N, 다양성 지시계통, 정보처리계통 등의 경로를 통하여 측정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모든 시험설비 및 시험 장비들은 적절히 교정되어야 한다.

나. 개별 측정값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조치를 취한다.

3. 세부 검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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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절차서 적합성

시험절차서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영기술지침서, 설정치 계산문서 등과 일치

하도록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초기 조건 유지상태

고온기능검사의 계측기 상관성 시험을 위한 각 시험 단계(Plateau)별 원자로냉각재

계통의 온도, 압력 및 가압기 수위는 안정적인 상태(예를 들어, 냉각재계통 온도의 

경우 ±0.25℃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다. 공정 변수별 측정값의 상관성

공정 변수별 목표값(Target Value)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 압력 및 가압기 수

위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으로부터 취득된 측정값으로 선정

한다. 각 계통별로 취득한 공정 변수값과 목표값과의 편차가 허용범위 이내인지를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모든 시험설비 및 시험 장비들은 적절히 교정되어야 하고, 정확도는 판정기준에

서 요구하는 범위 안에 교정되었음을 확인한다.

나. 각 시험 단계별 초기조건이 적절히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다. 각 계통별로 취득한 공정 변수값과 목표값과의 편차가 허용범위 이내인지를 확

인하고, 이를 벗어나면 적합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시험기간 중 경보, 비정상적인 지시, 잡음, 진동이 생기

면, 시험을 중단하고, 조치를 취한 후에 시험을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나. 시간에 따른 발전소의 안정 상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각 공정 변수값을 

취득 시 가급적 4명 이상이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다. 각 공정 변수별 측정값이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라. 계측기 상관성 시험에 대한 검사 방법은 규제경험, 선행호기 대비 설계변경 등을

고려하여 일부 변수를 선별하여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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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판정기준

1. 모든 시험설비 및 시험장비들은 적절히 교정되어야 한다.

2. 각 계통별로 취득한 공정 변수값과 목표값의 편차는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만일 이를 벗어나면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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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 검사에 관한 규정”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38)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 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4.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7장,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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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고

계측기 상관성 1. 시험절차서 적합성

- FSAR, 운영기술지침서, 설

정치 계산문서 등과의 일치

여부 확인

2. 초기 조건 유지상태

- 시험설비 및 시험장비들의 

교정상태 확인

- 시험 초기 조건 확인

3. 공정 변수별 측정값의 상관

성

- 각 시험 단계별 취득한 공

정 변수값과 목표값의 편차

가 허용범위 이내인지 확인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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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3.3.2절 제어봉 구동장치 성능시험

주관부서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제어봉 구동장치(CEDM : 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는 제어봉 집합체

(CEA : Control Element Assembly)를 수직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

석 잭(magnetic jack)형의 구동장치이다. 각각의 제어봉 구동장치는 작동 신호에 응답

하여 제어봉 집합체를 인출, 삽입, 정지 또는 낙하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어봉 구

동장치의 코일에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전기자(armature) 스프링이 자동적으로 걸쇠를 

제어봉 구동장치의 구동축에서 분리시키며, 제어봉 집합체가 중력에 의해 노심에 삽입

되도록 한다.

원자로 정지시 모든 제어봉 구동장치는 서로 독립적이다. 즉, 하나의 제어봉 구동장

치의 고장이 다른 제어봉 구동장치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떤 한 제어봉 구

동장치의 고장시에도 확실히 원자로정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충분한 정지

여유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단일 고장시에도 제어봉 구동장치는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정지반응도를 제공한다.

제어봉 구동장치와 제어봉제어계통의 연결은 제어봉제어계통의 전원 스위치에서 이

루어지며, 이 전원 스위치 내에서 저전압의 논리제어신호는 고전압의 동력과 적절히 

격리된다. 제어봉 구동장치와 제어봉 집합체 사이의 연결에는 특별히 격리가 요구되는 

중요한 부품은 없다.

제어봉 구동장치는 상부 압력하우징, 모터하우징, 상부슈라우드, 냉각슈라우드,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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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 코일집합체(상부 집게 권선(upper gripper coil), 하부 집게 권선(lower gripper

coil), 상부 인양 권선(upper lift coil), 하부 인양 권선(lower lift coil)), 리드스위치 집

합체, 그리고 제어봉 연장축 집합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어봉 구동장치 고온 성능시험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가. 시험준비 상태 점검

나. 제어봉구동장치 냉각계통의 효율성 확인

다. 제어봉구동장치 상부집게권선의 작동 시 운전온도 확인

라. 제어봉구동장치 전기자(armature)의 작동과 순차의 적절성 확인

마. 제어봉구동장치 전동기-발전기 세트(CEDM MG Set) 3상 전원의 운전성 확인

2. 검사 대상

제어봉 구동장치 성능시험 수행에는 다음과 같은 계통 또는 기기가 포함된다.

가. 제어봉제어계통

나. 제어봉 구동장치

다. 제어봉 구동장치 외부전력 케이블 

라. 제어봉 구동장치 냉각계통 

마. 제어봉 구동장치 전동기-발전기 세트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제어봉 구동장치는 제어봉 집합체를 수직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

석 잭형의 구동장치이다. 각각의 제어봉 구동장치는 작동 신호에 응답하여 허용 구동

범위 내에서 제어봉 집합체를 인출, 삽입, 정지 또는 낙하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어봉 구동장치는 원자로 상부덮개 노즐에 설치된다. 제어봉 구동장치는 상부 압

력하우징, 모터하우징, 상부 슈라우드, 냉각 슈라우드, 모터집합체, 코일집합체, 리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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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집합체, 그리고 제어봉 연장축 집합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어봉 집합체 인출 및 삽입은 자기력에 의한 일련의 단계적 운동에 의해 이루어진

다. 제어봉 집합체 인출 및 삽입을 위한 전원은 두 개의 별도의 공급원(M-G Set)으로

부터 얻어진다. 제어봉제어계통의 제어 프로그램에 의해 구동 사이클이 가동되며 이에 

따라 제어봉 집합체가 삽입 또는 인출 방향으로 움직인다. 제어봉 집합체를 정지시키

기 위해서는 하나의 권선(상부 집게 권선 또는 하부 집게 권선)에 저전류를 보내고 나

머지 권선에는 전류를 차단시킨다. 모든 권선에 전력을 차단시키면 제어봉 집합체는 

낙하하게 된다.

노심내 제어봉 집합체의 축방향 위치는 서로 독립된 세 가지 계측계통에 의하여 표

시된다. 한가지 방법은 권선에 공급되는 전류의 변화를 전자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제어

봉 집합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두 가지의 방법은 리드스위치 집합체에 의

한 것이다. 리드스위치 집합체는 상부압력 하우징과 평행하게 설치되며, 집합체 내부

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리드스위치가 제어봉 연장축 상단에 설치된 자석에 의

하여 개폐된다. 리드스위치 집합체는 제어봉 집합체의 위치를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측정하도록 설계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모든 시험설비 및 시험장비들은 적절히 교정되어야 한다.

나. 본 계통의 구성 기기의 동작 상태가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제어봉 구동장치 권선코일의 온도는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 전원공급전압의 각 상전압은 허용오차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준비 상태 점검

해당 시험절차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시험장비의 검·교정 상태, 시

험 초기조건 등의 시험준비 상태가 적합한지 확인·점검한다.

나. 제어봉구동장치 냉각계통의 효율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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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S 기준 온도 이하에서 전력케이블 저항값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 RCS 기준 온도 이하에서 제어봉 구동장치 권선에 대해서 측정된 저항값과 계산

된 권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 RCS 기준 온도 및 기준 압력에서 제어봉 구동장치 권선에 대해서 측정된 저항값

과 계산된 권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다. 제어봉구동장치 상부집게권선의 작동 시 운전온도 확인

RCS 기준 온도 및 기준 압력에서 MG Set을 기동하여 제어봉 구동장치에 전원을 

공급하고 상부집게권선에 가해지는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여 권선 저항값을 계산하

고 계산된 저항값을 이용하여 계산된 상부집게권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라. 제어봉구동장치 전기자(armature)의 작동과 순차의 적절성 확인

개별 제어봉 집합체의 삽입 및 인출 시험시에 제어봉 구동장치 권선에 흐르는 전류 

파형이 기준 파형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마. 제어봉구동장치 전동기-발전기 세트(CEDM MG Set) 3상 전원의 운전성 확인

제어봉구동장치 전동기-발전기 세트의 3상 전원의 측정값이 허용기준 이내인지를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원자로냉각재계통 가열 중 여러 온도 상태에서 제어봉 구동장치 권선저항의 측정

에 의해 제어봉 구동장치 냉각계통의 효율성을 확인하고 제어봉 구동장치 상부집

게권선의 작동시 운전 온도가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나. 제어봉 구동장치에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제어봉 집합체 삽입 및 인출 시험을 

실시하여 제어봉 구동장치 전기자의 작동과 순차가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다. RCS의 각 온도 조건 하에서 측정된 제어봉 구동장치 집게 및 인양 권선의 저항 

값이 시험절차서에 정의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라. 제어봉 구동장치에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수행되는 상부집게권선 온도 계산값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 제어봉 집합체 삽입 및 인출 시험에서 제어봉구동장치의 각 권선의 전류 파형이 

시험절차서에 첨부되어 있는 파형과 그 순서 및 모양에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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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유의사항

가. 시험절차서 검토를 통하여 시험이 수행되는 RCS 온도 조건에서 제어봉구동장치 

집게 및 인양 권선의 허용 저항값이 관련 참조 문서에 제시된 값과 일치하는지

를 확인한다.

나. 제어봉 구동장치 권선의 온도는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다. 제어봉 집합체 삽입 또는 인출시에 제어봉 구동장치 권선에 가해지는 전류 파형

의 모양 및 순서가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1. 제어봉 구동장치 시험과 관련된 각종 점검내용은 시험 절차서 상의 세부 판정기

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IV. 첨부자료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0조, 제25조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 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38),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 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4.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7.7절,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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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제어봉구동장

치

1. 시험준비상태 점검

- 시험절차서의 적합성 검토

- 시험관련 각종 기기의 준비

상태 및 검 교정 유효기간

을 확인

- 시험을 위한 초기조건 확인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2. 제어봉구동장치 냉각계통의 

효율성을 확인

- RCS 기준 온도 이하에서 전

력케이블 저항값

- RCS 기준 온도 이하에서 권

선저항 측정 및 계산된 온도

값 

- RCS 기준 온도에서 권선저

항 측정 및 계산된 온도값

3. 제어봉구동장치 상부집게권

선의 작동 시 운전온도 확인

- RCS 기준 온도에서 전원을 

공급한 상태에서 상부집게

권선의 저항측정 및 계산된 

온도값

4. 제어봉구동장치 전기자의 작

동과 순차의 적절성

- 인출시 권선 전류파형

- 삽입시 권선 전류파형

5. 제어봉구동장치 전동기-발

전기 세트(CEDM MG Set)

3상 전원의 운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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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3.3.3절 공학적 안전설비 종합시험

주관부서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고온상태의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 시험은 비상전원 공급계통을 포함하여 공학

적 안전설비 작동계통 신호를 모의하여 설계 내용에 따라 안전계통이 동작되고 사고

를 완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시험

에서는 핵증기공급계통의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신호와 보조설비 공학적 안전설비 작

동신호를 모의하여 해당되는 계통의 펌프, 밸브 등이 요구되는 위치에서 정상 동작

되는지를 확인한다.

핵증기공급계통에 포함되는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 신호에는 원자로건물 격리작

동신호(CIAS), 원자로건물 살수작동신호(CSAS), 주증기관 격리신호(MSIS), 안전주입 

작동신호(SIAS) 및 보조급수작동신호(AFAS)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신호들은 소외

전원상실시와 안전주입작동신호 등이 발생할 경우, 요구되는 신호가 정상적으로 발

생하고 이와 연관된 구동기들이 정상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외부전원상실시

험과 안전주입시 비상디젤발전기가 기동 또는 투입되어 정상적인 순서에 의하여 

Load Sequence가 이루어지고 관련된 부하들이 정상 동작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험은 Reg Guide 1.9에 기술된 시험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이 지침에서 승인한 IEEE Std. 387에 기술된 시험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발전기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2항에 

따라 냉각재상실사고와 동시에 소외전력 상실시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모든 안전계통 

부하들을 요구되는 순서에 따라 가압 또는 기동하고, 정격속도에 이르기까지 가속하

며 계속적으로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과 능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보조설비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신호는 핵연료취급지역 비상환기작동신호(FHEVAS),

원자로건물 퍼지격리 작동신호(CPIAS) 및 주제어실 비상환기 작동신호(CREVAS)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신호들이 안전제어반의 수동 스위치에 의하여 발생되고 관련

된 부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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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스위치가 개별 스위치의 작동을 통하여 관련 공학적안

전설비작동계통의 구동기들이 정상 작동시키고, 관련 경보기능이 적합한지 점검한다.

2. 검사 대상

가.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NSSS/BOP)

나. 다양성 공학적안전설비 수동작동 장치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예상운전과도사건 동안 노심 허용 핵연료 제한치와 원

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초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정된 공정변수에 의하여 필요한 

안전계통을 작동시키고 설계기준사고의 결과를 완화하는 계통이다.

공학적안전설비는 핵증기공급계통의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신호와 보조설비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신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의 부하는 소외전원 

상실신호와 개별적인 작동신호에 의하여 관련된 부하들이 작동한다.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 시험과 관련된 주요 설계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핵증기공급계통의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신호

1) 작동신호

- 원자로건물격리 작동신호(CIAS)

- 원자로건물살수 작동신호(CSAS)

- 주증기 격리신호(MSIS)

- 안전주입 작동신호(SIAS)

- 보조급수 작동신호(AFAS)

2) 계통구성

- 측정채널

- 비교논리/동시논리 회로

-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개시회로 

- 다양성 공학적안전설비 수동작동 장치

나. 보조계통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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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동신호

- 핵연료취급지역 비상환기작동신호(FHEVAS)

- 원자로건물 퍼지격리 작동신호(CPIAS)

- 주제어실 비상환기 작동신호(CREVAS)

2) 계통구성

보조설비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측정채널, 비교논리 및 동시논리 회로로 구성되

어 있다. 비교논리는 각 방사선감시계통의 현장설비에 위치하고 동시논리는 

ESF-CCS에 1/2 논리로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다. 비상디젤발전기 기동 및 순차투입

1) 1E급 4.16 kV 모선의 전압상실

비상디젤발전기는 소외전력이 운전 불가능한 경우, 전압상실 또는 저전압에서 전

압상실 기동 신호를 발생시킨다. 전압상실은 안전계통 모선에 설치된 저전압 계전기

에 의하여 감지되며, 시간지연은 전압 감쇄율에 따라 달라지며 약 2초 정도 걸린다.

이들 계전기는 ESF-CCS의 2/4 논리에 의하여 전압상실 신호가 발생되며, 다음 사항

들을 실행한다.

- 1E급 모선과 비1E급 모선의 4.16 kV 연계 차단기를 차단

- 4.16 kV 1E급 모선의 정상 및 대체 인입 차단기를 차단   

- ESF-CCS 내의 부하순차 투입기 신호 발생

- ESF-CCS 부하순차 투입기 신호를 통하여 비상디젤발전기에 기동신호를 보냄

- 저압 차단기반 공급용 차단기를 제외한 개별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모든 4.16 kV

1E급 차단기를 차단

2) 소외전원에 의한 공학적안전설비 작동

비상디젤발전기는 공학적안전설비계통의 작동신호(안전주입작동신호, 원자로건물 

살수작동 신호, 보조급수 작동신호)에 의하여 자동 기동되며, 우선 전력원이 상실되

지 않는 한 4.16 kV 모선에 비상디젤발전기의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선 전력

원이 건전한 상태에서 안전주입신호가 발생되면 부하순차 투입기가 동작을 하며 공

학적안전설비 부하들은 계획된 순서에 따라 투입된다. 이전에 작동중인 공학적안전

설비 부하들은 작동을 계속 수행하고 요구되는 모든 안전관련 부하들은 기준시간 이

내에 1E급 모선에 연결된다. 보조급수 작동신호 및 원자로건물 살수 작동신호에 대

해서는 부하 순차투입기가 동작을 하지 않지만 보조급수 작동신호에 따라 보조급수 

펌프는 즉시 기동을 하고, 원자로건물 살수작동 신호 발생시 원자로건물 살수펌프는 

안전주입 작동신호에 의한 부하순차 투입기에 의하여 기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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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선전력 상실에 의한 공학적안전설비 작동

우선전력이 상실되어 1E 모선의 저전압이 발생하면, ESF-CCS는 비상디젤발전기를 

기동하고 공급차단기와 비1E급 부하 연계차단기를 차단하고 저압 차단기반 공급용 

차단기를 제외한 모든 4.16 kV 급 부하를 차단하고 부하순차 투입기를 해제한다. 비

상디젤발전기가 정격전압, 주파수에 도달한 후에 4.16 kV 모선에 연결된 비상디젤발

전기 차단기는 닫히고 부하순차 투입기는 자동으로 설정된 시간간격으로 필요한 공

학적안전설비 부하들의 기동을 시작하며, 이는 비상디젤발전기가 불안정하지 않도록 

하고, 전동기 가속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 안전 설계 사항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예상운전과도사건동안 노심 허용 핵연료 제한치와 원자

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초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정된 공정변수에 의하여 필요한 안

전계통을 작동시키고 설계기준사고의 결과를 완화하는 계통으로서 Reg. Guide 1.9의 

설계 및 시험기준에 따라 설계 및 시험되어야 하며, 시험에서 요구하는 성능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공학적 안전설비작동계통 성능검사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시험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수동 부하 순차 투입 기능시험

부하 순차 투입의 단계별 동작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써 소외전원상실조건,

ESFAS 조건 및 SIAS 조건을 모의하여 관련된 부하들이 FSAR 8.3절에 기술된 순차 

부하 투입시간 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부하가 투입되고, 관련 경보 및 지시설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부하 투입후 기준시간 이내에 자동 리셋

되는지를 확인한다.

나. 소외전원상실시험

- 계열 A, B의 EDG가 대기상태에 있을 때 4.16 kV 모선에서 전압상실신호(LOV)

주입시 EDG가 자동 기동되고, 자동부하 순차 투입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지를 확인한다.

- LOV 신호 주입후 ESF 모선에 물려있는 모든 부하가 차단(Load Shedding)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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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 기동후 기준시간 이내에 정격전압 및 주파수에 도달함과 동시에 EDG 출력

단의 차단기가 투입되고 부하 순차 투입 기능이 적절히 이루어져 필수 ESF 부하

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최대부하 탈락시험

EDG가 기동하여 ESF 모선의 비상부하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상

부하중 최대부하(예, ESW 펌프)를 강제로 트립시켰을 때 발전기가 과속도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고 주파수 및 전압이 아래의 기준범위 이내에서 동작되어야 한다. 또한,

과도상태로부터 안정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준시간 이내인지를 확인한다.

1) 전압 : 4160±416 [V]

2) 주파수 : 60±1.2 [Hz]

라. 소외전원상실 및 안전주입

안전모선인 4.16 kV에서 모의 외부전원상실신호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ESF-CCS에

서 안전주입신호를 동시에 발생시켰을 경우, 안전모선에서 공급하는 부하가 차단

(Shedding)되어야 한다. 그리고 EDG가 자동 기동되어 기준시간 이내에 정격전압 

및 주파수에 도달하고 EDG 출력차단기가 투입되어야 하고, 차단기 투입시점부터 

기준시간 간격으로 부하 순차 투입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비상부하의 차단기가 투

입되는지를 확인한다. 부하 순차 투입에 의한 부하투입시간은 기준시간 내에서 동

작하여야 한다.

마. 안전주입신호 

소외교류전원이 건전한 상태에서 SIAS가 발생한 경우, EDG 및 ESF 부하의 성능을 

확보하여 발전소의 안전정지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다음의 

2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시험내용이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1) EDG가 대기상태인 경우

ESF-CCS에서 SIAS가 모의되면, ESF 모선에 연결된 Non-1E 부하 및 비필수 부하

가 차단되고, EDG는 자동 기동되어 기준시간 이내에 정격전압 및 주파수에 도달

하여 대기운전(Running Standby)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ESF 필수부하는 

소외전원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가압되어 FSAR 8.3절에 기술된 순서에 따라 순차 

부하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EDG가 소외전원과 병렬운전 중인 경우

ESF-CCS에서 SIAS가 모의되면, EDG의 출력측 차단기와 비필수 부하차단기를 

트립시키고, EDG는 계속 대기 상태로 운전되어야 한다. 또한, 소외전력계통에 의



- 6 -

하여 ESF 부하는 FSAR 8.3절에 기술된 순서에 따라 자동 투입되어야 한다.

바. 보조급수 작동신호

1) AFAS-1

- EDG A가 ESF 모선에 연결되어 소외전력계통과 병렬운전 중인 경우       

AFAS-1 신호가 모의된 경우, EDG A 출력단의 차단기는 개방되고 EDG A는 계

속 운전되어야 하며, 보조급수펌프(PP01A)는 자동 기동되어야 한다.

- EDG A가 대기 중인 경우

AFAS-1 신호가 모의된 경우, EDG A가 자동 기동하여 운전대기상태를 유지하고

보조급수펌프 (PP01A)가 기동되는지를 확인한다.

- EDG B에 대해서도 상기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2) AFAS-2

AFAS-2 신호에 대해서도 EDG A/B 각각에 대하여 상기 AFAS-1에서 수행한 방

법으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원자로건물 살수신호

1) LOV 및 SIAS 신호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EDG A가 소외전력계통과 병렬운

전중일 때 CIAS신호가 발생될 경우, EDG A 출력단 차단기를 개방하고 EDG A

는 운전대기상태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자로건물 살수펌프(CS

PP01A)가 자동 기동되어 정상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 LOV 및 SIAS 신호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EDG A가 대기상태일 때  CIAS신

호가 발생될 경우, EDG A는 자동 기동하여 운전대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

리고 원자로건물 살수펌프(CS PP01A)가 자동 기동되어 정상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EDG B에 대해서도 상기 1)항 및 2)항 시험을 실시하여 요구되는 기능을 갖는지

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 기타 ESFAS 신호

1) CIAS 신호

가) 계열 A CIAS 신호주입시 A계열의 원자로건물 차단밸브가 차단되는지를 확인하

고, 계열 B 차단밸브는 동작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이때 밸브의 Override 기능

이 정상 동작되는지를 확인한다. 즉, CIAS 발생시 ESF-1과 관련된 밸브들은 자

동 CIAS 신호를 Override 할 수 없어 수동 열림신호를 받더라도 열리지 않지만,

ESF-2와 관련된 밸브들은 Override 되기 때문에 수동 열림신호를 받으면 개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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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한다.

나) 계열 B CIAS 신호주입시 B계열의 원자로건물차단밸브가 차단되는지를 확인하

고, 계열 A 차단밸브는 동작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밸브의 

Override 기능(ESF-1 : 수동으로 자동신호를 Override 불가능, ESF-2 : 수동으로 

자동신호를 Override 가능함)이 정상 동작되는지를 확인한다.

2) MSIS 신호

가) 계열 A MSIS 신호주입시 A계열의 MSIV가 닫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ESF-1

및 ESF-2밸브들의 Override 기능(ESF-1 : 수동으로 자동신호를 Override 불가능,

ESF-2 : 수동으로 자동신호를 Override 가능함)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이 시

험 중 MSIVs 및 우회밸브가 계열 A에서 신호를 받는 경우, 계열B 스위치에 

Trouble이 지시되어야 한다.

나) 계열 B MSIS 신호주입시 B계열의 MSIV가 닫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ESF-1

및 ESF-2밸브들의 Override 기능(ESF-1 : 수동으로 자동신호를 Override 불가능,

ESF-2 : 수동으로 자동신호를 Override 가능함)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이 시

험 중 MSIVs 및 우회밸브가 계열 B에서 신호를 받는 경우, 계열 A 스위치에 

Trouble이 지시되어야 한다.

3) BOP ESFAS

- CREVAS

주제어실에서 계열 A와 B CREVAS 수동스위치를 동작시켰을 때 관련 기기 및 

댐퍼들이 적절히 배열되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한다.

- FHEVAS

주제어실에서 계열 A와 B FHEVAS 수동스위치를 각각 동작시켰을 때, 관련된 

기기 및 댐퍼들이 적절히 배열되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한다.

- CPIAS

주제어반에서 계열 A와 B CPIAS 수동스위치를 각각 동작시켰을 때 관련된 기기 

및 댐퍼들이 적절히 배열되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한다.

4) 다양성 ESF 수동 스위치

- 다양성 ESF 수동스위치(SIAS, CIAS, CSAS, MSIS, AFAS)를 각각 작동시켰을 때,

관련된 기기들이 적절히 배열되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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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중점 사항

가. Reg. Guide 1.9에 기술된 시험기준에 따라 관련된 시험이 실시되는지를 확인하

고, 동 규제지침에서 요구하는 시험 중 누락된 부분은 다른 시험 절차서에서 점

검이 실시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나. 요구되는 시험위치에서 모의신호를 발생시키는지를 확인하고 시험기록이 적절히 

기록․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다. 시험시 공학적안전설비 작동부하가 요구되는 위치로 동작되는지를 확인하고, 시

험동안 절차서에 따라 구동기를 동작하지 않고 논리 기능만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검사시 주의가 요구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시험에 사용될 시험절차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나. 시험에 사용될 시험설비가 적합한지를 점검한다.

다. 시험 완료후 계통의 복구 상태를 점검한다.

라. 시험 중 비상디젤발전기의 기동 실패에 주의하여 검사한다.

III. 판정기준

가. 안전주입, 소외전원상실, 소외전원상실+안전주입시 비상디젤발전기의 부하투입순

서는 FSAR 8.3절에 기술된 투입시간기준을 만족하고, 관련된 부하가 정상 동작

하여야 한다.

나. 최대부하 탈락시험은 안전부하 중 최대값을 갖는 부하를 강제로 탈락시켰을 때 

전압 및 주파수가 허용기준 이내에서 있어야 하고, 비상디젤발전기는 전원을 안

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 보조급수 작동신호 및 원자로건물 살수신호를 모의하였을 때 비상디젤발전기가 

기동하고 관련된 부하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라. 기타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신호(CIAS, MSIS, CREVAS, FHEVAS, CPIAS)를 개별

적으로 모의할 경우, 관련된 안전부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IV. 첨부자료

1. 검사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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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공학적안전설비 

종합시험

1. 시험준비 상태 점검

- 시험절차서의 적합성 검토

- 시험관련 계측기기의 검 교정 확인

- 시험을 위한 초기조건 확인

2. 수동 Load Sequence 기능시험결과

가 FSAR 8.3절의 자동 부하 순차 

투입시간 기준을 만족하는지 점검

- 소외전원상실조건

- SIAS
- AFAS
- CSAS

3. 소외전원상실시 부하 차단되고,
EDG의 자동기동 및 기준시간 이

내 정격전압 및 주파수 도달,
FSAR 8.3절의 자동 부하 순차 투

입시간 만족여부 확인

4. 최대 부하 탈락시 전압 및 주파수 

확인

1) 전압 : 4160±416 [V]
2) 주파수 : 60±1.2 [Hz]

5. 소외전원상실과 더불어 안전주입신

호발생시 안전모선의 부하 차단 및 

EDG가 자동 기동시 기준시간이내 

정격전압 및 주파수 도달 점검. 또

한, FSAR 8.3절의 자동 부하 순차 

투입시간 기준 만족 확인

입회 또는 서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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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공학적안전설비 

종합시험

6. 안전주입신호 

1) EDG 대기상태에서 안전모선의 부하

가 차단되고 EDG가 자동 기동되어 

기준시간내 정격전압 및 주파수에 

도달 확인 및 FSAR 8.3절의 자동 부

하 순차 투입시간 기준 만족 확인

2) EDG가 소외전원과 병렬운전

상태에서 EDG 출력차단기 및 비필수 

부하차단기를 트립시키고 EDG는 대

기상태에 있는지확인

7. 보조급수펌프 1/2 기동시험  

1) EDG 기동중에는 EDG 출력단 차단

기 개방 및 EDG 계속 운전 보조급

수펌프 정상 기동 확인

2) EDG 대기중에는 EDG 기동, 보조급

수펌프 기동 확인

8. 원자로건물살수계통 기동시험

1) EDG 기동중에는 EDG 출력단 차단

기 개방 및 EDG 계속 운전, 원자로

건물살수펌프 정상 기동 확인

2) EDG 대기중에는 EDG 기동, 원자로

건물살수펌프 정상 기동 확인

9. 기타 ESFAS 신호

1) CIAS 신호

가) 계열 A CIAS 신호

- 계열 A 밸브 차단

- 계열 B 밸브 비동작

- ESF-1 밸브: No Override
- ESF-2 밸브: Override

시험중 입회검사

시험중 입회검사

시험중 입회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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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공학적안전설비 
종합시험

나) 계열 B CIAS 신호
- 모든 계열 A 밸브 차단
- 모든 계열 B 밸브 비동작
- ESF-1 밸브: No Override
- ESF-2 밸브: Override

2) MSIS 신호
가) 계열 A MSIS 신호
- 계열 A 밸브 닫힘
- 계열 B 밸브 비동작
- ESF-1 밸브: No Override
- ESF-2 밸브: Override
- Trouble 경보기능 점검
나) 계열 B MSIS 신호
- 모든 계열 A 밸브 닫힘
- 모든 계열 B 밸브 비동작
- ESF-1 밸브: No Override
- ESF-2 밸브: Override
- Trouble 경보기능 점검 

3) BOP ESFAS
- CREVAS
계열 A와 B CREVAS를 각각 모의시 
관련 기기 및 댐퍼 작동  

- FHEVAS
계열 A와 B FHEVAS를 각각 모의시 
관련 기기 및 댐퍼 작동

- CPIAS
계열 A와 B CPIAS를 각각 모의시 관
련 기기 및 댐퍼 작동

4) 다양성 ESF 수동 시험
- 개별 수동스위치(SIAS, CIAS, CSAS,

MSIS, AFAS) 작동시, 관련 기기의 

정상 작동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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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3.3.4절 부적절한 노심냉각 감시계통 시험(II)

주관부서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부적절한 노심냉각감시계통(Inadequate Core Cooling Monitoring System, ICCMS)

은 TMI(Three mile island) 원전사고 이후 보완조치의 하나로, 원자로심 및 원자로냉

각재계통의 온도와 압력 및 수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원자로 냉각재 수위, 원자

로 핵연료 출구 온도 및 과냉각 여유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기준사고 및 그 이후에 운전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련 지

시계통이다.

부적절한 노심냉각 진행과정을 감시하기 위한 계측 감지기는 (1) 고/저온관 저항온

도검출기, (2) 가압기 압력 감지기, (3) 원자로용기 수위계측용 가열접점열전대(Heated

Junction Thermo-Couple, HJTC)를 사용한 원자로 용기 수위 감지기, 그리고 (4) 노심

출구열전대 등으로 구성된다. 저항온도검출기와 열전대의 비가열접점열전대 및 압력 

감지기 신호들은 과냉각 상실과 포화발생, 그리고 노심 노출 후 과냉각 조건의 형성 

등을 지시하기 위해서 서로 결합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부적절한 노심냉각 감시계측기의 지시기능은 노심 열제거 안전기능이 수행되고 있는

지 운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원 보조기능을 제공하며, 운전원이 이용 가능한 부

적절한 노심 냉각감시 계측기의 지시 자료들은 (1) 핵연료 정열판 위로 냉각재 재고량

의 수위 증가여부, (2) 원자로 용기와 원자로 냉각재계통 배관내의 과냉각도 증가여

부, 또는 (3) 노심 출구 증기 과열상태의 감소여부 등에 대한 정보이다. 운전원은 정

적 표시 및 추이표시를 통해서 사건진행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부적절한 노

심냉각 정보의 추이 표시자료를 사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수행되는 완화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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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성공 여부를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다.

본 계통에 대한 성능검사 내용은 ICCMS의 HJTC의 Delta-T 확인, 절연저항 확인, 원

자로 수위 및 내부온도값의 비교확인을 통해 계통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2. 검사 대상

가. 부적절한노심냉각감시계통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ICCMS는 원자로 용기 내의 냉각재 수위, 노심 출구온도, 과냉각 여유도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설계기준사고 및 그 이후에 운전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궁극적으로 노심 용융사고로의 진행을 사전에 막아주기 위

한 설비이다. ICCMS는 사용 목적에 따라 과냉각 여유도 감시계통(SMMS), 원자로용기 

수위 감시계통(RVLMS), 핵연료 출구온도 감시계통(CETMS) 등 3가지 단위계통으로 구

성된다.

가. 과냉각 여유도 감시계통

과냉각 여유도는 온도-압력 곡선도를 이용하여 가압기 압력에 해당하는 계산된 

포화온도와 실제 온도와의 차이로부터 과냉각 또는 과열 여유도(Temperature

Margin)를 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실제온도로부터 환산한 포화 증기압 신호와 가

압기 압력과의 편차를 계산하고 압력 여유도(Pressure Margin)를 구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중 과냉각 여유도 감시기는 사고 초기에, 즉 원자로 용기내에 냉각수 

재고량이 아직은 충분한 상황에서 원자로 용기 내부는 물론 냉각재 고온관 및 저

온관을 감시한다. 이를 위한 기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1) 고/저온관 저항온도검출기 신호를 가압기 압력신호와 비교하여 원자로냉각재 배

관내 과냉각여유도를 감시한다.

2) 열전대계통의 비가열접점열전대 신호와 가압기 압력 신호를 비교하여 원자로용

기 상부구조물 과냉각여유도를 감시한다.

3) 노심출구온도 열전대(Core Exit Thermocouple, CET) 신호들의 산술평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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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값과 개별신호들을 비교하여 핵연료 집합체 전부위의 과냉각여유도를 감시

한다.

나. 원자로 용기 수위 감시계통

원자로용기 수위는 제어봉구동장치(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 :

CEDM) 설치용 예비구멍에 설치된 HJTC 검출기 집합체를 통해 검출된다. 이 

HJTC 검출기 집합체는 계열 A, B로 분리․설치되며, 각 계열에는 8개의 HJTC가 

설치되어 있어, 원자로용기 상부 덮개로부터 핵연료 집합체까지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다. HJTC 구성은 정상운전 상태에서는 두개의 열전대가 냉각수에 잠겨 있

어, 두 열전대사이의 유기전압이 극히 적게 나타나지만, 열전대가 냉각수 밖으로 

노출되는 비정상 상태에서는 두 열전대 사이의 유기전압이 큰 값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이용하여 HJTC이 설치된 위치에 냉각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려준다.

한편, HJTC에서 유기된 전압정보는 주요변수 지시 및 경보계통-P(QIAS-P)에서 분

석․처리되며, 그 결과인 원자로용기 수위 정보가 지시기, 기록계, 경보기 등에 전

달된다.

다. 노심출구온도 감시계통

핵연료 출구온도는 노내 중성자속 감시용 핵 계측관(Incore Flux Thimble) 최종

단에 설치된 열전대를 통해 검출된다. 노내 핵계측관 최종단은 핵연료 유효출력 

위치와 근접하여 설치되므로, 해당 핵연료 집합체에 대한 정확한 출구온도 측정이 

가능하다.

2. 안전 설계 사항

ICCMS는 사고후 감시계통에 포함되는 계통으로서 Regulatory Guide(이하 "RG")

1.97의 설계 및 검증 기준에 따라 설계 및 설치되었으며 NUREG 0737 Enclosure

II.F.2에 제기된 성능요건을 만족한다. 기타 부적절한 노심냉각 감시계측기의 주요 설

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부적절한 노심냉각과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연속적인 감시신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운전원에게 부적절한 노심냉각 상태로의 접근에 대한 예비 경보신호를 제공하여

야 한다.

다. 정상운전에서 노심 노출까지의 부적절한 노심냉각 전 범위를 감당하는 계측기를 제

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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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높은 이용도를 확보하기 위한 다중 계측채널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운전원에게 신뢰성 있고, 쉽게 이해되며,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준비 상태 점검

해당 시험절차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시험관련 계측기기의 검·교

정 상태, 시험 초기조건 등의 시험준비 상태가 적합한지 확인·점검한다.

나. HJTC 감지기 건전성 확인을 위한 Delta-T 시험 및 절연저항 점검

부적절한노심냉각감시계통(ICCMS) HJTC 감지기의 건전성 확인시험과 관련하여,

Thermocouple Delta-T 시험과 절연저항 시험을 통하여 HJTC 채널 A, B에 대해서 

건전성을 확인하여 절연저항 기준치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HJTC 및 UHJTC

감지기의 건전성은 Delta-T 시험결과 분석을 통해 각 감지기의 건전성을 확인한다.

다. 원자로 수위 및 내부온도 값을 정보처리계통(IPS) 및 ICCMS 화면 상에서 비교 

점검

원자로 수위 값 및 원자로 내부온도 값에 대해서 감시경보계통 및 ICCMS 화면

상에서 값을 비교하여 허용치 이내의 값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원자로 

수위 값과 관련해서는 실제 감시경보계통 및 ICCMS 화면상에서 나타나는 그래프

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값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HJTC 감지기 건전성 시험을 위한 Delta-T 시험 및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나. 원자로 수위값 및 내부 온도 값을 IPS및 QIAS-P 화면상에서 비교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시험에 사용될 시험절차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나. 시험에 사용될 시험장비가 검·교정되어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 있는가를 점검한다.

다. 시험 완료 후 계통의 복구 상태를 점검한다.

III. 판정기준

1. 시험절차서가 관련 기준 및 요건을 만족하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시험장비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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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따라 적절히 검·교정되고, 시험 초기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HJTC의 전선 절연저항과 온도차(Delta-T)에 대한 시험결과가 허용기준을 만족하

는지를 확인한다.

3. 원자로 수위 값 및 원자로 내부온도 값에 대해서 감시경보계통 및 ICCMS 화면

상에서 값을 비교하여 허용치 이내의 값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0조, 제25조

2. 원자력안전위윈회고시(원자로. 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3. 원자력안전위윈회고시(원자로. 38),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4.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7.5절, 14장

5. KEPIC ENB-1100-2005, "안전계통 설계"

6. KEPIC ENB-6370-2008,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

7. KEPIC ENB-6330-2005, "사고 감시용 계측 설비 설계"

8.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

9. Regulatory Guide 1.97, Rev 3, "Instrumentation for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to Assess Plant and Environs Conditions During and Following

an Accident”

10. Regulatory Guide 1.97, Rev 4, “Criteria for Accident Monitoring

Instrumentation for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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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부적절한노심

냉각감시계통 1. 시험준비 상태 점검

- 시험절차서의 적합성 검토

- 시험관련 계측기기의 검 교정 

확인

- 시험을 위한 초기조건 확인

2. HJTC 감지기 건전성 점검

- HJTC 온도차(Delta-T) 확인

- HJTC 전선 절연저항 측정 

3. 원자로 수위값 및 원자로내부 

온도값 점검

- QIAS-P/IPS 화면에서의 값이 

허용치 이내인지 확인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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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3.3.5절 원격정지 제어반 시험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격정지제어반(RSP : Remote Shutdown Panel)은 일반설계기준 19(주제어실은 냉

각재상실사고를 포함하는 사고조건 하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이 제어실에서 가능하도록 설비가 제공되어야 하며, 주제어실 외부의 적

합한 장소에도 필요한 계측장비가 설치되어 원자로를 즉각적으로 고온정지 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요건에 따라 주제어실에 접근이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

한 경우를 대비하여 주제어실 외부에 설치된다. 원격정지제어반에는 고온정지로의 운

전모드 변경을 즉시 수행할 수 있고, 발전소를 고온정지 상태로 유지하며, 적절한 후

속절차에  따라 상온정지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계측제어기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주제어반과 원격정지제어반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위치에 서로 다른 높이로 설치

되고, 분리된 환기계통과 다중 통신계통을 비롯하여 두 위치사이의 접근로에는 조명시

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고해석이 수행되는 설계기준 사고 중, 주제어실로부

터 대피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어떠한 단일사고 상황에서도 원격정지제어반에서

의 운전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주제어실 외부에서 원자로 정지능력, 감압 및 냉각능력 등을 시험하는 원격정지제

어반 시험은 Reg. Guide 1.68.2 rev.2(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에 따라 원자로 출력준위 약 15~ 25%에서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시켜서 

고온대기상태로 전환한 후 최소한 30분 이상 고온대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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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야 한다. 이 시험은 출력상승시험(Power Ascension Test)단계 시험과 고온기능

시험(HFT: Hot Functional Test) 과정에서 수행되는 것으로서 원자로냉각재펌프와 가

압기 가열기를 이용하여 고온대기 조건까지 형성한 후 원격정지 제어반과 훈련된 운

전원에 의해 냉각 및 감압과정을 반복함으로서 상온정지 조건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

력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두 단계의 시험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본 지침서는 고온기능시험 과정에서 방사능 유입이나 화재발생 등 주제어

실로 접근이 불가능할 경우를 가상하여 주제어실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주제어실의 사

용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원격정지 제어실에서 발전설비의 제어를 통해 운영기

술지침서나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냉각과 감압을 수행함으로서 

원자로가 고온대기 조건에서 상온정지 조건까지 도달 가능한지를 점검한다

2. 검사대상

가. 원격정지제어반에서의 원자로 안전정지능력 입증

나. 원격정지제어반에 의한 발전소 고온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 확인 

다. 원격정지제어반에 의해 발전소를 고온대기 상태에서 저온정지 

상태까지 냉각할 수 있는 능력 점검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주제어실이 접근 불가능할 경우를 고려하여 운영기술지침서 또는 안전성분석보고

서 14.2.7.3절과 14.2.12.2.23절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격정지제어반은 발전

소를 고온대기상태로 유지하거나, 상온정지상태까지 냉각과 감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2. 안전설계사항

가. 발전소는 원자로를 정지 후 고온정지 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안전정지계통 

설비가 주제어실로부터 떨어진 위치에서 제어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이러한 제어설비는 주제어실과 독립적으로 상호연관성 없이 운전될 수 있어야 

하며, 원격제어실 및 여타 다른 현장제어설비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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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격정지제어반에는 운전원이 발전소 운전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적절한 지시

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전형적인 가압경수로형 지시 변수에는 증기발생기 수

위/압력, 가압기 수위/압력, 원자로냉각재 온도, 보조급수유량 등이 있다.

라. 원격정지제어반은 원자로냉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호계통의 작동을 포함

해서, 원자로 정지 후 예상되는 원자로 반응을 대처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예

를 들면, 가압경수로형 발전소의 원자로 냉각 시 원자로냉각재 압력은 안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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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운전상태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지만, 훈련된 운전원과 운전절차, 원격

정지반의 기기와 지시계 등을 사용하고, 일부 현장 운전원의 수동조치 등으로 

원격정지제어반에서는 발전소의 운전상태의 변화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원격정지제어반의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바. 원격정지제어반의 설비는 주제어실 설비와 같은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사. 원격정지제어반과 주제어실 간의 제어전환 장치는 주제어실로부터 떨어진 위

치에 두어야 하며, 동 제어전환장치가 사용되면 제어실에 경보가 발생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동 제어전환장치의 위치는 적절히 격리되어야 하며, 안전정지를 전담하는 곳

이어야 한다.

자. 원격정지제어반과 주제어실에는 운전원이 안전정지를 위해 요구되는 변수를 

양쪽에서 동일하게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같은 위치에 제어/지시기를 설

계하여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원자로를 고온 및 상온정지 상태로 제어하기 위한 설비의 작동성을 확인한다.

나. 제어설비는 주제어실과 독립적으로 상호연관성 없이 운전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다. 운전원이 발전소 정지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적절한 지시기가 설치되었는지 확

인한다.

라. 원자로냉각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보호계통의 작동을 포함해서, 원자로 정지 

후 예상되는 발전소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마. 원격정지제어반에 설치된 제어전환장치가 사용되면 주제어실에 경보가 

발생되는지 여부와 제어전환장치가 적절히 격리되어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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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중점사항

원격정지제어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온조건에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함로써

원격정지제어반의 성능을 확인한다.

가. 원격정지제어반의 디지털 및 아날로그 제어는 주제어반의 제어와 병렬로 연결되

어 전환스위치가 동작되면, 주제어반의 제어기능은 격리되고, 원격정지제어반의 

디지털 제어 및 아날로그 지시계는 적합하게 반응하는지 여부 확인

나. 또한 정상적인 원자로 정지 이후 원격정지제어반에서 운영기술지침서 및 안전성

분석보고서 상의 냉각률로 발전소 상태를 고온대기상태에서 상온정지상태로 냉

각․유지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5. 검사 유의사항

가. 시험절차서의 판정기준이 안전심사지침 7.4(안전정지계통) 및 안전성분석보고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나. 시험 초기 조치 사항 등이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절차서

를 수행하는 중 단계별 전환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를 평가․확인하여야 한다.

다. 주제어실과 원격정지제어반 간의 통신 설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라. 동 시험 시 주제어실에서 운전상황을 감시하는 운전요원(운전조)과 원격정지제어

반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요원(시험조)의 책임 사항, 기기조작의 권한이 명확하도

록 관련 절차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III. 판정 기준

동 계통은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원자로냉각재 및 가압기 냉각률로 발전

소 상태를 고온정지상태에서 상온정지상태로 냉각․유지가 가능해야 한다.

1. 고온대기상태 유지 능력  

가. 원격정지제어반에 의해서 발전소를 고온대기상태에서 적어도 30분 동안 안정적으

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상온정지 능력 

가. 원자로냉각재 온도 및 압력이 정지냉각계통이 운전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낮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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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격정지제어반에서 정지냉각계통이 운전․제어되어야 한다.

다. 원격정지제어반에서 최종열침원까지의 유로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라. 원격정지제어반에 의해서 발전소 고유한 운영기술지침서와 안전성분석보고서 

상의 냉각률 제한치 이내로 원자로 냉각재 온도를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IV. 첨부 자료

1.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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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Rev.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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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down Capability for Water cooled Nuclear Power Plant", 1978. Rev.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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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원격정지제어

반 성능 시험

(고온조건)

1.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 시험착수 전 또는

후에 점검

- 시험절차가 규제

요건 준수여부

확인 

- 시험관련 계통의 

설비의 운전가능

성 확인결과 검토

(초기조건 및 선  

행조건, 주의사항

등)

- 필요시 CAT, P&

ID, 도면, 계측기

제원과 교정기록

- 고온대기 상태/유

지시간, 상온정

지 도달확인

- 냉각률의 운기침

만족여부 점검

2. 동 시험의 초기 조건 

및 선행 조건사항들이 

이행되었는지 확인 

3. 단계별 절차 전환에 대

한 타당성 평가

4. 원격정지제어반의 디지

털 및 아날로그 제어는 

주제어반의 제어와 병

렬로 연결되어 전환스

위치가 동작되면, 주제

어반의 제어기능은 격

리되고, 원격정지제어

반의 디지털 제어 및 

아날로그 지시계가 적

합하게 반응하는지 여

부 확인  

5. 정상적인 원자로 정지 

이후 원격정지제어반에

서 운영기술지침서 및 

안전성분석보고서 상의 

냉각률로 발전소 상태

를 고온대기상태에서 

상온정지상태로 냉각․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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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3.4절 핵연료 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 시설

제3.4.1절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시험(II)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동 계통의 점검은 주로 상온 기능시험 시 대부분 각 계통의 기기별 성능시험을 

수행하며 고온 기능시험에서는 상온 기능시험 시 취득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

으로 점검 내용 및 방법 등은 상온기능 시험과 동일하다.

상온 기능시험 이후 기기 교체, 계통 설계변경 등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

항이 발생한 경우, 고온 기능시험에서 동 계통의 점검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다

만, 이러한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 동 계통의 고온 기능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검사 대상

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 펌프 성능 확인

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설치된 펌프들의 수동기동 및 정지 기능 확인    

다. 냉각 및 정화 유로 형성 적합성 확인

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수 온도, 수위 등의 측정계기 작동성 확인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수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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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을 차폐하고 붕괴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저

장조 수위는 필요한 위치 이하로 배수되지 않도록 계통배관이 설치되며, 핵연료 재장

전수 탱크에서 냉각수가 보충될 수 있는 배관이 연결설치 되어 저장조의 수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다.

나.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 제거능력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붕괴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저장조 냉각수 순환 루프는 

각각 100% 용량의 두 계열로 구성되며 각 계열당 한 대 이상의 펌프, 열교환기가 설

치된다. 한 계열에 설계 온도 및 유량의 기기냉각수가 정상적으로 흐를 경우 100%의 

열부하를 제거할 수 있으며 비정상시에는 두 계열이 동시 운전되어 저장조의 수온을 

일정치 이하로 유지한다.

다. 저장조 냉각수 정화능력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정화계통은 두 계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계열은 펌프,

필터, 탈염기로 구성되어 저장수가 이를 통과하여 흐름으로써 요구되는 수질 및 수조 

표면 방사선량률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부유물제거설비(skimmer)가 있어 저장조 수

면의 부유물을 제거하여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

라. 감시 및 경보 기능

저장조의 수위, 수온, 냉각 및 정화계통의 유량, 수조 표면의 방사선 준위 등에 

대한 감시 및 경보기능이 마련되어 있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설비

1) 동 설비는 정상 운전 시, 원자로 정지 일정시간 후 전체 노심의 1/3 또는 1회의 

재장전 배출 노심에 대한 열부하와 이미 교체되어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

들에 의한 열부하를 제거하여 저장조 수온을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시된 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동 설비는 비상시 원자로 정지 일정시간 경과 후, 전체 노심 방출에 의한 열부

하를 제거하여 저장조 수온을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온도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3) 동 설비는 외부전원이 상실되는 경우 등급1E 비상전원에 의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4) 동 계통은 모든 운전 조건에서 사용후핵연료에 적절한 냉각 능력을 확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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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야 한다.

가) 동 계통에서 냉각기능을 가진 부분이 내진범주 I 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나) 저장 수조 보충수 계통 및 그 수원, 저장조 건물과 건물의 환기 및 여과계통 

내진범주 I 요건에 따라 설계되고 토네이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보충수,

환기 및 여과계통은 단일 능동고장을 견뎌야 한다.

5) 동 설비의 기기 고장 시에도 저장조 수위가 사용후핵연료 상부의 충분한 높이를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6) 동 설비의 계열 각각은 설계 열부하의 100% 담당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한다.

7) 동 설비에서 저장조로의 냉각수 공급배관에는 배관 파단 시 사이폰 현상에 의한 

저장조의 중력 배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8) 동 설비의 능동형기기들은 발전소 정상운전 중에 시험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설

치되어야 한다.

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정화 및 부유물 제거 설비

1)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및 핵연료 재장전탱크의 이온성 부식생성물을 정화하고 순

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수면에서 표면선량율은 0.025 mSv/hr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3)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상부에 부유물 제거장치가 적정 높이에 설치되어 저장조 

수면을 정화하여 물의 순도를 유지해야 한다.

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배수 방지

1) 배관 등 관련설비의 손상에 의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물이 방사선 차폐에 필

요한 수위 이하로 배수되지 않도록 계통 및 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냉각펌프 및 정화펌프의 수동 작동 확인

주제어실 핸드스위치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펌프 및 정화펌프를 

수동 기동/정지하는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조작상태 지시등이 적

절하게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나. 사용후핵연료 냉각펌프의 성능 확인

각 펌프의 성능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 내용을 만족하고, 펌프 제작자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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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곡선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다. 사용후핵연료 냉각펌프의 유로 형성 가능성 확인

1) 냉각펌프의 운전에 따라 각 계열의 열교환기에 정격유량이 공급되는지 확인

한다.

2) A/B 계열 열교환기는 A/B계열 펌프로 부터 교차로 냉각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대한 성능 확인을 위하여 각 펌프의 후단의 격

리밸브와 교차배관 밸브를 조절하여 교차유로가 적절하게 형성되는지 확인한

다.

라. 감시 및 경보기능 관련사항

저장조 수위, 수온, 냉각 및 정화계통 유량, 방사선 준위 등에 대한 감시 및 경보 

기능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에 대한 성능시험은 상온조건에서 성능점검

6이 수행되어 시험결과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있는 성능요건 및 안전설계

에 부합하는지 확인되어야한다.

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설치되는 각종펌프(냉각펌프, 정화펌프, 부유물 제거 펌

프)의 성능이 확인되어야한다.

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냉각펌프 및 정화펌프의 수동 작동 및 연동신호에 의한 

자동 정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각 펌프와 관련하여 상온조건에서 성능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초기 기동시험 결

과 확인을 통해 최소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상의 성능요건, 즉 정격 수두에서

의 정격유량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나. 시험절차서의 판정기준이 안전심사지침 9.1.3 및 안전성분석보고상의 내용과 일

치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다. 시험 초기 조치사항 등이 적합한지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절차서를 수행

하는 중 단계별 전환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를 평가․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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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판정기준

1.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에 설치된 각종펌프의 성능이 안전성분석

보고서와 제작자지침서의 내용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에 설치된 각종 펌프는 주제어실에서 핸드

스위치로 수동기동 및 정지될 수 있어야 한다.

3.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의 각각의 유로가 적절히 형성될 수 있어

야 한다.

4.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수위, 수온, 냉각 및 정화계통 유량, 방사선 준위 등에 대한 

감시 및 경보기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 “설비의 공유”, 제29조 “잔열제거설비”,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제49조 “초기시험”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

로. 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원자로. 33) “안전관

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원자로. 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3. KINS/GI-N0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정기검사지침서 IV.4.2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4. KINS/GE-N0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 지침서 9.1.3절 “사용후 핵연료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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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및 정화계통”

5. KINS/GT-N024 안전관련 펌프, 밸브 가동중시험 지침

6.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2000) MOA “원전가동중시험 - 일반요건”, MOB “펌프 

가동중시험”, MOC “밸브 가동중시험”, MOD “압력방출장치 가동중시험”, MOF

“냉각계통 성능시험”, MOH “동력구동 압력방출밸브 성능시험”

7. 안전성분석보고서 9.1.3절 “사용후연료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8. 사용후핵연료 냉각 및 정화계통 배관 및 계장도면

9. 사용후핵연료 냉각 및 정화계통 계통설명서

10. USNRC Regulatory Guide 1.13 “Fuel Storage Facility Design Basis”

11. USNRC Regulatory Guide 1.52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Engineered Safety Feature Atmosphere Cleanup System Air Filtration and

Adsorption Units of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

12. USNRC Regulatory Guide 8.8 “Information Relevant to Ensuring That

Occupational Radiation Exposures at Nuclear Power Stations Will Be As Low

As Is Reasonably Achiev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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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1. 저장조 각종 

펌프 수동 

기동 및 

정지 가능성 

확인

2. 저장조 각종 

펌프 성능 

확인

3. 각 펌프의 

유로 형성 

가능성 확인

4. 저장조에 

설치된 수위,

수온 등의 

측정계기 

작동성 확인 

주 제어실에서 핸드 스위치로  

기동 및 정지

펌프성능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내용을 만족하고 펌프 

제작자지침서의 유량,

압력곡선과 일치하는지 확인

펌프 성능시험 시 배출 수 형성 

유무로 확인

저장조 수위, 수온, 냉각/정화 

계통 유량, 방사선 준위 등에 

대한 감시 및 경보 기능을 모의 

신호를 이용하여 확인

펌프 성능시험시 

주제어실 /

현장에서 펌프 

기동 시 확인

모의 신호에  

의한 경보 시험 

시 주제어실 /

현장에서 확인 

또는 시험 

결과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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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3.8절 원자로 안전계통 시설

제3.8.1절 안전주입계통 시험 

주관부서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안전주입계통은 냉각재상실사고 후 상당 기간 동안 노심의 심각한 변형을 막고, 핵

연료 용융을 방지하며, 핵연료 피복재와 냉각재와의 반응을 제한하고, 노심 내에 발생

하는 에너지를 제거하며, 노심을 미임계 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안전주입계통은 이

를 위하여 다중의 능동적이고 피동적인 부속계통들을 갖추고 있다.

안전주입계통은 증기관 파단 사고와 같은 예상치 않은 사고 시 노심에 부반응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에 붕산수를 주입하는 기능도 담당하며 증기발생

기 전열관 파단사고나 제어봉집합체 인출사고와 같은 사고에서도 자동적으로 동작된

다. 안전주입계통의 능동 기기는 안전주입펌프와 관련 밸브들로 구성되며, 피동 기기

는 안전주입탱크, 밸브 및 관련 계기들로 구성된다.

동 계통의 성능검사에서는 안전주입탱크, 펌프 및 밸브를 통해 고온, 영출력 조건에

서 냉각수가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유입되며 계통의 누설률이 허용치 이내로 유지될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안전주입탱크 및 밸브

나. 안전주입펌프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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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원자로 운전 중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안전주입탱크 압력 이하로 감소되면 안전

주입탱크 저장수는 자동적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방출된다. 안전주입탱크 방출 배

관에 설치된 전동기구동 격리밸브는 사고 전이나 진행 중에 부주의한 닫힘을 방지하

기 위해서 가압기 압력 측정채널과 연동되어 있고, 일부 표준형원전의 경우 원자로냉

각재계통의 압력이 500 psig(35.2 ㎏/㎠)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열리게 된다. 발전소 냉

각 중에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625 psig(43.9 ㎏/㎠)에 이르면 안전주입탱크의 압력

은 운전원에 의해 400 psig(28.1 ㎏/㎠)까지 낮추어지며 이때 가압기 압력과의 연동으

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415 psig(29.2 ㎏/㎠)로 감소될 때까지는 안전주입탱크

의 밸브가 닫히는 것이 방지된다. 그러나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400 psig(28.1 ㎏/

㎠)로 낮아질 때 안전주입탱크 격리밸브가 운전원에 의하여 닫히더라도 안전주입 작동

신호가 존재하면 이 밸브는 재개방되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500 psig(35.2 ㎏/

㎠)로 증가되면 가압기 압력과의 연동으로 안전주입탱크 격리밸브는 자동으로 개방된

다.

저압 안전주입펌프는 두 가지의 기능을 한다. 첫째는 원자로냉각재계통 배관의 대형

파단사고 시 원자로냉각재계통에 다량의 붕산수를 주입하는 것이며 둘째는 정상적인 

발전소 정지냉각 운전 중이나 장기 노심냉각 중에 필요한 원자로심과 정지냉각열교환

기를 통한 정지냉각 유량을 공급하는 것이다. 정상 운전 중에 저압 안전주입펌프는 전

동밸브에 의해 원자로냉각재계통과 격리되며 안전주입 중에는 저압 안전주입펌프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펌프 체절수두 이하일 때는 재장전수탱크에서 원자로냉각재

계통으로 안전주입 노즐을 통하여 냉각수를 공급한다.

고압 안전주입펌프의 기능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파단이 일어날 경우 원자로냉각재

계통으로 붕산수를 주입하는 것이며 이외에도 고압 안전주입펌프는 재순환 운전기간 

중에 노심 상부가 냉각재상실사고 후 상당기간 동안 붕산수로 채워지도록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장기 노심냉각 시 고온관과 저온관의 동시주입을 위하여 고압 안전주입

펌프를 수동으로 재정렬하여, 파단 위치와 무관하게 노심을 붕산수로 세정하고 최종적 

과냉각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소형파단 시에 고압 안전주입펌프는 정상적인 냉

각이 진행되는 중에도 파단 부위의 누설을 보충하기 위해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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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계속 주입한다. 또한, 고압 안전주입펌프는 2차측 완전급수상실사고 시 노심의 

잔열 제거를 위해 냉각수를 주입한다.

APR1400의 안전주입계통은 안전주입탱크와 안전주입펌프 및 관련 밸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원자로 운전 중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안전주입탱크 압력 이하로 감소되면 안

전주입탱크 저장수는 자동적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방출된다. 이때 안전주입

탱크 내부에 설치된 유량조절장치에 의해 방출주입 초기의 일정 시간 동안은 고유

량으로, 이후에는 저유량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주입된다. 안전주입탱크 방출 배

관에 설치된 전동기구동 격리밸브는 사고 전이나 진행 중에 부주의한 닫힘을 방지

하기 위해서 가압기 압력 측정채널과 연동되어 있고,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600 psia(42.2 ㎏/㎠A)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열리게 된다. 발전소 냉각 중에 원자

로냉각재계통 압력이 640 psia(45 ㎏/㎠)에 이르면 안전주입탱크의 압력은 운전원

에 의해 400 psig(28.1 ㎏/㎠)까지 낮추어지며 이때 가압기 압력과의 연동으로 원

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475 psia(33.4 ㎏/㎠A)로 감소될 때까지는 안전주입탱크

의 밸브가 닫히는 것이 방지된다.

- 안전주입펌프의 기능은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서 파단이 발생할 경우 원자로냉각

재계통으로 붕산수를 주입하는 것이다. 소형 냉각재상실사고 시 안전주입펌프는 

파단부위로부터의 유출을 보충하기 위해 정지냉각운전 동안에도 계속 붕산수를 주

입한다. 대형 냉각재상실사고 후 고온관주입과 원자로용기직접주입을 동시에 수행

하기 위해 안전주입계통을 수동으로 재정렬하여 장기주입모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때 안전주입펌프 3,4의 토출배관의 고온관 주입밸브가 열리며 해당 원자로용기

직접주입노즐로 연결된 유로의 밸브는 닫히고, 안전주입펌프 1,2에서 원자로용기직

접주입노즐로 연결된 유로는 열린 상태로 유지된다.

※ 발전소 설계 특성 차이로 인하여 각종 설정치는 달라질 수 있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안전주입계통은 단일 능동기기 고장이나, 재순환 운전모드 중의 단일 능동고장 

또는 제한된 누설의 피동고장에서도 기능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다.

APR1400의 경우, 안전주입계통은 단기주입모드 동안 단일능동기기 고장이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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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입모드 동안 제한된 누설의 피동고장 또는 단일능동고장에서도 기능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다.

나. 안전주입계통은 냉각재상실사고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도

록 사고로 인한 냉각재 화학요건과 방사능, 온도, 습도, 압력을 포함한 설계기준

사고 시의 환경조건에 견디도록 설계되었으며 냉각재상실사고와 함께 발생한 안

전정지 지진에 의한 응력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다. 안전주입계통을 기동하는 데 필요한 원격작동 밸브나 계측 및 제어장비처럼 격

납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들은 냉각재상실사고 이후 장기간 온도와 압력, 습도,

화학 및 방사능 조건을 견디도록 설계되었다.

라. 안전주입탱크를 제외한 모든 기기들을 격납건물 바깥에 설치함으로써 원자로냉

각재계통에서 발생되는 비산물로부터 보호된다. 안전주입탱크들은 원자로냉각재

계통에서 발생한 비산물들로부터 보호되기 위하여 생물학적 차폐벽 외부에 위치

한다. APR1400의 경우, 안전주입탱크 및 원자로건물내재장전수탱크(IRWST)를 

제외한 모든 기기들을 격납건물 바깥에 설치함으로써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발

생되는 비산물로부터 보호되며 안전주입탱크는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발생한 비

산물로부터 보호되기 위하여 생물학적 차폐벽 외부에 위치한다.

마. 안전주입계통의 운전이 냉각재상실사고 이후 필수적이므로 내진범주 I 기기로 

설계된다. 내진범주 I 기기의 일반설계기준은 대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지진 부하와 다른 적용가능한 부하가 중첩되어도 설계기능의 상실 없이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바. 안전주입과 재순환의 두 가지 운전은 각각 안전주입 작동신호와 재순환 작동신

호에 의해 자동으로 기동되며 재순환 작동신호가 발생한 후 운전원은 격납건물 

재순환 집수조 격리밸브가 열린 것을 확인한 후 수동 조작에 의하여 재장전수 

탱크 격리밸브를 닫을 수 있다. APR1400의 경우, 안전주입은 안전주입 작동신호

에 의해 자동으로 기동되며, 장기주입운전은 고온관주입과 원자로용기직접주입

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주입계통을 수동으로 재정렬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안전주입계통에 대한 상온기능시험(CFT)이 관련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수행되

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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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주입유로 역류방지밸브가 원자로냉각재계통이 고온, 영출력조건에 있을 때 

안전주입수를 통과시키는 것을 확인한다.

다. 안전주입탱크 출구측 역류방지밸브가 원자로냉각재계통이 고온, 영출력조건에 

있을 때 안전주입수를 통과시키는 것을 확인한다.

라. 안전주입유로 역류방지밸브를 통한 누설유량을 평가한다.

마. 각 안전주입탱크 출구측 역류방지밸브를 통한 누설유량을 평가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시험절차서 및 측정 장비가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나. 원자로냉각재계통이 고온, 영출력 조건으로 운전 중인지 확인한다.

다. 안전주입탱크가 정상운전 조건으로 충수 및 가압된 상태인지를 확인한다.

라. 안전주입 역류방지밸브를 통해 안전주입수가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유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마. 안전주입 역류방지밸브의 누설률이 허용치 이내임을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시험의 선행조건이 충족되고 시험 시 주의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안전주입계통 역류방지밸브를 통해 안전주입수가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유입되

는지를 확인한다. 이때 형성되는 유량은 정격 안전주입유량에 비해 극히 적으므

로 측정에 사용하는 유량계의 측정범위를 확인하여 시험에 가용한지를 미리 검

토하여야 한다.

III. 판정 기준

1. 고온, 영출력 조건에서 안전주입계통 역류방지밸브를 통해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유로가 형성되어야 한다.

2. 안전주입계통 역류방지밸브의 누설률은 허용치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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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안전주입계통 

시험

1. 안전주입계통 역류방지밸브

시험절차서의 적절성

2. 시험조건의 충족 및 계측장비의

적합성

- 시험조건

- 시험요원의 교육

- 검·교정 기록 등

3. 시험절차서 준수여부

4. 안전주입계통 역류방지밸브의

유량 형성

5. 안전주입계통 역류방지밸브의

누설률

서류검사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시험 중 현장검사

시험 중 현장검사

시험 중 현장검사,

시험 후 서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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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3.8.2절 잔열제거계통 시험(II)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잔열제거계통(정지냉각계통)은 노심의 붕괴열을 제거하여 저온정지 또는 핵연료 

재장전 상태로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일반설계기준의 제어실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정지냉각

계통은 원격정지 제어반에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정지냉각계통의 펌프는 발전소 상황에 따라 장기 재순환 냉각을 담당하는 저압안

전주입펌프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저압계통이므로 고압의 원자로 냉각재로

부터 과압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정지냉각계통에는 원자로 냉각재계통이 저온으

로 유지된 상태에서 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온 과압 보호설비

(Low Temperature Overpressure Protection : LTOP)가 설치되어 있다.

정지냉각계통과 관련, 핵연료 재장전 기간에는 원자로 냉각재 저수위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기간에 정지냉각 기능이 상실될 경우 짧은 시간 안에 노심이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다양성과 다중성을 갖춘 계

측설비의 구비 등)가 요구된다.

정지냉각계통의 고온조건에서의 사용전검사 대상은 냉각능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양한 조건에서 규정된 냉각율 허용범위 이내로 냉각을 조절하는 능력을 확인하

는 것이다. 본 검사지침은 정지냉각계통의 고온 성능시험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으

로 검토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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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대상

가. 정지냉각계통 예열

나. 정지냉각계통 냉각성능

다. 정지냉각열교환기 열제거 성능

라. 정지냉각계통 흡입배관 격리밸브 누설률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정지냉각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이 일정한 온도와 압력으로 냉각 및 감압된 이

후에 노심의 붕괴열을 제거하고 규정된 냉각율 허용범위 이내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냉각하여 저온정지 또는 핵연료재장전 조건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나. 정지냉각계통의 일부는 저압안전주입계통으로 사용되어 핵연료 재장전수 탱크 

또는 격납건물 재순환 집수조에서 냉각수를 보충할 수 있다.

다. 핵연료 재장전 기간 중 핵연료 재장전수를 충수하거나 배수 시 핵연료 재장전수 

탱크와 재장전수조를 연결시켜 충수 및 배수기능을 지원한다.

라. 정지냉각계통의 흡입 측 방출밸브(Relief Valve)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저온과압

보호(LTOP) 기능을 제공한다.

마. 원자로 냉각재계통이 감압되어 운전 중일 때는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과 연계하

여 냉각재를 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정상 발전소 냉각 중 또는 설계기준사고 후에 주제어실에서 최소한 한 개 트레

인의 정지냉각계통을 운전하는 것이 당해 설비의 단일 능동고장에 의해 지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나. 정지냉각운전 동안의 단일 능동기기의 고장과, 설계기준사고 후에 장기운전모드 

동안 단일능동고장 또는 제한된 누설의 수동고장을 가정하여도 정지냉각계통의 

안전기능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한 대 또는 두 대의 정지냉각펌프(혹은 저압안전주입펌프)가 사용 불가능할 때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온도가 200℉(93.3℃) 이하이면, 정지냉각펌프(혹은 저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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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입펌프)는 격납건물 살수펌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라. 정지냉각계통의 설계압력과 온도는 통상적인 원자로 고온정지 조건(표준형원전

의 정지냉각계통 진입조건: 350℉(176.7℃), 410psia(28.8㎏/㎠A) 보다 보수적으로 

높게 설정(표준형원전: 400℉(204.4℃), 900psig(63.3㎏/㎠)) 되어야 한다.

마. 정지냉각계통은 단일고장 발생으로 인하여 고압의 원자로 냉각재에 의해 과압 

되지 않는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설계압력보다 낮은 설계압력을 갖는 정지냉각

계통의 기기는 연동장치, 밸브의 배열, 방출밸브를 사용하는 과압보호장치가 제

공되어야 한다.

바. 정지냉각계통은 소내전원 또는 소외전원만이 유용하고 능동기기의 단일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자로 정지 이후 원자로냉각재계통을 36시간 이내로 상온정지 

상태로 냉각 및 감압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심사지침의 일반적인 견해 이

다. 다음은 표준형 원전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냉각성능이다.

1) 두 계열을 이용한 냉각운전 시 원자로 정지 24시간 이내에 냉각재온도를  

140℉(60.0℃) 이하로 냉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한 계열을 이용한 냉각운전 시 원자로정지 후 24시간 이내에 냉각재온도를  

200℉(93.3℃) 이하로 냉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 단기와 장기 부식효과에 의한 계통 성능저하를 배제할 수 있도록 재질이 선정되

어야 한다.

아. 정지냉각열교환기는 최대 열부하 조건(표준형원전의 경우 재장전수 평균온도 

125℉(51.7℃), 1차기기 냉각수 온도 95℉(35℃), 평균 2년의 원자로 노심 연소도)

에서 원자로정지 후 96시간 동안 붕괴열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자. 원자로 냉각재계통에 의한 정지냉각계통의 과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방지된

다.

1) 하나의 전원 또는 밸브의 상실로 인한 어느 한 트레인의 정지냉각계통이라도 

원자로 냉각재계통에 부적절하게 연결되거나, 혹은,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압력 

조건이 허용될 때 최소한 한 트레인의 정지냉각계통이라도 운전 불능이 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냉각계통의 흡입격리 밸브들에는 독립된 전원이 공급된

다.

2) 정지냉각계통의 흡입격리 밸브와 관련된 연동장치는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압

력이 설정값 보다 높을 때 밸브가 개방되는 것을 방지한다.

3) 격납건물 내에 위치한 정지냉각계통 흡입부 격리밸브는 원자로 냉각재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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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압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두 번째 밸브는 압력 경계와 등급경계를 형성한

다.

4) 원자로 냉각재계통 온도가 저온 과압 보호에 대한 최대 온도 이하로 내려가

고 정지냉각계통의 흡입격리밸브가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을 때는 경보가 발생된

다. 또한 정지냉각계통의 흡입격리밸브가 완전히 잠겨지지 않았고 원자로 냉각

재계통의 압력이 정지냉각계통 운전이 허용되는 최대압력 이상으로 상승할 때도 

경보가 발생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정지냉각계통을 고온의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연결하기 전 예열과정에서, 정지냉

각계통의 예열성능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최대 예열률 이내로 적어

도 기준시간 이상 예열하여 정지냉각열교환기 전단 온도와 원자로냉각재계통 고

온관 온도의 편차가 허용기준 이내가 되어야 한다.

나. 한 계열, 두 계열의 정지냉각계통이 각각 운전되는 상태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 성능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정해진 유량조건(정지냉각유량,

기기냉각수유량)에서 규정된 냉각률 이내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을 허용기준 온도

(상온정지(93.3℃) 및 재장전(48.9℃))까지 냉각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정지냉각열교환기의 열제거량과 총괄열전달계수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허용기준

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라. 정지냉각계통 흡입배관의 격리밸브는 정상운전중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정

지냉각계통을 격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정상운전압력(약 

158 ㎏/㎠)으로 가압한 상태에서 정지냉각계통 흡입배관 격리밸브를 통한 누설

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다.

4. 검사 중점 사항

고온 조건에서 정지냉각계통의 성능 시험은 계통이 실질적으로 운전되는 조건에

서 계통의 냉각능력을 확인하고 있다. 정지냉각계통의 냉각성능과 관련한 다음의 성능 

요건에 대하여 중점 검사한다.

가. 정지냉각계통의 냉각능력

1) 냉각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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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각률

나. 열교환기 열제거 성능

1) 열제거량

2) 총괄열전달계수

5. 검사유의사항

가. 시험 초기 조치사항 등이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절차서

의 시험을 수행하는 중 단계별 전환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를 평가/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험절차서의 판정기준이 안전심사지침 5.4.7 및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과 일

치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III. 판정기준

1. 계통의 예열은 정해진 예열 시간 동안 규정된 예열속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온도까지 원자로 냉각재계통을 냉각하는 과정에

서 계통의 냉각속도는 규정된 허용범위로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3. 정지냉각열교환기의 열제거량과 총괄열전달계수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따른 설계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정지냉각계통 흡입배관의 격리밸브 누설률이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6

조 (설비의 공유),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제29조 (잔열제거설비), 제30조 (비상



- 6 -

노심냉각장치),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제37조 (과압방지), 제43조 (기동․정지 

및 저출력 운전의 보호설계), 제49조 (초기시험)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원

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원자로.23) “원자

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원자로.09)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

에 관한 규정”, (원자로. 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3. 교육과학기술부 원검 71233-78 “가압경수형 원전 부분충수운전 안전조치요건”

4. KINS/GI-N0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정기검사지침서 IV.8.2 “정지냉각계통”

5. KINS/GE-N0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 지침서 5.4.7절 “잔열제거계통”

6. KINS/GT-N024 안전관련 펌프, 밸브 가동중시험 지침

7.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2000) MOA “원전가동중시험 - 일반요건”, MOB “펌프 

가동중시험”, MOC “밸브 가동중시험”, MOD “압력방출장치 가동중시험”, MOF

“냉각계통 성능시험”, MOH “동력구동 압력방출밸브 성능시험”

8. 표준형원전 안전성분석보고서 제3장 “구조물, 부품, 기기 및 계통의 설계”, 제5장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관련계통”, 제6장 “공학적 안전설비”, 제14장 “초기시험계

획”

9. 표준형원전 정지냉각계통 배관 및 계장도면

10. 표준형원전 정지냉각계통 계통설명서

11. USNRC Regulatory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 1978. Re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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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정지냉각계통 1. 계통 예열

- 예열시간

- 예열율

2. 계통 냉각 성능

- 냉각성능

- 냉각률 준수

3. 열교환기 성능

- 열제거량

- 총괄열전달계수

4. 계통 격리밸브

- 누설률

시험착수전 

시험절차서,

P&ID, ISODWG,

기기 검토

FSAR 설계기준,

제작자지침서 

성능기준, KEPIC

요건 만족여부 

확인



지 침 번 호 KINS/GI-N03

분 류 번 호 3.9

개 정 번 호 4

발 행 일 자 2017.12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분류번호 : 3.9

제 목 : 전력계통시설

제․개정 

번   호

작   성 확   인 부  분   개  정

성 명 일 자 성 명 일 자 쪽 작성자 확인자 일자

0

1

2

3

4

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3.9절 전력계통시설

고온기능검사 항목 없음



지 침 번 호 KINS/GI-N03

분 류 번 호 3.10.1

개 정 번 호 4

발 행 일 자 2017.12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분류번호 : 3.10.1

제 목 : 주증기계통 시험(Ⅱ)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제․개정 

번   호

작   성 확   인 부  분   개  정

성 명 일 자 성 명 일 자 쪽 작성자 확인자 일자

0

1 조상진 ‘02.04 김병순 ‘02.05

2 민복기 ‘10.7 금오현 ‘10.7

3 김상진 ‘13.4 도규식 ‘13.4

4 신철 ‘17.12 민복기 ‘17.12

5



- 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3.10절 동력변환계통 시설

제3.10.1절 주증기계통 시험(Ⅱ)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주증기계통은 예열에서 정격상태까지 변하는 유량과 압력 범위 내에서 증기발생

기에서 생성된 증기를 발전을 위해 터빈 발전기계통과 보조 계통으로 전달하는 것

으로 발전소 단계별 부하 감발 및 발전소 기동 동안 열을 제거하는 수단을 제공한

다. 주증기계통은 주증기 배관, 주증기 대기방출밸브, 주증기 안전밸브, 주증기 격

리밸브, 터빈우회밸브 및 기타 배수 또는 조절용 밸브들로 구성된다.

주증기계통의 고온성능시험에서는 주증기 대기방출밸브, 주증기 격리밸브, 주증기 

안전밸브, 터빈우회밸브 및 주증기계통의 기타 배수 또는 조절용 밸브들에 대하여 

고온 조건에서 수행하는 밸브의 작동성을 확인하여 주증기계통의 성능을 입증․평

가한다.

2. 검사 대상

주증기계통의 성능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주증기 대기방출밸브 및 격리밸브 성능 확인

나. 주증기 격리밸브 및 우회 밸브 성능 확인

다. 주증기 안전밸브 설계

라. 터빈우회밸브 성능 확인

마. 주증기계통의 기타 구성밸브 성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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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주증기 대기방출밸브

주증기 대기방출밸브는 복수기로의 증기우회계통을 통한 열제거가 불가능할 경

우에 정지냉각 진입조건까지 발전소를 냉각하는 안전등급 수단을 제공한다. 또한 

정상냉각 중에도 복수기의 진공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증기압력이 과도하게 

감소되어 증기우회계통을 운전할 수 없을 경우에도 냉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양의 증기를 방출한다.

나. 주증기 격리밸브

주증기 격리밸브는 고에너지 배관 파단에 따른 증기발생기의 2차 측으로부터 

유출되는 증기유량을 차단한다. 또한 주증기 격리밸브를 닫음으로써 건전한 증기

발생기로부터의 유출 증기를 차단한다. 주증기 격리밸브는 주증기 격리신호 발생

후 5초 이내에 자동으로 닫혀야 하며, 주제어실에서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

야 한다.

다. 주증기 안전밸브

주증기 안전밸브는 발전소 2차계통을 과압으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주증기 안전

밸브는 복수기와 순환수계통에 의한 우선적인 열제거원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에너지를 제거하기 위한 열제거원을 제공함으로써 원자

로냉각재 압력경계와 주증기계통을 과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라. 터빈우회밸브

터빈우회밸브는 공기구동밸브로 터빈 정지밸브 전단의 주증기 모관으로부터 터

빈을 우회하여 주복수기 및 대기로 방출한다. 동 밸브들은 터빈우회제어계통

(SBCS)의 출력 신호에 따라 선택적 작동 및 위치가 제어된다. 이는 출력 급감발 

시 증기 방출량의 조절을 통해 불필요한 원자로정지를 방지하고 가압기 혹은 주

증기 안전밸브의 열림을 방지한다.

마. 주증기계통 기타 구성밸브

주증기계통 증기 배관의 낮은 부위에 응축수가 고여 수격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립 포트(Drip port) 배수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타 동 계

통에는 증기 유량을 조절하거나 주증기를 필요로 하는 타 계통으로 증기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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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설치된 밸브들이 있다. 이와 같은 밸브들은 수동스위치 및 자동신호에 

따라 적절히 동작되어야 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주증기계통의 안전성 관련 부분은 지진, 태풍, 홍수 및 외부 비산물과 같은 자

연현상의 영향에서 보호되도록 설계한다.

나. 주증기계통의 안전성 관련 부분은 안전정지지진 동안 및 그 후에도 기능을 유

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화재, 내부 비산물 또는 배관파단의 가상 위험 발

생후에도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한다.

다. 소외전원상실사고와 동시에 단일 능동기기 고장이 발생하여도 주증기계통의 주

요 안전기능은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라. 주증기계통은 품질등급 분류 및 내진범주에 대한 규제 요건에 적합하게 설계 

및 제작 규격을 사용하여 설계하고, 동력 및 제어기능도 관련 규제요건에 따라 

설계한다.

마. 주증기계통은 주증기 격리밸브를 이용하여 안전성 관련 부분과 비안전성 관련 

부분을 격리할 수 있다.

바. 각 주증기관에는 주증기관 압력 감소 및 발전소 비정상 조건 후 계획된 냉각을 

위해 1개의 주증기 대기방출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동 밸브는 주제어실 및 원격

정지제어반에서 밸브 운전이 가능하다. 2차측 과압보호 기능은 주증기 안전밸브

가 수행한다.

사. 각 증기발생기 증기 출구 노즐에는 후단관 파열시 증기 유량을 제한하기 위한 

유량제한기가 설치되어 있다.

아. 주증기계통은 증기 과도현상(Steam Hammer Transient)의 발생을 방지하고 영

향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 터빈우회계통 기기들의 고장이 필수설비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차. 터빈우회계통은 안전성관련 기능을 갖지는 않으나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과 연

계하여 부하감발 수용, 발전소 정지후 핵증기공급계통 열조건 제어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안전관련 계통에 대한 사용 요구를 감소시킨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주증기 대기방출밸브 및 격리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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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대 차압조건에서 대기방출밸브의 개폐 능력 확인을 통해 주증기 대기방출

밸브의 동작 가능성을 확인한다.

2) 최대 차압 및 유량조건에서 대기방출 격리밸브의 개폐 능력 확인을 통해 주

증기 대기방출 격리밸브의 동작 가능성을 확인한다.

나. 주증기 격리밸브 및 우회밸브

1) 동 밸브들의 급속 및 저속 닫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다.

2) 동 밸브 후단으로 배수되는 응축수 유량이 제한치 이하임을 확인하여 동 밸

브의 누설상태를 확인한다.

3) 압력평형시 주증기 격리밸브의 드리프트(Drift) 여부를 확인한다.

다. 주증기 안전밸브

1) 주증기 안전밸브의 최종 개방압력이 연속으로 2회에 걸쳐 설정치 허용범위

에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2) 주증기 안전밸브 압력설정치 시험 후, 밸브 시트로부터의 누설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불만족한 경우에는 후속 조치가 적절한지 확인한다.

라. 터빈우회밸브

1) 자동조절모드에서 터빈우회밸브가 증기발생기헤더 압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작동하는 지 확인한다.

2) 자동모드 및 급속 열림모드에서 증기우회밸브의 열림/닫힘 시간을 확인한다.

마. 주증기계통의 배수 밸브

1) 주증기계통의 배수밸브가 드립 포트의 수위 설정치에 따라 자동으로 동작하

는지 확인한다.

2) 주증기공급 배관에서 주급수펌프 터빈 ‘A’ 및 ‘B’ 까지의 배수밸브가 드립 

포트의 수위 설정치에 따라 자동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주증기 대기방출밸브 및 격리밸브

1) 원격 정지제어반 및 주제어실에서 동 밸브를 수동으로 조절하여 증기발생기 

압력 제어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2) 주증기계통의 일정 압력 조건에서 주증기 대기방출밸브 및 대기방출 격리밸

브의 후단 토출 배관 누설을 확인하고 누설 시에는 밸브가 적합한 위치에 

안착되었는지 확인한다. 또한 밸브 완전 닫힘 및 완전 열림 상태에서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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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지시를 위한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가 적합하게 작동함을 확인한

다.

나. 주증기 안전밸브

1) 주증기 안전밸브 시험시 사용하는 보조장비가 관련 요건 및 인허가 서류에

서 허용하는 측정 불확실도를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시험을 수행하는 

요원들이 동 밸브 및 시험 장치의 조작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

2) 주증기 안전밸브 시험전에 밸브 몸체의 온도가 안정화되었는지 확인한다.

3) 시험전 밸브에 과도한 누설이 있는 경우에는 누설을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안정화된 후에 시험을 수행한다.

4) 설정압이 허용범위를 벗어난 밸브는 설정압 조정을 수행한 후 2회 연속 허

용 범위를 만족함을 확인한다.

5) 시험 후 과도한 누설이 있는 경우에는 누설 저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정

비를 수행할 것인지 결정한다. 정비를 수행한 밸브는 재시험하여야 한다.

5. 검사유의사항

1) 주증기계통 밸브의 고온 성능 시험시 시험 압력 및 온도 조건이 절차서의 허용

범위를 만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주증기 안전밸브 및 주증기 대기방출밸브 개방시 고온의 증기가 방출되므로 이

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적절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III. 판정기준

1. 주증기 대기방출밸브 및 격리밸브는 수동으로 원격 작동되고 밸브의 위치가 적합

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작동 시간은 허용시간 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주증기 대

기방출밸브는 고장-닫힘 기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2. 주증기 격리밸브 및 우회밸브는 주증기 격리신호 등에 의한 급속 닫힘 요구시 제

한시간이내에 닫혀야 하며, 주제어실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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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증기 안전밸브의 개방압력이 연속으로 2회에 걸쳐 허용 범위에 들어와야 하고,

개방압력설정치 확인시험 후 밸브 시트로부터의 누설이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터빈우회밸브는 개도요구신호에 따라 적절한 작동 및 위치지시가 이루어져야하

며, 급속열림버튼 눌렀을 경우 급속히 열려야 한다.

5. 주증기계통의 배수밸브들은 주제어실의 수동조작 및 자동 신호에 따라 적합하게 

동작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안전성분석보고서 10.3절 “주증기계통” 및 10.4절 “증기 및 동력변환계통의 기타 

특성”

2. KINS/GE-N0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 지침서 10.3절, “주증기공급계

통”

3. U.S NRC Reg.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

4. U.S NRC Reg. Guide 1.26, "Quality Group Classification and Standards for

Water-, Steam-, and Radioactive-Waste-Containing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

5. U.S NRC Reg.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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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1. 주증기 대기  

방출밸브 및  

격리밸브 성

능확인

2. 주증기격리

밸브 및 우회

밸브 성능확인

3. 주증기 안전

밸브 성능확인

4. 터빈우회

밸브 성능확인

5. 주증기계통

기타 밸브

성능 확인

o 주증기 대기방출밸브의 

동작 가능성

o 경보 발생 적합성

o 주증기 대기방출 격리밸브    

의 동작 가능성

o 주증기 격리밸브 및 주증기   

격리우회밸브의 동작 가능성

o 주증기 격리밸브 및 주증기   

격리우회밸브의 급속닫힘

가능성

o 개방압력 연속 2회 허용범위

만족

o 밸브 누설 허용기준 만족

o 개도요구량에 따른 적절한

동작

o 급속열림 동작가능성 

o 주증기 배수밸브의 동작

가능성

o 보조증기헤더 밸브의 동작

가능성

o 시험 착수 전 

또는 후

o 시험절차서, 기

기 명세와 시

험 결과의 비

교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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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3.10.2절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시험(Ⅱ)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은 급수계통의 화학약품 주입설비 및 복수 탈염계통과 연계

하여 급수의 화학적 성분을 조절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증기발생기 

취출수의 화학적 순도는 2차측 수질 제한치 이내로 유지한다. 본 계통은 취출계통

과 습식휴관계통 등 2개의 부계통으로 이루어진다. 취출계통은 다시 2개의 연속 

취출 트레인과 1개의 고유량 및 비상 취출 트레인으로 나누어지며, 이들은 여과기 

및 탈염기들을 상호 공유한다. 습식 휴관계통은 증기발생기당 1 개씩 총 2 개의 

재순환 루프로 구성되며 이들 또한 취출계통의 여과기 및 탈염기를 공동으로 이용

한다. 격납건물 관통부 즉, 주증기 격리밸브실로부터 증기발생기 이차측 압력경계

까지는 안전관련이며, 품질등급 B로 설계되고, 필요시 격납건물 격리밸브가 닫힘으

로써 격납용기 기밀성이 유지된다. 기타설비는 비 안전관련이며 품질등급 D로 설

계된다.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에 대한 고온성능검사의 목표는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의 연속/고유량 취출 기능, 능동밸브 및 제어밸브에 의한 압력, 수위, 온도, 및 유

량의 조절기능 및 수질 정화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2. 검사 대상

고온성능시험에서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은 연속/고유량 취출 기능, 계통 보호기능,

수질 정화기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압력, 수위, 온도, 및 유량의 조절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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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기발생기로부터 연속유량(CBD) 및 고유량(HCBD) 취출 기능

다. 증기발생기 2차측 수질정화 기능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은 증기발생기 2차측에 존재하는 입자화되고 용존된 불순물

을 제거하며, 정상 운전 및 과도 운전 중 증기발생기 2차측 냉각수가 최적의 수화

학적 조건을 갖도록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발전소 정상운전 동안,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은 2차측 냉각수의 수질상태에 따라 각각의 증기발생기에 대해 최대 증기

량의 0.2%~1% 까지 연속적으로 취출 운전된다. 증기발생기 2차측 냉각수의 수질

이 수화학적 기준 초과시 각 증기발생기에서 최대 증기량의 5%~14% 까지 고유량

취출 또는 비상취출 운전되며 일주일에 한번 또는 필요시 운전된다. 발전소를 장

기간 운전 정지시 증기발생기는 습식휴관 재순환계통에 의해 운전됨으로써 습식휴

관 상태로 유지되며, 습식휴관 운전이 종료되면 증기발생기의 수위가 적정수위에 

도달할 때까지 또는 요구되는 수질이 만족될 때까지 중력, 또는 습식휴관 재순환

펌프에 의해 폐수처리계통이나 액체방사성폐기물계통으로 배수시키도록 되어 있

다. 그러나 발전소 운전정지기간이 단기간일 때는 질소기체를 이용하여 증기발생

기를 건식 휴관 상태로 유지시킨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취출수 계통의 격납건물 격리밸브는 각 계열별로 두 개씩 직렬로 설치되며 정

상 운전 시 열려 있고, 첫 번째 격리밸브는 격납건물격리작동신호, 주증기격리

신호, 보조급수작동신호 또는 다양성보조급수작동신호에 의하여 자동으로 격리

된다. 한편 두 번째 격리밸브는 원자로건물격리작동신호, 주증기격리신호, 보조

급수작동신호 또는 다양성보호계통 보조급수작동신호와 취출수 플래시탱크 고-

고 수위 신호, 탈염기 하단부에서의 고방사선 준위 신호 발생시 격리되어 증기

발생기 취출계통의 과도상태를 방지 및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방지한다.

나. 증기발생기 취출수계통 중 격납건물 격리설비 및 증기발생기 2차측 압력경계를 

이루는 계통의 배관 및 기기는 안전등급 2, 품질그룹 B, 내진범주 Ⅰ로 설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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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 밖의 배관, 밸브, 열교환기, 탱크, 여과기, 탈염기, 기타 설비는 비 안

전성 관련, 품질그룹 D, 내진범주 II급 또는 III급으로 설계된다.

다. 고유량 취출수 플래쉬 탱크에는 수위 제어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탱크수위 ‘고-

고’는 주제어반에, 고 혹은 저수위는 현장 제어반에 수위경보가 경보된다.

라. 취출배관의 잠재적인 고장 또는 연속취출수 플래시탱크 제어 이상 등을 운전원

에게 알리기 위하여 재생열교환기의 출구 및 증기 배기관의 고유량 또는 저유

량 경보가 주제어반에 설치되어 있다.

마. 증기발생기 전열관들은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일부분이며, 이차측의 열화학

적 조건에 의해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의 일차적인 기능

은 증기발생기의 이차측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기발생기 이차

측에 허용 가능한 수질을 유지하도록 설계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고온기능 시험 절차서는 적절한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쳤으며, 증기발생기 취출

계통의 고온 기능 성능을 확인하기에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정상 및 비정상 조건에서 연속취출(CBD), 고유량 취출(HCBD), 또는 연속 및 고

유량 동시 취출운전 용량이 안전성분석보고서 기준값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다. 정상 및 비정상 조건에서 연속 및 고유량 취출시 관련 취출탱크, 열교환기, 탈염

기, 여과기의 압력, 온도, 수위가 허용 제한치 이내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취출계통 운전중, 관련 취출탱크, 열교환기, 탈염기, 여과기의 압력, 온도, 수위가 

제한치 이내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나. 증기발생기 2차측 수질이 허용 제한치를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시험절차서 내용이 안전심사지침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나. 시험 초기사항 및 선결사항 등의 만족 여부, 시험 절차서에 따른 수행 여부를 확

인한다. 또한,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기록되고 적절한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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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는지 확인한다.

다. 시험 시에는 화재 예방 및 인원에 대한 안전조치가 충분한 지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1. 시험절차서의 내용이 안전심사 지침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과 일치해야 한다.

2. 계통의 수위, 압력, 유량 및 온도 조절밸브의 성능이 관련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3.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의 정상, 비정상조건에서 연속취출 및 고유량 취출 유량이 

설계유량과 일치해야 한다.

4. 열교환기, 탈염기 및 여과기의 기초 성능자료가 설계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 취출수 플래쉬 탱크 용량 및 압력이 설계기준 이내

- 재생 열교환기 후단 온도가 설계온도 이하

- 전단여과기 차압이 설계 차압 이내

- 혼상 탈염기 차압이 설계 차압 이내

- 후단 여과기 차압이 설계차압 이내

5. 이차측 수질이 수질 제한치 이내이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KINS/GE-N0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 지침서 10.4.8절 “증기발생기취

출계통”

2. ASME B31.1 - Power Piping

3. ASME Standard No. TD2, “Recommended Practices for the Prevention of

Water Damage to Steam Turbines Used for Electric Power Generation, Nuclear

Fuel Plants”

4. ANSI/ASME PTC-6, “ASME Performance Test Code, Steam Turb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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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증기발생기 취출

계통

1. 연속 취출시험

- 운전원 수동 동작신호에 의한 

고온관 취출유로에서 정상/

비정상 취출수 유량(최대증기

유량의 0.2%) 점검

2. 고유량 취출시험

- 최대증기유량의 5%로 고유량 

취출 기능 확인

- 취출 과정에서 재생열교환기,

여과기 전추단 차압, 탈염기 

차압 점검

3. 연속 및 고유량 동시 취출 시

험 

- 증기발생기 1대 연속취출운전

과 다른 증기발생기 고유량 

취출운전 동시 수행 확인

- 취출 과정에서 재생열교환기,

여과기 전추단 차압, 탈염기 

차압 점검

시험전 

안전성분석보고

서10.4.8

비교검토 등의 

서류 검토와 

현장검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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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3.10.3절 주급수 및 복수계통 시험(Ⅱ)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급수계통은 요구되는 온도, 압력 및 유량의 급수를 증기발생기에 공급한다. 복수펌프

에 의해 주복수기 온수조(Hotwell)에서 양수된 복수는 저압급수가열기를 지나 급수

펌프로 보내진 다음 고압급수가열기를 통과하여 증기발생기로 공급된다.

동 계통은 고온조건에서 주급수제어밸브의 반응시간이 설계기준과 일치하는지 여

부를 확인한다. 또한 발전소 고온조건에서 터빈 및 전동기 구동형 펌프와 관련된 성

능 점검 및 관련 밸브들에 대한 동작 상태를 점검한다.

2. 검사 대상

급수 및 복수계통의 고온 성능시험의 검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터빈구동 주급수펌프 성능시험

나. 주급수승압펌프 성능시험

다. 주급수펌프 터빈 과속도시험

라. 주급수 수격시험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급수계통은 3대의 급수승압 펌프, 3대의 급수펌프, 1대의 기동급수펌프 및 3단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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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급수가열기로 구성된다. 정상운전 시에 3대의 급수승압펌프는 탈기기 저장 탱크

에서 급수를 흡입하여 3대의 급수펌프로 배출하며, 급수펌프는 3단의 고압급수가열

기를 거쳐 2대의 증기발생기로 급수를 공급한다. 모든 급수승압펌프 및 1대의 기동

급수펌프는 전동기로 구동되며, 모든 주급수펌프는 터빈으로 구동된다. 또한, 모든 

급수펌프는 각각 독립적인 변속 제어설비를 갖추고 있다. 급수펌프 터빈을 구동하

기 위한 증기는 저부하시 및 급수펌프 1대 운전과 같은 과부하시에는 주증기 모관

에서, 정상운전 시에는 습분분리재열기 후단에서 공급된다. 고압급수가열기는 일체

형 배수 냉각기를 가지고 있으며 2계열이 병렬로 배열된다. 7번 고압급수가열기 쉘

의 배수는 6번, 5번 고압급수가열기 쉘 그리고 탈기기 저장 탱크로 보내어 진다. 고

압급수가열기의 배수를 주복수기로 직접 보낼 수 있는 비상 배수관이 설치된다.

고압급수가열기 계열을 운전에서 격리하기 위한 격리 및 우회밸브가 고압급수가열

기 계열에 설치되어 있으며, 하나의 계열이 격리되었을 경우에도 계통의 운전성이 

유지된다. 발전소 기동 및 정지시에 전동기구동 기동급수펌프는 증기발생기로 급수

를 공급한다. 기동급수펌프 및 관련 제어밸브는 적은 양의 급수가 요구되는 발전소 

기동, 정지 및 고온 대기시에 증기발생기 수위를 운전원이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저출력 운전시 증기발생기로 급수를 공급한다. 또한 기동급수펌프는 증기발생기 휴

관처리 조건시 증기발생기 충수에 사용할 수 있다.

정상운전시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는 급수량은 이코노마이저 급수관 및 하향유로

(Downcomer) 급수관에 설치된 2개의 급수제어밸브에 의해 조절되며, 급수제어밸브

의 위치 및 급수 펌프의 속도는 급수제어계통에 의해 조절된다.

나. 복수계통

주복수기는 저압터빈 배출증기, 급수펌프 터빈 배출증기 및 기타 사이클 배출증

기의 열제거원 기능을 한다. 터빈 배기구와 복수기 동체 증기 유입부는 신축 이음

관으로 연결되며 각각의 복수기 목 부분에는 2개의 저압급수가열기가 설치된다. 3

개의 동체의 증기 영역은 압력 평형관으로 연결된다. 복수기에는 온수조 수위제어 

및 복수 시료채취를 위한 배관이 설치된다. 터빈우회계통으로부터 유입되는 증기배

출량의 일부를 주복수기가 감당할 수 있으며, 우회증기는 분사관을 통해 복수기 튜

브 위로 분사된다.

복수기진공계통은 비응축성 가스를 지속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복수기 동체측 진공

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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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탈염계통은 복수계통에서 공급되는 이차계통의 부식생성물을 제거하는 기능

을 한다. 복수기진공계통에서 방출되는 방사능 값은 방사능 감시설비에 의해 연속

적으로 감시된다. 복수펌프는 3대의 전동기 구동 원심펌프로 구성되어 복수기 온수

조에서 복수를 흡입하여 복수정화계통, 증기패킹 배출기 및 저압급수가열기를 통해 

탈기기 및 탈기기 저장탱크로 복수를 공급한다. 1,2 및 3단 저압급수가열기는 3개의 

1/3용량 저압 급수가열기 계열로 배열되며 이들 저압급수가열기 계열에는 전동기구

동 차단밸브가 설치된다. 3번 저압급수가열기 쉘의 배수는 2번 및 1번 저압급수가

열기 쉘을 통해 복수기로 보내진다. 저압급수가열기는 복수기로 직접 배수할 수 있

는 비상 배수관을 가지고 있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급수계통 배관파단사고가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급수계통은 급수공급배관의 파단사고가 원자로의 안전정지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주급수 격리밸브를 포함한 격리밸브실 내의 배관에서부터 증기발생기 입구 노

즐까지의 배관은 안전정지지진의 영향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안전성관련 기기 및 배관은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 파단, 타격 및 분사 충

돌(Jet Impingement)의 영향에 대해 보호되도록 설치, 설계되어야 한다.

마. 급수계통은 태풍, 홍수 및 지진 등과 같은 유해 환경 사고가 계통의 안전 기능

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바. 계통에 공급되는 소외전원상실이 원자로의 안전정지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사. 급수계통은 수격현상의 발생을 억제하고 그 영향을 감소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아. 급수계통은 증기발생기 배수 혹은 건식 휴관 후 재충수를 포함한 모든 운전 기

간 중에 증기발생기에 요구되는 온도 및 압력으로 급수를 공급하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자. 추기배관 및 급수가열기는 주터빈으로의 물의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추기

계통에 함유된 에너지에 의한 터빈 과속을 제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차. 급수계통의 일부분, 즉 주급수 격리밸브를 포함한 격리밸브실 내의 배관에서부

터 증기발생기 입구 노즐 사이의 급수계통은 안전성관련 부분으로 ASME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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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Ⅲ, Class 2의 요건에 따라 설계되었다.

카. 주급수 격리밸브는 주증기관 파단사고, 급수관 파단사고, 냉각재 상실사고 시에 

증기발생기와 급수계통을 격리하며, 급수배관 파단사고시 격납건물로부터의 방사

능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

타. 급수펌프 및 기동 급수펌프가 충분한 유량에서 운전되어 펌프의 손상을 막도록 

해당 펌프에 최소 재순환 유량제어계통이 설치되어 있다.

3. 세부 검사내용

고온 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성능점검이 수행되어 그 결과가 안전성

분석보고서의 기술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터빈구동 주급수펌프의 성능 확인

터빈구동 주급수펌프의 성능시험을 주급수계통의 재순환 유로를 이용하여 정

격속도 및 최소유량에서 펌프의 운전변수를 평가한다.

2) 주급수 승압펌프 성능 확인

급수승압펌프의 성능시험은 최소유량, 정상운전 유량에서 펌프의 운전변수를 

평가한다.

3) 터빈구동 주급수펌프의 터빈 과속도 설정치 확인

터빈구동 주급수펌프의 전기적, 기계적 과속도시험을 실시하여 허용기준 이내

에서 터빈이 정지되는지를 확인한다.

4) 주급수계통 수격시험

증기발생기 급수 노즐이 수면 위로 노출된 상태에서 증기발생기에 보조급수가 

공급될 때 수격현상으로 인한 증기발생기 급수 노즐, 배관, 행거 및 스너버 등

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고온기능시험 기간 중에는 주급수계통의 재순환 유로를 이용하여 정격속도 및 

최소유량(4570 rpm 및 473 ℓ/sec)에서 펌프의 운전변수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전유량을 이용한 펌프의 성능시험은 발전소 출력상승시험 기간에 수행하여야 

한다.

나. 주급수급수계통은 수격현상의 발생을 억제하고 그 영향을 감소시키도록 설계되

었으며, 증기발생기로 주급수 주입 및 보조급수 주입 과정에서 수격현상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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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각 펌프와 관련하여 상온조건에서 성능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초기기동시험 결과

의 확인을 통해 최소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요건, 즉 정격 

수두에서의 정격유량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나. 시험 초기 조치사항 등이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절차서의

시험을 수행하는 중 단계별 전환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를 평가·확인하여야 한다.

III. 판정기준

급수계통은 다음의 성능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밸브(급수유량조절밸브, 급수격리밸브, 증기공급배관의 배수밸브 및 격리밸브 등)의 

성능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요구하는 동작시간, 고장안전기능 등 고유의 성

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밸브의 상태가 현장/MCR에 적절히 지시되고 필요한 경우 

경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전동기/터빈 구동 펌프의 성능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 제작자가 제시한 성능곡

선과 일치되어야 하며, 펌프의 상태가 현장/MCR에 적절히 지시되고 필요한 경우 

경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3. 급수펌프 터빈 성능은 제작자가 제시한 시간 이내로 정격유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과속도에 의한 터빈손상을 방지하는 장치는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4. 급수펌프의 터빈에 증기를 공급하는 계통의 탱크, 밸브 및 펌프 등은 적절히 작동

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 점검표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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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9조(사용전검사의 시기 등)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외적요

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설비의 공유),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제44조(신뢰성),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

로.09)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원자로.15) “원자로시

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

사에 관한 규정”, (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4. KINS/GE-N0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지침서 10.4.7절 “복수 및 급수계통”

5. KINS/GT-N024 “안전관련 펌프, 밸브 가동중시험 지침”

6. 전력산업기술기준 MOA “원전가동중시험 - 일반요건”, MOB “펌프 가동중시험”,

MOC “밸브 가동중시험”, MOD “압력방출장치 가동중시험”, MOF “냉각계통 성

능시험”, MOH “동력구동 압력방출밸브 성능시험”

7. 안전성분석보고서 10.4.7절 “급수 및 복수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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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급수계통점검 

(고온)

가) 터빈구동 주급수펌프 성

능시험

- 재순환 유로를 이용하여 

정격속도/최소유량 시험 

- 유량, 총수두, 진동 점검

나) 주급수 승압펌프 성능시험

- 재순환 유로를 이용하여 

최소유량, 정상유량 시험

- 유량, 총수두, 진동 점검

다) 주급수펌프 터빈 과속도

시험

- 전기적/기계적 과속도 설

정치 확인

라) 주급수 수격시험

- 보조급수 공급시 수격현상 

발생 없음 확인

시험착수 전 또는 

후, 시험절차서,

P&ID 도면, 기기 

명세 및 시험결과

의 비교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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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3.10.4절 보조급수계통 시험(II)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보조급수계통은 소형파단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를 포함한 비상사고조건에서 주급

수계통이 운전불능인 경우 원자로의 붕괴열을 제거하기 위해 증기발생기로 급수를 

공급하는 단 하나의 공급원으로써 공학적 안전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예상 사고

조건에서의 기능 수행능력을 보증하기 위해 보조급수계통은 독립적인 두 개의 다양

한 에너지원을 가지는 다중의 계열로 구성된다.

현재 사용되는 대다수의 보조급수계통은 모터구동과 터빈구동 펌프로 구성되며,

일부 발전소에서는 디젤구동 보조급수펌프가 사용된다. 또한 보조급수계통은 증기발

생기와 보조급수펌프의 수에 따라 다양한 배열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50% 모터구동 펌프 두 대와 100% 터빈구동펌프 한 대로 구성되었으며, 증

기발생기(3대)에 보조급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배열

나. 50% 모터구동 펌프 두 대와 50% 디젤구동펌프 두 대로 구성되었으며, 교차

연결배관에 의해 모든 증기발생기(2대)에 보조급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배열

다. 100% 모터구동 펌프 두 대와 100% 터빈구동펌프 두 대로 구성되었으며, 교

차연결배관이 존재하지 않아 하나의 계열은 단 하나의 증기발생기에만 보조

급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배열

이러한 설계 차이점에 따라 사용전검사의 검사대상, 검사 중점사항에 차이가 있

지만 본 검사지침은 모터구동 펌프 두 대와 터빈구동 펌프 두 대로 구성된 보조

급수계통의 고온기능시험에 대한 검사지침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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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대상

고온조건에서 보조급수계통의 검사대상은 증기발생기가 고온․고압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보조급수가 공급되는 능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증기발생기 수위조절능력 

및 계통 보호기능 등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하나의 보조급수계열에서 펌프 1대 및 2대 작동 시 공급되는 유량

나. 보조급수작동신호 발생 후 보조급수계통 동작시간 확인

다. 보조급수계통의 증기발생기 수위조절기능

라. 증기고착(Steam Binding) 방지를 위한 역누설 감지(배관 온도감시)

마. 급수 수격시험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기능

가. 보조급수계통은 주급수계통이 운전불능인 경우를 포함한 발전소 비상 또는 사고

조건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축적된 열을 제거하기 위해 증기발생기에 비상급

수를 공급하는 공학적 안전설비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작동되며, 한 

계열의 단일고장에도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1) 정상 급수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주급수계통 배관의 파단이 발생한 경우 

3) 주증기계통 배관의 파단이 발생한 경우

4) 정상 소내 및 소외전원의 상실을 유발하는 사고의 발생

5) 소형파단 냉각재상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보조급수계통은 증기발생기 수위가 저수위에 도달함에 따라 발생되는 보조급수작동

신호 또는 주제어실 및 원격정지제어반의 수동 조작신호에 의해 기동된다.

다. 또한, 보조급수계통은 증기발생기 수위가 저수위에 도달함에 따라 독립적으로 발

생되는 다양성보호계통 신호에 의해 기동된다.

라. 이외에도 보조급수계통은 “가” 항의 운전조건 하에서 손상된 증기발생기로의 공급

유량을 수동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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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설계사항

보조급수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

계기준), 제16조(설비의 공유), 제25조(원자로제어실 등), 제29조(잔열제거설비),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와 안전심사지침 10.4.9절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설계요건

을 만족해야 한다.

가. 동 계통은 해당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보조급수계통 

내의 단일고장과 동시에 주급수관 혹은 주증기관의 파단 사고 발생 시에도 건전

한 증기발생기로 적절한 급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보조급수계통은 발전소 비상 운전 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을 냉각시키기 위해 증기

발생기로 급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다중적인 계통으로 구성되어야 하

며, 또한 본 계통 내 단일기기 고장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증기발생기 한 대

와 연결된 급수 배관 가상 파단을 가정하여 안전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

다.

다. 과도 혹은 사고 상태 기간 동안 보조급수계통은 최소 요구 급수 유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라. 사고 후 운전원의 조치 없이 보조급수작동신호에 의하여 보조급수계통은 자동으

로 기동되어야 하며 아울러 수동 작동수단도 갖추어야 한다.

마. 보조급수계통은 발전소 정상기동 및 정지 시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중에너지 배관

계통으로 분류된다.

바. 증기발생기의 압력 저하 시 보조급수 펌프가 최대 토출(Runout flow) 조건이 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 증기발생기로 보조급수 공급 시 증기발생기에 가열되지 않은 보조급수 유입으로 

인한 수격현상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아. 계통의 기기 및 배관은 소내․외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계통의 필수부분을 보호

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충분히 분리되고 차폐되어야 한다.

자. 고에너지 또는 중에너지 배관의 파단 혹은 균열에 의해 초래되는 배관 휩 및 고

속 충격에 대해 동 계통은 보호되어야 한다.

차. 비필수 장비 및 기기들의 고장으로 인해 계통의 필수기능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카. 동 계통은 동력공급원의 다양성을 가져야 하며, 이는 하나의 교류전원 공급원과 

다른 하나의 증기 또는 직류전원 공급원을 동시에 갖도록 하는 등, 정해진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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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을 갖춤으로써 계통의 성능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타. 비정상적인 고수위동안 적절한 방호(예상최대홍수를 고려한 적절한 보호)에 의해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파. 과도한 누설 또는 기기 오동작의 경우 감지, 수집, 계통누설제어 및 계통의 일부

를 격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하. 운전성 시험을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거. 계통이 적절히 운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계측 및 제어설비가 마련

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고온기능시험 조건에서 보조급수계통의 규제검사내용은 안전설계사항 중 계통설계 

및 기기 성능의 주요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온/고압의 정상운전 조건에서 보조급수계통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기발

생기로 보조급수 주입 시험을 수행한다. 보조급수펌프 1대, 2대를 이용하여 각각 

증기발생기로 보조급수 공급 시험을 수행하여, 주입유량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유량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한다.

나. 증기발생기로 보조급수 주입시험시, 증기발생기의 수위가 설정치(32.5%)로 유지

되도록 보조급수 유량제어밸브가 제어됨을 확인한다.

다. 보조급수 주입유로 역지밸브의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급수펌프 정지

후 역지밸브 후단의 온도 증가가 없음을 확인한다.

라. 증기발생기로 보조급수를 공급할 경우 증기발생기에 차가운 보조급수의 유입으

로 인한 수격현상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고온 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성능점검이 수행되어 그 결과가 안전성분

석보고서의 기술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시험조건에서 보조급수계통의 급수유량이 안전성분석보고서 상의 성능 요건과 일

치하는지 확인한다.

나. 보조급수 작동신호 발생 후 보조급수계통은 요구시간 이내로 증기발생기에 자동

으로 급수되어야 한다.

다. 보조급수계통은 증기발생기 수위를 설정된 범위로 유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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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증기고착 방지를 위해 배관의 온도를 측정하여 설치된 역지밸브의 성능을 확인한

다.

마. 정상운전 및 압력으로 유지되는 증기발생기의 수위를 정상 조건에서 하향급수관 

이하로 증기발생기 수위를 낮춘 상태에서 보조급수를 증기발생기로 공급한 후에 

관련 배관, 밸브, 노즐 및 지지대 등의 변형 상태를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시험절차서의 판정기준이 안전심사지침 10.4.9 및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과 일

치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나. 시험 초기 조치사항 등이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절차서의 

시험 수행 중 단계별 전환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를 평가․확인하여야 한다.

III. 판정 기준

가. 아래와 같이 안전성분석보고 상의 성능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시험조건에서 보조급수계통의 급수유량이 안전성분석보고서 상의 성능 요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보조급수작동신호 발생 후 보조급수계통은 요구시간 이내로 증기발생기에 자동

으로 급수되어야 한다.

3. 보조급수계통은 증기발생기 수위를 설정된 범위로 유지시켜야 한다.

4. 역지밸브 후단의 온도는 설정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고온으로 유지된 증기발생기에 저온의 보조급수가 공급되어도 수격현상이 없어

야 하며, 관련 배관, 밸브, 노즐 및 지지대 등은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IV. 첨부 자료

1.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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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보조급수

계통

1. 보조급수 주입 기능

확인 

- 1대, 2대 보조급수펌프 

운전시 증기발생기 주

입유량이 안전성분석보

고서 기준 만족 여부

시험착수 전 또는 

후, 시험절차서,

P&ID 도면, 기기 

명세 검토

입회검사 혹은 시험

결과의 비교 및 검

토

2. 증기발생기 수위조절기

능 및 증기고착 감지기

능 확인

- 유량조절밸브를 이용한 

증기발생기 수위 제어

- 보조급수 주입유로의 

역지밸브 누설 확인

3. 보조급수계통 수격현상 

시험

- 2대의 보조급수펌프 운

전시 수격현상 발생 없

음

- 수격현상에 의한 배관 

및 지지대 손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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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3.10.5절 터빈 및 터빈보조계통시험(Ⅱ)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터빈 및 터빈보조계통은 증기발생기로 부터 발생한 증기에너지를 기계에너지

로 변환시켜 발전기에 의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터빈은 고압 및 

저압터빈, 증기실(Steam Chest), 정지밸브와 제어밸브로 구성되어 있고, 터빈 보조계

통는 터빈 제어유 공급장치, 터빈 윤활유 공급장치, 터빈 축 밀봉장치, 습분분리재열

기와 터빈 보호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계통의 고온 성능검사는 제작자 설계요건에 따라 현장에 조립·설치된 계통 

및 단위 기기들에 대하여 고온상태 조건에서 향후 정상운전 중에 고유기능 수행여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2. 검사 대상    

터빈 및 터빈보조계통의 고온성능시험의 검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터빈 

나. 터빈 밸브

다. 터빈 제어유 공급장치 

라. 터빈축 밀봉증기 공급계통

마. 터빈보호설비

바. 터빈 윤활유 공급장치

사. 저압터빈 후드 살수공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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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기능

가. 터빈 

터빈은 증기발생기로부터 고온 고압의 증기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나. 터빈 밸브

고압 및 저압터빈 정지밸브는 터빈정지 또는 터빈가동 중 트립신호가 발생할 

경우 고압의 제어유가 배유되고, 내부 스프링 힘에 의해 순간적으로 닫혀 유입되

는 주증기 및 재열증기를 차단시켜 터빈과속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 터빈을 안

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제어밸브는 계통에서 요구되는 전기출력에 따라 

각각의 서보밸브에서 고압의 제어유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제어밸브 개도를 변

화시켜 터빈으로 유입되는 증기량을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다. 터빈 제어유 공급장치

터빈 제어유 공급장치는 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와 터빈 비상정지계통에 고압

의 제어유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라. 습분분리재열기 및 추기계통

습분분리재열기는 습분분리기, 재열기 및 배수조로 구성되어 있고, 고압터빈에

서 팽창된 증기를 저압터빈으로 공급하기 전에 습분을 분리시키고, 재가열하여 

습분을 제거시켜 저압터빈으로 공급함으로써 터빈 효율 향상 및 내부 구성품이 

습분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추기계통은 관련 배관 및 밸브로 구

성되며 추기증기를 고압 및 저압 급수가열기, 탈기기에 공급하여 복수 및 급수를 

가열하는 기능을 한다.

마. 터빈 보호설비

터빈 보호설비는 과속발생 등 터빈이 비정상적으로 운전될 경우 터빈을 안전

하게 정지시키는 보호정지장치와 터빈 내부의 비정상적인 고온, 과압 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터빈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바. 터빈 윤활유 공급장치

터빈 윤활유 공급장치는 터빈 로터와 베어링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윤활

작용, 윤활유 냉각, 터빈-발전기 축계 진동감쇠, 구조물 내부 방청 및 청결유지를 

위한 장치이다. 윤활유 펌프로는 터빈 축 구동 주 윤활유펌프, 교류 전동기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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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윤활유펌프 및 직류 전동기 구동 비상윤활유펌프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장치

로써 저장탱크, 냉각 및 가열기, 정화장치 등이 있다.

2. 안전설계사항

가. 터빈 비산물 발생확률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적절한 다중성을 가진 터빈 

과속보호계통을 설치함으로써 터빈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안전성에 중요한 구

조물, 계통 및 기기의 보호에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의 요구조건이 만족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터빈 및 터빈보조계통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불시 발전정지 시 터빈을 

안정적으로 제어하고, 계통의 기능 상실이나 오동작 등에 의해 발전정지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터빈에 유입되는 증기량을 제어 및 차단하는 장치와 터빈과속을 방지할 수 있

는 장치 그리고 고온, 고압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다. 터빈 제어유 공급장치는 터빈의 정상 및 비정상, 정지 등 어느 조건에서도 요구

되는 제어유를 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와 터빈 비상정지계통에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터빈 윤활유 공급장치는 터빈의 정상 및 비정상, 정지 등 어느 조건에서도 요구

되는 윤활유를 터빈발전기 베어링 및 발전기 밀봉유 계통에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 터빈 및 터빈보조계통에 대한 건전성, 성능 및 경년열화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

적인 시험, 점검 및 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일반적인 사항

1) 관련 시험 절차서에 기술된 내용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제작사 지침서 

요건을 적합하게 반영하였는지 여부와 절차서에 따라 시험이 수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

2) 터빈 및 터빈보조계통 설비의 현장 성능시험 중 발생한 부적합사항이 적절하



- 4 -

게 처리되었는지와 종결여부를 확인한다.

3) 터빈 및 터빈보조계통 설비의 운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성능변수 측정장

치가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4) 최종적으로 시운전 부서로 이관된 단위기기 또는 계통에 대한 성능시험이 완

료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검사수행 사항

1) 터빈 및 터빈밸브 

터빈 보조계통인 제어유 공급장치, 윤활유 공급장치, 축 밀봉증기공급 장

치, 저속회전 장치, 저압 터빈 배기부 살수장치 및 제어, 보호설비에 대한 상

온기능시험 결과 및 운전가능성을 확인하고, 터빈에 실제 증기를 공급한 후 

고온상태에서 터빈 단계별 속도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한다.

가) 임계속도 단계처리, 진동, 금속간 온도편차, 로터와 케이싱 간 팽창, 편심

량 등 주요 운전변수가 제작자 설계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

나) 제어 및 보호계통이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확인

다) 주증기 정지밸브 및 제어밸브의 시트 및 디스크의 기밀유지여부 확인

라) 터빈 축 밀봉증기 조절밸브와 응축기 내부 압력이 제작자 설계요건을 만

족하는지 확인

마) 터빈 배기 및 배수밸브 개폐 동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확인 

2) 터빈 제어유 공급장치

가) 제어유 압력, 온도 등 운전변수가 허용기준 값을 만족하는지 확인

나) 저장탱크에 설치된 냉각기, 가열기, 흡습기 및 축압기 등이 적절하게 동작

되는지와 성분유지 확인

3) 터빈 윤활유 공급장치

윤활유 압력, 온도 등 운전변수가 허용기준 값을 만족하는지와 탱크에 설

치된 냉각기, 가열기, 배기 팬 등이 적절하게 동작되는지와 성분유지 확인

4) 저압터빈 후드 살수공급장치

저압터빈 후드 살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저압터빈별 터빈측 및 발

전기측 양단후드 온도가 설계허용값을 만족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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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중점사항

고온 조건에서 터빈계통의 성능시험은 다음과 같이 관련기기의 성능을 확인하고,

계통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연동되어 있는 기기들의 작동에 대한 성능을 확인한

다. 이러한 점검 결과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성능 요건 및 안전설계

사항, 제작사 지침서상의 요구사항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가. 터빈 임계속도 도달시점과 안전한 대처가 제작자 설계요건을 만족하여 공진현

상 발생을 방지하는 지를 확인한다.

나. 터빈 단계별 속도에서 베어링별 진동 및 온도, 로터와 케이싱 간 팽창, 편심량 

등 주요 운전변수가 제작자 설계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다. 터빈 보호용 비상정지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현장의 단위기기 운전변수 값이 중앙제어실에 표시되는 값과 편차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회전체의 속도계 및 진동측정기의 정상여부를 확인한다.

나. 현장의 단위기기에 대한 중요한 시험 및 작동상태가 중앙제어실의 감시창에 표

시되는 지를 확인한다.

다. 고온 성능시험 중에 취득된 현장자료 기록유지가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Ⅲ. 판정기준

1. “II. 1. 주요기능” 및 “II. 2. 안전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터빈 금속 간 팽창, 온도편차 및 진동발생 등이 제작자 설계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 터빈 보호계통이 동작신호에 따라 적절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4. 저압터빈 후드 살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저압터빈별 터빈측 및 발전기측 

양단후드 온도가 설계허용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5. 터빈 배기 및 배수밸브가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6. 터빈 축 밀봉증기 조절밸브와 응축기 내부 압력유지용 배기 팬의 작동이 제작자 

설계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7. 제어유 및 윤활유 모관압력 및 온도 유지가 제작자 설계요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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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및 밸브가 동작신호에 따라 원활하게 작동하고, 성분이 허용기준 값을 만족

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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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NS/GE-N0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 지침서 10.2 및 14장

2. EPRI-URD VOLUME Ⅱ CHAPTER 13(1999년, 개정 8)

3. 표준형원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9.2.7.2

4. 표준형원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4장

5. 제작사 지침서(GEK 103694-Vol-Ⅲ)



- 7 -

검사점검표 (1/2)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 터빈계통

․터빈본체

․터빈정지 

및 

제어밸브

․제어 및 

보호설비

1. 터빈 단계별 속도에서 

운전가능성 확인

- 터빈 팽창, 편심, 진동, 온도,

압력 등 주요 운전변수

2. 터빈 보호설비의 성능확인 

- 비상정지계통(ETS)동작 등

3. 터빈 보조계통 운전가능성 

확인 

- 저압터빈 배기부 살수장치

- 터빈 저속회전 장치

- 터빈 축 밀봉증기 장치

- 터빈 배수밸브 개폐 동작, 등

시험 중 현장확인

시험 중 현장확인

시험 중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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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점검표 (2/2)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 펌프류

․제어유 

펌프

․보조윤활유 

펌프

․비상윤활유 

펌프

․주윤활유 

펌프용 

흡입펌프

․베어링 

올림 펌프

- 밸브류

․유량 

제어밸브

․차단밸브

․역류방지 

밸브(추기)

- 공통사항

1. 펌프 성능 

- 압력, 유량, 진동, 온도 등

2. 제어유 및 윤활유 성분확인

- 습분함량, 전산가 등

1. 밸브 동적 동작상태

- 밸브 개·폐 상태 등

1. 시험절차서에 기술된 내용이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제작자 

설계요건과 유의사항이 적합

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2. 현장 성능시험 중 발생한 부

적합사항이 적절하게 처리되

었는지와 종결 여부

3. 성능시험에 사용하는 측정기 

기의 검·교정실시와 유효기간 

확보 및 관리상태의 적절성 

시험 중 현장확인

시험 중 서류검토

시험 중 서류검토

시험 중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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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3.10.6절 발전기 보조계통시험(II)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발전기 보조계통은 발전기 고정자 냉각계통과 발전기 가스제어 계통 그리고 수소 

밀봉계통으로 구분된다.

발전기 고정자 냉각계통은 고정자 권선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순수의 유량과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순환시키는 폐쇄 냉각계통으로 저장

탱크, 고정자 냉각수펌프, 열교환기, 관련 배관 및 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전기 가스 제어계통은 고정자와 회전자권선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는 매체

로서 수소를 사용하며 발전기 가스압력 조절기, 가스분석기, 가스냉각기/건조기, 가

스 감시장치, 관련 배관 및 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소 밀봉계통은 발전기 케이싱의 수소누설을 방지하는 계통으로 밀봉유펌프, 관

련 배관 및 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계통의 성능검사는 제작자 지침서에 따라 현장에 조립․설치된 주요기기들에 

대하여 고온조건에서 발전기고정자 냉각수펌프, 주밀봉유펌프, 비상 밀봉유펌프 등의 

성능점검 및 관련 밸브들에 대한 동작 상태를 점검한다.

2. 검사 대상

가. 발전기 고정자 냉각계통

1) 발전기 고정자 냉각수펌프

2) 열교환기



3) 관련 밸브

나. 발전기 가스제어 및 수소밀봉 계통

1) 발전기 밀봉유펌프

2) 비상 밀봉유펌프

3) 관련 밸브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기능

가. 발전기 고정자 냉각계통 

발전기 고정자 냉각계통은 고정자권선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100% 용량 2대의 고정자냉각수 펌프가 정상운전 중 1대는 운전하고 나머지 

1대는 대기상태를 유지하며, 열교환기 및 여과기를 거쳐 발전기고정자 권선에 냉

각수를 공급하여 고정자권선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 시키는 역할을 한다.

나. 발전기 가스제어 및 수소밀봉 계통

발전기 가스제어계통은 발전기 내부의 열을 냉각시키기 위해 수소를 사용하고,

발전기내 수소 순도, 압력 및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수소밀봉계통은 발전기 회전자와 밀봉링 사이의 유막을 형성하여 축 방향으로 

수소누설을 방지한다. 밀봉링을 통과한 밀봉유는 수소측과 공기측으로 분리되어 

배유된다. 배유된 밀봉유는 주밀봉유 펌프(MSOP)에 의해 발전기 밀봉계통으로 

다시 공급된다. 비상 밀봉유 펌프(ESOP)는 MSOP의 모관 압력이 낮거나 교류 전

원 상실시 자동기동 된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발전기 고정자 냉각계통

1) 발전기고정자냉각수는 고정자권선 및 고압부싱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냉각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2) 발전기고정자냉각수 압력을 발전기 정상 수소 압력보다 낮게 유지 하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3) 고정자 냉각기 계통은 정상 및 설계 과도 상태에서 냉각수 온도를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고정자 냉각수의 전도도, 용존산소 및 pH는 규정된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되

어야 한다.

5) 단일 능동기기가 기능상실 시 대기기기가 신속히 동작하여 계통 기능상실 없

이 단일 능동기기의 보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6) 발전기 고정자냉각계통에 대한 건전성, 성능 및 경년열화를 확인하기 위해 주

기적인 시험, 점검 및 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발전기 가스제어 및 수소밀봉 계통

1) 가스제어 계통은 발전기의 수소 순도 및 압력의 허용기준을 만족 시킬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수소밀봉 계통은 발전기 내부 수소압력보다 높은 압력을 유지하여 수소 누설

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발전기 가스제어 및 수소밀봉계통에 대한 건전성, 성능 및 경년열화를 확인하

기위해 주기적인 시험, 점검 및 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발전기고정자 냉각수계통과 가스제어 및 수소밀봉계통은 고온성능시험 조건에서 

펌프, 밸브, 열교환기 등의 성능 및 연동에 대한 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이 

확인되어야한다.

가. 동 계통설비의 펌프성능(유량,압력,유량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성능변수 측정장치

가 적합하게 설치되고 교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고정자 열교환기는 정상 및 터빈-발전기 속도 변화시 냉각수 온도를 허용기준 이

내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발전기고정자 냉각수의 전도도, 용존산소 및 pH는 규정된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 

되는지를 확인한다.

라. 가스제어 계통은 발전기의 수소 순도 및 압력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

한다.



마. 수소밀봉 계통은 발전기 내부 수소압력보다 높은 압력을 유지하여 수소 누설량

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바. 최종적으로 시운전 부서로 이관된 단위기기 또는 계통에 대한 성능시험이 완료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펌프 성능(유량, 압력 등) 및 연동이 설계요건에 만족되는지를 확인한다.

나. 단일 능동기기가 기능상실 시 대기 기기가 동작하여 계통 기능상실 없이 동작되

는지 확인한다.

다. 터빈-발전기 승속에 따른 고정자냉각수계통, 수소밀봉계통 및 가스제어계통의 운

전 상태를 확인한다.

라. 발전기고정자 냉각수 열교환기에 압력 및 출구 온도가 설계요건에 만족되는지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각 펌프와 관련하여 고온조건에서 성능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초기기동시험 결과

의 확인을 통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제작사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요

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나. 시험 관련기기 및 장비들이 검·교정이 실시되고, 유효기간 이내인지를 확인한다.

다. 시험 초기 조치사항 등이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을 수행하

는 중 해당 절차서의 단계별 전환이 타당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현장의 단위기기 운전변수 값이 중앙제어실에 표시되는 값과 편차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회전체의 속도계 및 진동측정기의 정상여부를 확인한다.

마. 현장의 단위기기에 대한 중요한 시험 및 작동상태가 중앙제어실의 감시창에 표

시되는 지를 확인한다.

바. 고온 성능시험 중에 취득된 현장자료 기록유지가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Ⅲ. 판정 기준

1. “II. 1. 주요기능” 및 “II. 2. 안전설계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펌프의 성능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 제작자가 제시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펌프의 상태가 현장 또는 MCR에 적절히 지시되고 필요한 경우 경보가 제공되어

야 한다.

3. 발전기고정자 냉각수계통과 가스제어 및 수소밀봉 계통의 주요밸브들은 연동에 

의해 동작되고 그 동작상태가 표시등에 표시되어야 한다.

4. 발전기 축 밀봉유 및 가스계통의 주요 운전변수가 설계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5. 발전기고정자 냉각수계통의 주요 운전변수가 설계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Ⅳ. 첨부 자료

1. 검사 점검표

Ⅴ. 참고 문헌

1. KINS/GE-N0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 지침서 10.2 터빈 발전기

2. KEPIC MTG(터빈/발전기), QAP(원자력 품질보증), MG(일반기계)

3. 표준형원전 P&ID 및 제어도면



검사 점검표 (1/2)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1.발전기 
고정자 
냉각계통 

1) 고정자 
냉각수 
펌프

2) 열교환기

3) 주요 밸브

2. 발전기 
가스제어 
및 수소 
밀봉 계통

1) 밀봉유 
펌프

2) 관련밸브

1. 펌프 성능
- 입·출구압력, 유량, 양정 등

2. 열교환기 성능
- 온도, 등

3. 동작상태 및 성능 
- 밸브 열림/닫힘 상태
- 밸브조절상태(유량,압력,온도)

1. 펌프 운전가능성
- 입·출구 압력, 유량 등

2. 동작상태 및 성능 
- 밸브 열림/닫힘 상태

3. 경보
- 저-차압 (수소가스/밀봉유)
- 가스제어장치 (온도, 압력 등)

설치후, 현장입회
검사 

설치후, 현장입회
검사  

설치후, 현장입회
검사 

설치후, 현장입회
검사 

설치후, 현장입회
검사 

설치후, 현장입회
검사 



검사 점검표 (2/2)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3. 공통사항 1.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제작사 
지침서 요건이 시험절차서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2. 현장 성능시험 중 발생한 
부적합보고서에 대한 후속처리 
적절성과 종결여부

3. 성능시험에 사용하는 측정기 
기의 검․교정실시, 유효기간 
확보 및 관리상태의 적절성

시험착수 전 또는 
후, 시험절차서,
P&ID 도면,
기기명세서 및 
시험결과의 비교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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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3.11절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제3.11.1절 용수계통  

제3.11.1.1절 1차기기냉각수계통 시험(II)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동 계통의 점검은 주로 상온 기능시험 시 대부분 각 계통의 기기별 성능시험을 

수행하며, 기기의 운전조건과 동일한 고온 기능시험에서는 상온 기능시험 시 취득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으로 점검 내용 및 방법 등은 상온기능 시험과 동일하다.

상온 기능시험 이후 기기 교체, 계통 설계변경 등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

항이 발생한 경우, 고온 기능시험에서 동 계통의 점검을 재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러한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 동 계통의 고온 기능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검사 대상

가. 1차기기냉각수계통

1)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소유량 운전 모드 등에서의 펌프 성능 확인

2) 계통유량 평형 확인

3) 자동제어 신호에 따른 관련 기기들의 동작여부 확인

4) 계통 경보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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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상운전 시 원자로 보조기기에 냉각수를 공급하고 비상 시에는 공학적안전설비 

계통에 냉각수를 공급한다.

나. 동 계통의 각 계열은 정지냉각 열교환기, 원자로건물 살수 열교환기, 비상디젤발

전기 냉각기, 필수냉동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열교환기 등의 안전관련 기기들

로부터 발생하는 열 부하를 제거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냉각수를 공급한다.

다. 1차기기냉각수계통의 비내진 관련 부분은 액체방사성폐기물계통 밀봉수 열교환

기, 붕산농축기, 탈기기, 유출수 열교환기 등 비안전성 관련 열부하 기기들에 냉

각수를 공급한다.

2. 안전설계 사항

가. 동 계통은 지진 및 태풍 등으로부터 방호설계, 침수설계, 비산물 방호설계, 가상 

배관파단사고와 관련된 동적 효과에 대한 방호설계, 그리고 환경검증설계가 반

영되어야 한다.

나. 1차기기냉각수계통은 냉각재상실사고시 핵연료 또는 노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

여 원자로내의 붕괴열에너지를 정지냉각 열교환기를 통해 1차기기냉각해수계통

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소외전원 상실과 동시에 기기의 단일고장을 가정하여 동 계통의 안전정지 기능

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차기기냉각수계통 중 냉각재상실사고 시 작동

이 요구되는 부분은 안전정지지진 동안 및 그 이후에도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라. 발전소 정상운전 중에 능동기기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

계하여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주요 기기의 검사를 위한 설비가 갖추어져야 한

다.

마. 1차기기냉각수계통은 정지냉각계통 및 1차기기냉각해수계통과 함께 원자로의 정

상정지 이후 증기발생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점부터 상온정지 시까지 원

자로냉각재계통을 냉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바. 동 계통은 1차기기냉각해수를 열 제거원으로 사용하여 정상운전 시 및 기동 시

와 운전정지 기간 및 사고 초기 기간 동안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시된 온도의 

냉각수를 공급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 동 계통은 출력운전 동안 방사능 누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보조계통에 신뢰

성 있는 기기냉각수를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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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차기기냉각수계통은 방사능 누출 시 이를 감지하고, 방사능 누출부위가 격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자. 동 계통은 저열부하 및 1차기기냉각해수의 온도가 극히 낮은 조건 하에서도 1차

기기냉각수의 온도를 항상 설계값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1차기기냉각수 펌프가 정격 유량에서 펌프 수두가 설계기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진동이 허용기준치 이내로 유지됨을 확인한다.

나. 어떤 단일기기의 고장으로 인한 노심의 손상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공학적안전설

비계통 운전에 필요한 냉각수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열제거 능력을 보장하는지

를 확인한다.

1) 1차기기냉각수 열교환기의 차압 및 유량 형성 상태를 확인한다.

2) 기기냉각수가 공급되는 계통별 기기냉각수 공급 유량 분배 상태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3) 계통 유로의 밸브의 작동성을 확인한다.

다. 1차측기기냉각수 펌프 자동기동 연동기능 및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신호에 따른 

기동 상태 확인

1) 대기중인 1차기기냉각수 펌프가 운전중인 펌프의 정지신호에 따라 자동으로 

기동되는 기능을 확인한다.

2) 안전주입작동신호(SIAS) 등이 발생하면 기기냉각수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되

고 관련밸브들이 정상 작동함을 확인한다.

라. 1차기기냉각수계통 경보의 작동상태 점검

펌프/밸브의 작동 및 고장에 따른 지시등의 점등 상태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가상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 기간과 그 이후에 원자로냉각재로부터 열을 제거

하는데 필요한 1차기기냉각수 유량 평형을 평가한다.

나.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신호(ESFAS) 발생시 계열 당 1대의 펌프가 작동되고 계통의 

비안전 관련 부분은 격리된 상태에서 필요한 유량이 확보됨을 확인한다.

다. 격납건물 내부의 원자로냉각재 펌프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가상의 중에너지 배관

의 파단에 의하여 기기냉각수의 손실이 발생하면 관련 계열의 완충탱크 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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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여 저-저 수위 신호가 발생하고, 격납건물내 원자로냉각재 펌프 연결 기기

냉각수배관의 모터구동 격리밸브가 자동 폐쇄되는 기능을 유지함을 확인한다.

라. 본 계통이 계획, 도면 및 사양에 따라 적절히 설치되었음을 확인한다.

마. 밸브의 개폐 및 펌프의 작동이 주어진 신호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지고, 원격구

동밸브가 작동함을 확인한다.

바. 각 펌프에 대해 정격유량에서의 정격수두 확인을 비롯하여 최소유량 등 다양한 

유량조건에서 펌프의 성능 특성을 평가한다.

사. 누설률 시험을 통해 격납건물 관통부의 격리밸브와 체크밸브 성능을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각 펌프와 관련하여 상온조건에서 성능 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초기 기동 시험 

결과 확인을 통해 최소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상의 성능 요건, 즉 정격유량에

서 정격수두를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나. 시험절차서의 판정기준이 안전심사지침 9.2.1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 시험 초기 조치사항 등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서를 수행하는 

중 단계별 전환이 기술적으로 타당한 지를 평가․확인한다.

1) 계통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인 건설종료 시험이 완료되었고, 이와 관련된 품질보

증문서가 시운전 그룹으로 적절히 이관되었는지 확인한다.

2) 계통 관련 배관이 세정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순수보충수계통, 질소공급계통, 계기용 압축공기계통이 운전가능한 지를 확인한

다.

4) 펌프를 운전하기 전에 누설되거나, 볼트가 풀려 있거나, 커플링이 적절히 설치되

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5) 시험 관련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고 적절히 검․교정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동 계통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각 핸드 스위치에 의해 동력구동 밸브들이 수동으로 개폐되고, 그 상태가 적절히 

지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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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기기냉각수 보충펌프 성능이 설계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3. 1차기기냉각수 펌프 성능이 설계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4. 모든 운전 모드에서 1차기기냉각수계통에 의해 제공되는 각 열부하에 대한 측정유

량은 허용범위(100～110%)이내이어야 한다.

5. 완충탱크 수위 계기들의 규정된 동작이 만족되어야 한다.

6. 원자로냉각재펌프 냉각 격리밸브의 허용 닫힘시간은 안전해석에서 고려된 규정시

간 이하이어야 한다.

7. 비안전 열부하에 대한 유량 공급모관 및 회수모관 격리밸브, 공통 연결배관 격리

밸브의 허용 닫힘시간은 안전해석에서 고려된 규정시간 이하이어야 한다.

8. 원자로건물 살수 열교환기 및 비상디젤발전기 냉각기 격리밸브의 허용 열림시간은 

안전해석에서 고려된 규정시간 이하이어야 한다.

9. 정지냉각계통 열교환기 격리밸브 허용닫힘시간은 안전해석에서 고려된 규정시간 

이하이어야 한다.

10. 1차기기냉각수 펌프들은 각각의 핸드 스위치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기동, 정지되어

야 하며, 그 상태가 지시되어야 한다.

11. 1차기기냉각수 펌프들이 저압신호를 받아 자동 기동되어야 하며, 그 상태가 지시

되어야 한다.

12. 1차기기냉각수 펌프들은 공학전안전설비 동작신호에 의해 동작되어야 한다.

13. 안전주입동작 신호 및 격납건물살수동작 신호에 의해 동작되어야 할 밸브들이 동

작되어야 한다.

14. 재순환 동작 신호에 의해 동작되어야 하는 밸브들은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

다.

15. 완충탱크 압력은 제어밸브 설계시 고려된 압력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16. 1차기기냉각수계통 관련 경보 및 동작상태가 주제어실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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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수로형 원전(APR-1400)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9.2 용수계통 및 14장 초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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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및 계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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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INS/GI-N13 원자력이용시설 품질보증검사 지침

6. KINS/GT-N024 안전관련 펌프, 밸브 가동중시험 지침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외적요

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설비의 공유),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제22조(원자로냉

각계통 등), 제24조(전력공급설비), 제29조(잔열제거설비), 제31조(최종 열제거설비),

제34조(방사선방호설비), 제38조(경보장치 등),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제44조(신뢰성) 및 제48조(운전제한조건의 설정․조정 등), 제49조(초기시험)

8.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

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

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로.16)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원자로.09)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9.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2005) MOA “원전가동중시험 - 일반요건”, MOB “펌프 

가동중시험”, MOC “밸브 가동중시험”, MOD “압력방출장치 가동중시험”, MOF

“냉각계통 성능시험”, MOH “동력구동 압력방출밸브 성능시험”

10. Reg.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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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1차 

기기냉각

해수계통 

(고온조건)

1. 1차기기냉각수 펌프의 설

계성능 확인

- 유량, 차압, 진동

시험착수 전 또

는 후, 시험절차

서, P&ID 도면,

기기 명세 및 

시험결과의 비

교 및 검토

2. 1차기기냉각수계통 운전성 

확인

- 열교환기 차압 및 유량 

- 기기냉각수 공급 계통별 유

량 분배 상태

- 모터구동밸브(MOVs)의 운

전성 확인

3. 자동제어신호 및 공학적안

전설비 작동신호에 따른 

운전가능성

- SIAS신호에 의한 기기냉각

수펌프 자동기동

4. 제반 상태표시등(status

light)과 계통경보의 작동

성 확인

- 펌프 및 밸브 작동에 따른 

지시등 점등 상태

-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장애

/고장 지시창의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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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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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번   호

작   성 확   인 부  분   개  정

성 명 일 자 성 명 일 자 쪽 작성자 확인자 일자

0

1 조종철 ‘02.04 김병순 ‘02.05

2 이상규 ‘10.7 금오현 ‘10.7

3 조종철 ‘13.4 도규식 ‘13.4

4 김상재 ‘17.12 민복기 ‘17.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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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3.11.1.2절 1차기기냉각해수계통 시험(II)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동 계통의 점검은 주로 상온 기능시험 시 대부분 각 계통의 기기별 성능시험을 

수행하며, 고온 기능시험에서는 상온 기능시험 시 취득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

으로 점검 내용 및 방법 등은 상온기능 시험과 동일하다.

상온 기능시험 이후 기기 교체, 계통 설계변경 등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

항이 발생한 경우, 고온 기능시험에서 동 계통의 점검을 재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러한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 동 계통의 고온 기능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검사 대상

가. 1차기기냉각해수 펌프, 1차기기냉각해수여과망 세척펌프 및 1차기기냉각수 열교

환기의 냉각 해수 측 운전성

나. 모터구동밸브(MOVs)의 운전성

다. 제반 상태표시등(status light)과 계통경보의 작동성

라. 제반 지정 컴퓨터 포인트들의 작동성

마. 1차기기냉각해수 펌프 및 해수여과망세척 펌프의 설계 성능

바.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장애/고장 지시창의 기능

사.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작동불능상태 우회 지시 (Bypass Inoperable Status

Indicating : BISI) 기능

II. 검사 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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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기능

가. 내진범주 I급 1차기기냉각해수 취수구조물을 통해 최종열제거원으로부터 냉각해

수를 취수하여 1차기기냉각수 열교환기에 공급한다.

나. 설계기준사고 동안 1차기기냉각수 열교환기에 설계 유량의 해수를 공급한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동 계통의 각 펌프는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시 공학적안전설비에 필요한 냉각 

해수를 100% 공급해야 하며, 각 펌프는 해수 수위가 변해도 충분한 유효유입수

두 조건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동 계통은 어떤 단일기기의 고장으로 인한 노심의 손상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공학적 안전설비계통의 운전에 필요한 냉각수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열제거 능

력을 보장해야 한다.

다. 동 계통은 내진범주 I 설계 요건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내진범주 I은 아니더

라도 파괴로 인하여 충격 혹은 침수를 야기시켜 1차기기냉각해수계통의 필수 기

능을 상실시킬 수 있는 계통내의 기기나 구조물의 부품 및 지지 구조물은 지진 

하중에 파괴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동 계통은 정상 출력운전 및 정지운전 중에 사고조건에 준하는 압력과 유량에서 

계속 운전되므로 사고조건과 비슷한 조건에서 필수 유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마. 동 계통의 주요 기기, 즉 펌프, 밸브, 열교환기 및 배관은 주기적 검사 및 시험

이 용이하도록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3. 세부검사내용

가. 1차기기냉각해수 펌프의 성능 확인

1차기기냉각해수펌프 및 스크린 세척펌프가 정격 유량에서 수두가 설계기준 수

두 이상으로 유지되고, 진동이 허용기준치 이내로 유지됨을 확인한다.

나. 1차기기냉각해수계통 경보 작동 상태 확인

계통 유로의 밸브 조작 상태에 대한 지시등 점등 상태, 1차기기냉각해수펌프 압

력 및 유량 관련 경보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다. 자동제어신호에 의한 계통 기기의 운전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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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인 1차기기냉각해수펌프 정지시, 대기중인 펌프의 자동기동 연동 및 출구

밸브 닫힘에 의한 자동정지 기능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또한, 공학적안전설비 작

동신호(SIAS)에 의한 기기 자동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라. 1차기기냉각해수계통 회전망 여과기의 운전가능성 확인

회전망 여과기 운전 상태 및 여과기와 연동된 세척펌프 및 밸브 자동 작동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1차기기냉각해수 펌프의 정격유량에서의 정격수두 확인을 비롯하여 최소유량 등 

다양한 유량조건에서 펌프의 성능 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계통이 적절한 설계 계획, 도면 및 설계  사양서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야 한다.

다.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신호를 포함하여 해당 신호에 의하여 조절밸브 및 동력구동 

격리밸브 위치가 적정 논리대로 동작되는지와 펌프 기동상태를 평가하여야한다.

라. 모든 계기(압력, 온도, 유량 등)의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각 펌프와 관련하여 상온조건에서 성능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초기기동시험 결과

의 확인을 통해 최소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성능 요건, 즉 정격유량에서 정

격수두를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나. 시험절차서의 판정기준이 안전심사지침 9.2.1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다. 시험초기조치사항 등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절차서를 수행하

는 중 단계별 전환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를 평가․확인한다.

1) 계통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인 건설종료 시험이 완료되었고, 이와 관련된 품질보

증문서가 시운전 그룹으로 적절히 이관되었는지 확인한다.

2) 계통 관련 배관 세정작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3) 여과기, 계기용 공기공급계통이 운전가능한지 확인한다.

4) 펌프를 운전하기 전에 누설되거나 볼트가 풀려 있거나, 커플링이 적절히 설치되

어 있는지 확인한다.

5) 시험 관련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고 적절히 검․교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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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판정기준

동 계통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설계기준 및 계통운전 요건 등을 만

족하여야 한다.

1. 1차기기냉각해수계통 배출 밸브들은 각 핸드 스위치에 의해 수동으로 개폐되고 상

태 표시등 및 발전소감시계통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2. 펌프출구 밸브들이 각 핸드 스위치에 의해 수동으로 개폐되고 상태표시등 및 발전

소감시계통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3. 1차기기냉각해수펌프들이 각 핸드 스위치에 의해 수동으로 기동 및 정지될 수 있

어야 하며 그 상태표시등 및 발전소감시계통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4. 선행 운전중인 펌프의 출구 모관으로부터 출구 저압신호를 받으면 동일 계열의 대

기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되어야 하며, 경보가 발생되어야 한다.

5. 운전중인 펌프가 부하제거 신호를 받으면 정지되어야 하고, 그 펌프가 부하 시퀀

스(순서조정장치)신호를 받으면 펌프 정지 후 제한치 이내에 재기동되어야 한다.

6. 상기 펌프가 기동실패하면 일정시간 후에 동일 계열의 대기 펌프가 자동기동되어

야 한다.

7. 각 계열의 펌프들이 운전되는 경우에 설계시 고려된 유량의 기기냉각해수가 각 계

열의 기기냉각수 열교환기로 공급되어야 한다.

8. 두 계열간 교차연결(cross tie)밸브들은 각 핸드 스위치에 의해 개폐되어야 하며 그 

상태표시등 및 발전소감시계통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 밸브들은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신호와 안전주입 작동신호에 의해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

9. 펌프들은 설계시 고려된 유량을 각 계열의 1차기기냉각수 열교환기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10. 1차기기냉각수 열교환기 차압은 설계시 고려된 값 이하이어야 한다.

11. 장애/고장 지시창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12. 작동불능 상태지시의 우회기능이 입증되어야 한다.

13. 해수 여과기 세척펌프에 대해서도 상기 요건들 중 적용가능한 요건들이 만족되어

야 한다.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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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1차 

기기냉각

해수계통 

(고온조건)

1. 1차기기냉각해수 펌프의 

설계성능 확인 

- 유량, 차압, 진동

시험착수 전 또

는 후, 시험절차

서, P&ID 도면,

기기 명세 및 

시험결과의 비

교 및 검토

2. 1차기기냉각해수계통 경보 

작동 상태 확인

- 상태표시등(status light)과 

계통경보의 작동성 확인

-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장애

/고장 지시창의 기능

3. 자동제어신호에 의한 기기 

작동 상태 확인

- 대기중인 해수펌프 자동 

기동 확인

- 출구밸브 닫힘에 의한 해

수펌프 자동정지

- SIAS 신호에 의한 자동 기

동 확인

4. 1차기기냉각해수계통 회전

망 여과기 운전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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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3.11.1.3절 냉방수계통 시험(II)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동 계통의 점검은 주로 상온 기능시험 시 대부분 각 계통의 기기별 성능시험을 

수행하며 고온 기능시험에서는 상온 기능시험 시 취득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

으로 점검 내용 및 방법 등은 상온기능 시험과 동일하다.

상온 기능시험 이후 기기 교체, 계통 설계변경 등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

항이 발생한 경우, 고온 기능시험에서 동 계통의 점검을 재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러한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 동 계통의 고온 기능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검사 대상

가. 필수냉방수펌프 성능

나. 필수 냉동기 성능

다. 관련 밸브 성능 점검 및 연동 확인 등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동 계통은 모든 발전소 운전조건하에 안전성관련인 주제어실 공기조화기, 공학

적안전설비 고압 배전반 및 기기실 공기조화기, 그리고 각 지역냉방기의 냉각코

일에 냉수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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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1대의 공기분리기와 압축탱크는 온도변화와 소량의 공기유입으로 인해 계통 

내에 발생한 공기를 분리하고 계통수의 수축과 팽창을 흡수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필수냉방수계통은 안전성관련 및 내진등급 I로 설계되어 발전소 모든 운전조건

하에서 연속 운전되어야 한다.

나. 단일사고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다중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다. 각 계열의 기기는 독립적인 공학적안전설비(1E급) 전기모선으로부터 전원을 공급 

받는다.

라. 계통 용량은 일차 보조건물내의 주제어실 지역, 공학적안전설비(1E급) 전기기기

실, 비상 노심냉각계통 기기실 및 핵연료건물내의 사용후 연료저장조 냉각 펌프

실로부터 사고기간 동안 발생되는 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지역들의 열 제거는 안전성관련 지역냉방기와 공기조화기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마. 계통의 모든 기기는 관련 KEPIC 코드와 IEEE 표준에 따라 설계되어야한다.

바. 이 계통은 비산물, 배관타격 및 홍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사. 본 계통은 10 CFR 50, 부록 A의 일반설계기준 45와 46에 따라 계통의 능력과 

건전성을 확증하기 위하여 냉동기나 배관과 같은 주요 기기들에 대해 주기적으

로 적절한 검사, 압력 및 기능 시험을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아. 본 계통은 모든 발전소 운전조건하에서 각 냉각코일에 6℃(42°F) 이하의 냉수를 

공급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필수냉방수계통 용량은 일차 보조건물내의 주제어실 지역, 공학적안전설비 고압 배

전반  및 기기실, 비상 노심냉각계통 기기실 및 핵연료건물내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조 냉각 펌프실로부터 사고기간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최대 열부하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성능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검사한다.

가. 필수냉방수 펌프의 성능 확인

필수냉방수 펌프의 정격 유량에서 차압 및 진동이 허용범위내에 있음을 확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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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필수냉방수 계통 기기의 제어, 연동 및 경보 확인

1) 질소가스에 의해서 가압된 필수냉수계통의 압축탱크의 압력이 계통압력의 변

동에도 일정한 범위로 유지됨을 확인한다.

2) 냉동기는 필수 냉방수펌프의 기동후 3분후에 자동으로 기동되고, 펌프가 정

지함에 따라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을 확인한다.

3) 필수냉방수 계통의 펌프, 냉동기, 밸브 등의 기동/정지에 따른 경보가 적절하

게 발생함을 확인한다.

다. 필수냉방수의 유량 분배 적합성 확인

필수냉방수가 공급되는 각 계통으로 유량분배가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설정된 

상태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확인

1) 계통내 기기의 동작성능 점검 절차

2) 계통 내 밸브의 성능시험 절차

3) 허용기준의 적합성

나. 계통 내 기기의 작동시험

1) 펌프의 수동 기동 및 정지시험

2) 펌프의 자동 기동시험 

3) 필수냉동기의 유량 및 냉각능력시험

다. 밸브 및 경보시험

연동시험

5. 검사유의사항

가. 각 펌프와 관련하여 상온조건에서 성능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초기 기동시험 결

과 확인을 통해 최소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상의 성능 요건, 즉 정격 수두에

서의 정격유량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나. 시험절차서의 판정기준이 안전심사지침 9.3.4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다. 시험 초기 조치사항 등이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절차서를 

수행하는 중 단계별 전환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를 평가․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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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통의 기계적 혹은 전기적인 건설 종료시험이 완료되었고 이와 관련된 품

질보증 문서가 시운전그룹으로 적절히 이관되었는지 확인한다.

2) 계통 관련 배관 세정작업이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기기냉각계통, 순수보충계통, 질소공급계통, 계기용 공기 공급계통이 운전가

능한지 확인한다.

4) 펌프가 운전하기 전에 누설되거나 볼트가 풀려 있거나 커플링이 적절히 설

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시험 관련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고 적절히 검․교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동 계통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 상에서 요구하는 설계기준 및 계통운전 요건 등을 

만족시켜야 한다.

1. 필수냉방수펌프

가. 현장제어반의 수동스위치로 기동 및 정지되어야 한다.

나. 주제어실 제어반 수동스위치로 기동 및 정지되고 상태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 운전중인 1계열(펌프 및 냉동기)이 정지 시 대기하고 있는 1계열이 동작되어야 

한다.

2. 필수냉동기

가. 주제어실에서 펌프의 수동동작 후 3초 후에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나. 운전중 모든 Mode에서 AHU의 냉각코일의 유량은 설계유량을 만족하여야 한

다.

다. 현장제어반의 수동스위치로 기동 및 정지되고 상태가 표시되어야 한다.

라. 현장제어반이 “Remote" 위치에 있을 때, 냉동기가 동작되고 상태가 표시되어야 

한다.

마. 주제어실 제어반이 “Local" 위치에 있을 때, 냉동기가 동작되고 상태가 표시되

어야 한다.

바. 각 냉각기가 AHU에 냉방수를 계속하여 공급하고 냉각코일의 온도는 6℃±1℃

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 “Load shed signal"을 발생시키면 냉각기가 정지되어야 한다.

아. 펌프 기동신호에 따라 기동되어야 한다.



- 5 -

자. 냉각기는 정지조건에서 정지되어야하고 그 상태가 표시되어야 한다.

차. Reset Timer는 대략 30분에 동작되어야 한다.

3. 밸브 및 경보시험

가. 압력탱크 저수위신호에 따라 순수보충밸브가 열려야 하고 압력탱크 최저수위신

호에 따라 보충수 제어밸브가 열려야 한다.

나. 압력탱크 고수위신호에 따라 순수보충밸브 및 보충수 제어밸브가 닫히고 압력

탱크 최고수위신호에 따라 현장에서 압력탱크 최고수위경보가 발령되어야 한

다.

다. 냉방수 유량이 안전성관련 냉각코일이 요구하는 유량일 때, “냉방수 유량 정상”

표시등이 소등되어야 한다.

라. 냉방수 온도 10±1℃에서 “냉방수고온”경보가 발령되어야 한다.

마. 윤활유 가열기가 52±1℃에서 동작되고 60±1℃에서 정지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9장 용수계통, 14장 초기시험계획

2. KINS/GE-N0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 지침서

3.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외적요인

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설비의 공유),

제31조(최종열제거설비), 제38조(경보장치 등),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제44조(신뢰성) 및 제48조(운전제한조건의 설정․조정 등)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5.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일반설계기준 1(품질표준 및 기록), 5(구조물, 계통 및 기기

의 공유), 44(냉각수), 45(냉각수 계통의 점검), 46(냉각수 계통의 시험) 및 60(방사

성 물질의 환경누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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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기 
및 방법

비고

필수냉수계통

(고온 기능 시

험)

1. 필수냉방수 펌프의 성능

- 유량, 차압, 진동

성능시험 

현장입회 

및 

서류검토 

2. 필수냉방수 계통의 기기 제어, 연동 

및 경보 확인

- 필수 냉방수펌프 및 냉동기는 현장 

제어반/주제어실의 수동 스위치로 

기동 및 정지

- 냉동기는 펌프 기동 정지에 따른 연

동 기능 확인

- 계통의 기기 작동 및 이상 발생시 

경보 발생 기능 확인

3. 필수 냉방수의 유량 분배 적합성 확인

- 냉방수 공급 필요 부하별 필수 냉방

수 유량 분배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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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3.11.3절 보조계통시설 

제3.11.3.1절 시료채취계통 시험(II) 

주관부서 :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시료채취계통은 특정 계통의 화학적 및 방사 화학적 상태의 연속적인 분석 또는 

실험실 분석을 목적으로 각 계통으로부터 액체 또는 기체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1차시료 채취계통과 공정시료 채취계통으로 분류된다. 본 지침은 

고온기능시험 검사시 실제 계통의 운전조건과 유사한 상태에서 1차시료 채취계통을 

통하여 적절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채취된 시료로부터 취득한 변수

가 실제 계통조건을 반영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기체

시료 분석기가 실제 계통변수를 반영하고 있는가의 여부 및 Sample Sequencer의 

정상작동 여부를 함께 확인하게 된다.

2. 검사 대상

가. 사고후 시료채취 계통 (PASS)

1) 원자로 냉각재 (RCS) 고온관

2) 정지냉각계통 최소유량관

3) 격납건물 대기

4) 격납건물 재순환 집수조

나. 기체분석기 및 Sample Sequencer

다. 실험실 분석장비

라. 증기발생기 취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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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정상 운전시

- 1차시료 채취계통은 원자로냉각재 관련 계통의 화학적․방사 화학적 상태를 감시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계통으로부터 액체 또는 기체 시료를 채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상 운전시 수동으로 채취된 모든 시료는 실험실 분석장비를 이용하

여 분석된다.

- 수소를 함유한 1차계통 탱크 (VCT, EDT, RDT 및 탈기기) 및 산소를 함유한 1

차계통 탱크 (CVCS 수용탱크)로부터 채취된 기체시료는 연속기체분석기를 통

하여 각 각 산소와 수소의 농도를 감시한다.

나 사고시

- 1차시료 채취계통은 또한 사고후 RCS 고온관 (액체), 격납건물 공기 (기체), 격

납건물 재순환집수조 (액체) 및 정지냉각계통 최소 유량관 (액체)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사고시에는 인라인 분석을 통하여 RCS의 pH, 전도도, 용존 산소 및 용존 수소

를 감시한다. 그러나 기체 및 액체시료의 방사 화학적 분석은 정상 운전 및 사

고 조건에서 모두 수동으로 이루어진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격납건물 격리밸브 연동기능

- 1차시료 채취계통은 격납건물 격리설비 및 안전성관련 계통과 연결된 시료채취

관 등을 제외하고 비안전성 관련 계통으로 분류된다. 정상시 폐쇄상태인 격납

건물 격리밸브는 고장시 닫힘 (Fail-Close) 방식으로 설계되며, 격납건물 격리신

호 (CIAS)에 의해 폐쇄된다.

나. 폭발성 기체 감시

- 1차시료 채취계통은 내폭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기체폐기물계통으로 유입되는 1

차측 배기의 산소/수소 농도의 감시와 관련하여 고농도시 경보기능을 확보하고 

있다.

다. 운전원 보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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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 고압조건의 1차계통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운전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오

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압력이 걸리는 시료채취관에는 적절한 안

전/방출 밸브를 설치하여 시료배수대내의 과유량 헤더로 압력을 배출한다. 특

히 원자로 냉각재계통 고온관 시료채취관은 시료채취 전에 단반감기 고에너지 

방사능 (예; N-16)의 충분한 붕괴가 가능하도록 최소한 90초의 지연시간이 확보

되어 있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관련 시험절차서 및 계획서 검토

나. 그랩시료 실험실 분석결과의 적합성 검토

다. 기체분석기의 교정, 지시 및 경보기능 확인

- 표준가스 농도와 지시치 비교

- Sequencer 프로그램 내용과 실제 작동상태 비교

라. 사고후 시료채취계통 기능시험

- RCS 시료의 전도도, pH, 용존산소/수소에 대한 인라인 분석

- 격납건물 희석/비희석 공기의 그랩시료 채취기능

- 희석/비희석 탈기 액체시료 및 희석 배기체시료 채취기능

4. 검사 중점 사항

가. 시험절차 및 초기조건 등

1)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관련 계장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시험절차의 적합성

을 확인한다.

2) 초기 시험조건 (냉각/공급수 계통, 질소/공기 공급계통, Heat Tracing 등)의 

확보 여부와 함께 시험용 계측기의 교정상태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3) 시험 항목별 시험일시 및 관계자 서명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변경항목에 대한 

처리절차 및 이행이력을 검토한다.

4) 시료채취배관의 식별, 밸브의 개폐기능, 시료 온도, 압력 및 유량계의 기능을 

확인하고, 실제로 채취된 시료와 각 계통별 기능의 부합성을 검토한다.

나. 주요 시험항목

1) (시료 채취 가능한) 시료채취유로의 유량, 온도 및 압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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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조건에서 계통밸브의 개폐기능 확인

3) 산소/수소 분석기 및 지시계의 기능 확인 및 인라인 분석

4) 각 계통별 액체 또는 기체 그랩시료 채취기능 확인

5) Sample Sequencer의 운전, 자동 퍼지 및 표준기체 보정기능 확인

6) 사고후 시료채취계통 기능시험

5. 검사유의사항

가. 시험 초기조건과 시험기기 들의 교정상태를 확인한다.

1) 시료를 분석하는 실험실 HVAC 운전가능성

2) 기체시료 채취지점의 압력은 정상질소 과압상태 유지

3) 기체분석기 교정용 표준가스 확보

나. 관련 품질보증서류가 적절히 기록 및 유지되는가를 검사한다.

다. 시료 온도, 유량 및 압력조건이 오염방지 및 운전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인가를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다음사항에 대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 또는 세부 시험절차서에 기술되어 있는 허용

기준의 만족여부

1. 시험절차의 적합성

2. 시험 초기조건의 만족 여부

3. 세부 시험결과

가. 시료채취 및 조건 만족여부 (유량, 온도, 압력 등)

나. 계통밸브의 개폐기능

다. 기체분석기의 경보/연동 기능 및 Sample Sequencer의 작동

라. 사고후 시료채취계통의 기능

마. 실험실 분석결과의 적절성

IV. 첨부서류

1. 검사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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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점검표

검사대상 점검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1차시료채취
계통

1. 시험절차서가 설계 및 현
장 설치상황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확
인한다.

2. 건설 이관문서, 시험관련 
계통의 CAT, 배관 세정상
태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3. 시험 초기조건 만족여부를 
확인한다.

- 실험실 HVAC
- 교정용 표준 산소/수소
- 기체시료채취점의 질소 
과압상태

4. 채취된 시료의 조건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 온도, 압력, 유량 등
- 실험실 분석결과와 비교

5. 기체시료의 채취기능 및 
조건 만족여부를 확인한
다.

- 그랩시료와 지시치 비교
- 경보발생 여부
- Sample Sequencer 시료
채취 순서

6. 사고후 시료채취 가능성을 
확인한다.

- 그랩시료의 채취
- 인라인시료의 채취
- 온도, 압력, 유량 등

7. 시험관련기록 등이 적합하
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다.

- 시험착수전
- FSAR, 시험절차서,

P&ID도면 및 적용코드 
비교검토

- 시험착수전
- 품질보증기록 검토 

(필요시 입회확인)

- 시험착수전
- 현장입회검사 및 관련 
기록의 확인

- 시험시
- 현장입회검사 및 관련 
기록의 확인

- 시험시
- 현장입회검사 및 관련 
기록의 확인

- 시험시
- 현장입회검사 및 관련 
기록의 확인

- 시험후
- 시험결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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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3.11.3.2절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II)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일반적으로 발전소 출력 변화에 따른 원자로냉각재계통

에서 요구하는 유출수 및 충전수와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밀봉수를 수용․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수질 관리, 반응도 제어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

와 병행하여 발전소의 특성상 비상시 고압 안전주입 기능을 갖도록 설계되기도 한

다. 그리고 폐기물 방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심 수명 동안 원자로 정지, 기동,

그리고 붕산 희석 등에 의한 유출수와 격납건물 내 밸브와 기기의 누설, 배수, 방

출 등에 의한 냉각재 등급의 물은 수집되어 동 계통의 일부분인 붕산 회수 부분에 

의해 붕산과 탈염수를 분리하여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과 관련하여 사용전 검사는 고온 조건에서 안전성분석보고

서에 제시된 기능 및 안전설계사항 등이 아래와 같은 시험을 통해 확인․검증되어

야 한다.

2. 검사 대상

가.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종합 시험

나. 붕산 주입 및 희석 측정 시험 

II. 검사 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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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기능

가. 충전, 유출 및 밀봉수 공급 기능

충전 및 유출기능은 기설정된 가압기의 적정수위를 유지함으로서 적정한 양의 

원자로냉각재의 재고량을 유지하는 것이다. 원자로냉각재는 저온관에서 유출되어 

재생 열교환기와 유출 제어밸브(혹은 오리피스)에 의해 감온․감압시킨다. 유출 제

어밸브(혹은 오리피스)를 통과한 원자로냉각재는 유출수 열교환기와 유출수 배압

밸브를 지나면 2차 감온․감압되어 여과기와 이온교환기를 거쳐 체적제어 탱크의 

상단 살수노즐을 통해 체적제어탱크로 유입된다.

충전펌프는 냉각, 정화된 원자로냉각재를 체적제어탱크로부터 흡입하여 요구되

는 충전유량을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주입한다. 요구되는 충전유량은 가압기 수

위제어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있는 충전펌프(혹은 충전수제어 밸브)를 사용하여 

제어된다.

또한 충전계통은 원자로냉각재펌프의 방수압을 이용하여 가압기 살수를 위한 

구동수두 형성에 필요한 차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충전유량의 일부를 가압기 

보조살수관으로 전환하여 가압기 보조살수용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다. 충전수의 

일부는 밀봉수 주입여과기를 통과한 후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장치에 밀봉수로 

공급된다.

나. 원자로냉각재 화학제어․정화 및 보충기능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이온교환기와 약품첨가주입펌프를 사용하여 수산화리

튬의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함으로서 원자로냉각재 pH를 제어하며, 용존산소의 

제거하기 위해 하이드라진을 주입하거나 체적제어탱크에 일정한 수소압력을 유

지하고 있다.

혼상수지로 구성된 정화이온교환기는 정상유출 흐름으로부터 부식생성물 및 핵

분열 생성물을 제거하며, 또한 리튬의 농도를 조절한다. 음이온수지로 구성된 붕

소제거용 이온교환기는 노심 말기 원자로냉각재의 붕소농도가 희박한 상황에서 

붕소이온을 제거함으로써 원자로냉각재의 붕소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또한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일정 규모 이하의 배관의 파단에 의한 원자로냉각재 상실사

고 시 재장전수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붕산수를 주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 붕산제어 및 회수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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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전시 수집된 원자로냉각재는 원자로 배수탱크 및 기기 배수탱크에 저장

되며, 탈기기를 통하여 수용탱크에 저장된다. 회수 가능한 원자로냉각재를 재사

용하기 위하여 붕산농축기에서 여과, 이온교환 및 농축처리를 하여 순수와 농축 

붕산수로 분리되며, 재사용하거나 액체폐기물계통으로 이송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충전, 유출 및 밀봉수 공급 기능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출력 증·감발에 따른 원자로 보충수 공급 및 유출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단계적 터빈의 출력 상승․강하뿐만 아니라 

출력운전 중 선형 변화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체적 제어탱크는 초기

의 탱크 수위가 정상운전 범위에 있다고 가정할 때 보충수계통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 출력으로부터 영출력으로의 출력 변화에 따른 냉각재 재고량 변화

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크기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유출 및 충전계통은 어떤 부정적 영향이 없이 설계 과

도상태를 적절하게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 유량에 따라 원

자로냉각재펌프 밀봉수 계통에 여과된 유량을 공급하고 밀봉수 회수유량을 수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충전펌프는 계기나 시료 채취 배관과 같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작은 배관의 누

설로 인해 격납건물로 냉각재 손실을 보충하기에 충분한 용량을 갖추어야 하며 

유량제한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가 이용 불가능한 경우 가압기 살수를 대신할 수 있는 가압기 

보조살수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나. 원자로냉각재 화학제어․정화 및 보충 기능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원자로냉각재의 방사능 준위가 운영기술지침서상의 제

한값 이내로 유지되도록 하는 원자로냉각재의 정화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원자로냉각재의 수질 조건이 관련 규정 및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제한값 

이내로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붕산혼합탱크 배관과 같이 붕소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부분에서 붕소 석출을 방

지하기 위하여 가열 보온되어야 하며, 요구되는 붕산 농도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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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농축 붕산 보유량은 반응도 제어 능력이 가장 큰 제어

봉 집합체가 인출된 상태의 저온조건에서 원자로를 미임계 상태로 유지하기에 

충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재장전수탱크에는 격납건물 재순환 집수조로의 재순환작동신호 전환되기 

이전까지 고압안전주입펌프, 저압안전주입펌프 및 격납건물 살수펌프에 항상 최

소유효흡입수두가 유지될 수 있는 붕산수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붕산제어 및 회수계통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 안전주입계통, 정지냉각계통으로부

터 배수되거나 방출밸브로부터 배출되는 유량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운

전조건에 따라 생성되는 모든 액체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회수 가능

한 순수와 붕산수를 분리·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관련한 성능 시험은 고온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

은 사항에 대해 성능 점검이 수행되어 결과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성능 요건 및 안전설계사항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가. 체적제어탱크 등 수원 및 연동 기능 점검

1) 관련 밸브의 동작여부, 위치지시, 고장시 반응 및 행정시간을 확인한다.

2) 원자로보충수탱크의 압력, 온도, 수위 경보 및 연동 설정치를 확인한다.

3) 원자로 보충수 펌프 관련하여 재순환 유로 및 전체 유로를 통한 유량 설정,

성능 확인, 경보․연동 설정치, 원자로 보충수 여과기 차압경보 설정 등을 확인

한다.

4) 핵연료재장전수탱크, 붕산저장탱크의 압력, 온도, 수위 경보 작동상태를 확인

한다.

나. 충전 및 밀봉수 주입계통 점검

1) 충전펌프 및 보조충전펌프의 유량, 압력 시험 결과가 제작자 성능곡선과의 

일치를 확인한다.

2) 충전 유로와 관련된 밸브에 대한 동작여부, 위치지시, 고장시 반응 및 행정시

간을 확인한다. 격납건물 살수 동작신호에 의한 원자로냉각재펌프 제어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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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관련한 격납건물 격리밸브 동작 상태를 확인한다.

3) 충전 및 밀봉수 주입계통과 관련한 온도, 유량계, 압력계의 지시, 경보 및 이

와 관련된 연동 기능을 점검한다.

4) 충수 유량제한 오리피스에 대한 유량 평형 상태를 점검한다

다. 유출 및 정화 계통 점검

1) 유출 및 정화유로와 관련된 밸브에 대한 동작여부, 위치지시, 고장시 반응 및 

행정시간을 확인한다.

2) 관련 밸브에 대한 연동, 경보 및 제어 기능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관련한 성능 시험은 고온 및 상온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다

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성능 점검이 수행되어 결과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성능 요건 및 안전설계사항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가.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종합 시험

1) 유출수 오리피스와 배압제어밸브간의 조합별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정상운전조

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2) 정화이온교환기 및 필터 등의 차압이 시방서의 요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3) 원자로냉각재 펌프 밀봉수와 관려하여 공급량, 밀봉수 온도 및 회수되는 양 등

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정상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4) 정상운전 조건에서의 충전 유량, 온도 및 압력 등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5) 정지냉각계통의 운전시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유출관을 통해 정화운전이 가능

한지 여부를 확인

6)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제고량 제어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나. 붕산 주입 및 희석 측정 시험 

1) 붕산수 주입 모드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붕산농도 제어 능력 확인

2) 자동 모드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붕산농도 제어 능력 확인

3) 희석 모드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붕산농도 제어 능력 확인

4) 수동 모드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붕산농도 제어 능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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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 모드에서 핵연료재장전수 탱크로부터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붕산수 공급 

능력 확인

6) 탈붕산 이온교환기 성능 확인

7) 붕산계측기 고유기능 확인

5. 검사유의사항

가. 동 계통과 관련하여 고온조건에서 성능 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상온기능시험 결

과 확인을 통해 최소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성능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나. 시험절차서의 판정기준이 안전심사지침 9.3.4 및 안전성분석보고상의 내용과 일

치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다. 시험 초기 조치 사항 등이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절차서

를 수행하는 중 단계별 전환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를 평가․확인하여야 한다.

III. 판정기준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아래와 같이 안전성분석보고상의 성능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이나 정지운전중에 원자로냉각재의 수화학 및 순도 유지 

2. 온도 변화로 인한 원자로냉각재의 수축 팽창과 기타 냉각재 손실 및 증가를 보상

함으로써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재의 적정 체적 유지  

3. 재사용을 위한 기사용 붕산수의 회수, 저장, 분리 또는 액체폐기물계통으로 폐기

경로 확보

4. 제어봉집합체가 최적의 위치에 있도록 하고, 원자로냉각재의 온도 변화, 노심연소 

및 제논 변화 등으로 인한 노심반응도 변화를 보상하고, 보수와 재장전운전을 

위한 정지여유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 붕소 농도 조절

5. 발전소 정지운전중 최종 단계에서 압력을 조절하고 가압기를 냉각시킬 수 있도록 

가압기 보조살수 제공

6. 원자로냉각재내 붕소 농도 및 핵분열생성물 방사능의 연속적인 측정

7. 적절한 온도, 압력, 순도의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수를 공급하고 원자로냉각재펌

프 밀봉장치로부터 밀봉수 회수량을 수집. 충전펌프를 이용한 정상적인 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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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불가능할 때 보조충전펌프를 이용하여 원자로냉각재 펌프에 밀봉수 공급

(검사지침서 3.2.4 ‘원자로냉각재 펌프 밀봉 및 냉각기능 점검’ 참조)

8. 여러 보조기기에 원자로보충수 공급

9. 기사용 이온교환수지를 고체폐기물처리계통으로 폐기하기 위한 수단 제공

10.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불활성 기체의 연속적인 제거를 위한 수단 제공

11. 공학적안전설비펌프의 붕산수 공급원

12. 사용후연료저장조에 보충수 공급

13. 정지냉각유량의 정화 기능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

16조 (설비의 공유), 제21조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제30조 (비상 노심 냉각장

치),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2.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일반설계기준 2 (자연현상 방호에 대한 설계기준), 5 (구조

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 14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29 (예상운전 과도에 대비

한 보호), 33 (원자로냉각재 보충), 35 (비상노심냉각), 60 (방사성물질의 환경방출 

제어), 61 (핵연료 저장, 처리 및 방사능 제어)

3. TMI Action Item III.D.1.1. 누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어계획 및 누설감지설비 

4.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o 9.3.4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o 14장 초기시험계획

5. Reg. Guide 1.68 "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



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가 . 체적제어탱
크, 핵연료재
장전수 탱크,
원자로보충
탱크, 붕산저
장탱크 등 
수원 및 연동 
점검 

1. 관련 밸브에 대한 동작여부, 위
치지시, 고장시 반응 및 행정시
간 확인

2. 원자로보충수탱크의 압력, 온도,
수위 경보 및 연동 설정치 확인

3. 원자로 보충수 펌프 관련하여  
재순환 유로 및 전체 유로를 통
한 유량 설정, 성능 확인, 경보․
연동 설정치 확인, 원자로 보충
수 여과기 차압경보 설정 확인 
및  모든 보충수 공급운전 상태
에서 혼합기 성능 확인

4. 핵연료재장전수탱크 압력, 온도,
수위 경보 및 연동 설정치를 확인

5. 붕산저장탱크 압력, 온도, 수위 
경보 및 연동 설정치를 확인

시험착수 전 또
는 후, 시험절
차서, P&ID 도
면, 기기 명세 
및 시험 결과의 
비교 및 검토

나. 충전 및 밀봉
수 주입 기능 
확인

    

1. 충전 유로와 관련된 밸브에 대
한 동작여부, 위치지시, 고장시 
반응 및 행정시간 확인

  -격납건물 살수 동작신호에 의
한 원자로냉각재펌프 제어 누
설수와 관련한 격납건물 격리
밸브 동작상태 확인

2. 밀봉수와 관련한 경보, 지시 및 
밀봉주입수 격리밸브 제어를 
포함한 밀봉수 온도채널점검

3. 원자로냉각재 밀봉 누설수 압
력채널 동작상태(신호 출력, 지
시, 경보 및 경보 설정치) 점검

4. 충전펌프 정격유량에서 재순환 
유량 평형 오리피스에 대한 계
통 유량 평형 점검.

5. 충전펌프 성능곡선 점검
다. 유출, 정화 

및 관련 계

통 기능 

1. 유출 및 정화유로와 관련된 밸

브에 대한 동작여부, 위치지시,

고장시 반응 및 행정시간 확인

2. 관련 밸브에 대한 연동, 경보 

및 제어 기능 확인



지 침 번 호 KINS/GI-N03

분 류 번 호 3.11.3.3

개 정 번 호 4

발 행 일 자 2017.12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분류번호 : 3.11.3.3

제 목 : 압축공기계통 시험(II)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제․개정 

번   호

작   성 확   인 부  분   개  정

성 명 일 자 성 명 일 자 쪽 작성자 확인자 일자

0

1 신대수 ‘02.04 김병순 ‘02.05

2 김효중 ‘10.7 금오현 ‘10.7

3 신 철 ‘13.4 도규식 ‘13.4

4
김효중
김상재

‘17.12 민복기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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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3.11.3.3절 압축공기계통 시험(II)(Total loss of IA supply)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동 계통의 점검은 주로 상온 기능시험 시 대부분 각 계통의 기기별 성능시험을 

수행하며, 고온 기능시험에서는 상온 기능시험 시 취득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

으로 점검 내용 및 방법 등은 상온기능 시험과 동일하다.

상온 기능시험 이후 기기 교체, 계통 설계변경 등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

항이 발생한 경우, 고온 기능시험에서 동 계통의 점검을 재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러한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 동 계통의 고온 기능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안전관련 및 비 안전관련 기기(공기구동밸브, 제어기 등)에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압축공기계통은 계기용 공기계통과 소내용 공기계통으로 구분되는 2개의 부속계통

으로 구성된다. 계기용 공기계통은 안전관련 및 비안전관련 공기구동밸브와 제어기 

등에 건조되고 여과된 양질의 계기용 압축공기를 공급하며, 소내용 공기계통은 작업

용 기기나 정비용 공기구 등에 압축공기를 공급한다.

일반적인 압축공기계통 설계는 호기별로 100% 용량의 무급유식 공기압축기(Air Co

-mpressor) 2대 또는 50% 용량의 무급유식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 4대와 제어

반, 공기압축기 후단에 공기저장탱크(Air Receivior) 2대, 하나의 여과기에 필터가 두 

개인 이중구조 형식(Duplex Type)을 갖는 전·후단 여과기와 공기건조기(Air Dryer)

두 계열로 구성된 공기정화장치, 압력조절장치와 공급관로 등으로 구성되어진다.

발전소 운전기간 중에는 한 대 또는 두 대의 공기압축기, 계기용 공기 건조기 및 

여과기만 운전된다. 하나의 여과기에 필터가 두 개인 이중구조 형식(Duplex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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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 전·후단 여과기로 인하여 운전 중인 필터가 오염되어서 차압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압축공기의 여과기능을 차단하지 않고 새로운 필터쪽으로 압축공기의 흐

름을 전환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공기 정화기능을 제공함과 함께 더러워진 필터를 세

정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준다. 두 계열의 공기건조기는 비가열식 건

조제(흡습제)가 건조실 내부에 충전되어 있으며, 타이머 및 제어장치가 부착되어 자

동으로 두 건조실로 공급되는 압축공기를 전환해 주고 하나의 건조실이 운전되어 

수분을 흡수하는 동안 다른 쪽 건조실내에 들어있는 압축공기를 외부로 불어냄으로

서 수분으로 포화상태가 된  건조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건조시킨다. 건조되고 여

과된 계기용 압축공기는 계기용 공기 압력조절장치와 공급모관, 분배관로를 통해 계

기용 압축공기를 필요로 하는 기기에 공급된다.

동 계통과 관련한 고온기능시험 시에는 압축공기계통 기기가 운전조건과 근접한 

상태에서 계기용 압축공기를 상실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고-압력 등 압력조절 능력

을 상실한 과도상태에서도 공기구동기 및 제어기의 작동성이 유지되고, 최초 설계된 

바와 일치되게 안전위치로 동작하며, 계기용 공기 및 소내용 공기계통의 고장이 발

생하더라도 설계기준 사고시의 사고 영향을 경감시키거나 비상냉각 조건하에서 기

능을 수행하는 안전성 관련 기기나 계통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정상, 과압, 급격 및 점진적인 계기용 압축공기의 상실 등 비상조건에서 안전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기의 운전성 확인

1) 계기용 압축공기를 공급받는 안전관련 밸브가 정상 운전조건보다 높은 과압

상태에서도 밸브의 작동성이 유지됨을 확인

2) 계기용 압축공기의 급속 상실, 완속상실시험을 통해 안전관련 밸브가 

요구되는 위치(Fail to safe position)로 동작됨을 확인

나. 계기용 압축공기의 급속상실, 완속상실 시험을 통하여 손상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1차계통과 BOP의 다양한 설계차이로 인한 비안

전관련 설비의 간섭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사용가능성을 입증)

다. 실제 운전조건에서 계기용 압축공기의 품질이 만족됨을 확인(안전성 관련 기기  

로 공급되는 분배관로 최종단의 공기품질 결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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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안전관련 및 비안전관련 기기에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압축공기계통은 2개의 부계

통으로 구분된다. 제어용 공기계통은 안전관련 및 비안전관련 기기와 계통에 제어용 

공기를 공급하며, 소내용 공기계통은 작업용 기기나 공기구 등에 공기를 공급한다.

발전소 운전기간 중에는 한 대 또는 두 대의 공기압축기와 계기용 공기 건조기 및 

여과기만 운전되며, 이러한 여과기의 교대 운전 방식은 압축공기의 흐름을 운전되고 

있지 않은 여과기로 전환시킴으로써 더러워진 여과기를 세정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

록 한다. 공기건조기는 비가열 건조형의 건조기로서 타이머 및 제어 장치를 이용,

자동으로 두 건조실로 공급되는 압축공기를 전환하여 하나의 건조실이 운전되는 동

안 다른쪽 건조실내에 들어있는 건조제를 건조시킬 수 있다. 건조 및 여과된 계기

용 공기는 계기용 공기헤더 및 분배모관을 통해 계기용 공기 배관계통에 공급된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소내용 및 계기용 공기계통은 안전성관련, 내진범주 I, 품질등급 B인 격납건물 관

통부를 제외하고는 비안전성관련, 내진범주 Ⅱ 또는 Ⅲ, 품질등급 D로 분류된다.

나. 계기용 공기 및 소내용 공기계통의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설계기준 사고시의 사

고 영향을 경감시키거나 비상냉각 조건하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성 관련 기

기나 계통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압축공기계통은 자동으로 적절한 계통압력을 유지하고, 계통압력이 설정치 이하

로 떨어지면 주제어실에 경보와 운전상태 표시등이 작동하여 운전원에게 설비의 

운전상태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라. 공기압축기, 건조기 패키지의 계측설비는 현장에 설치된 온도 및 압력 스위치와 

지시계 및 자동보호기기를 포함한다. 압력 및 온도 스위치의 작동으로 공기압축

기와 건조기는 자동으로 운전을 하게 된다.

3. 세부검사내용

가. 공기 압축기, 후단 냉각기, 공기저장 탱크, 전단 여과기, 건조기, 후단 여과기 등

을 포함하는 압축공기 계통이 설치된 후, 설계된 성능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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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나. 계기용 공기계통의 공기 품질(습분과 관련하여 노점, 기름, 입자, 오염물질)이 최

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내용, 관련 기술기준인 ANSI/ISA-S 7.3-1975(R1981)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다. 계기용 공기모관 압력이 설정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소내용 공기계통 간에 

설치된 차단밸브 및 타 호기 공기계통과 연결된 차단밸브가 자동적으로 닫히는 

차단밸브의 작동성을 확인한다. 설계차이로 인하여 호기간 공기계통과 연결된 

차단밸브는 설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 계기용 압축공기계통의 유로 밸브의 작동성 확인

압축공기계통의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동작시간 확인 및 압축공기계통 격리밸브

의 작동상태 및 고장시 안전위치 적절성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정상, 과압, 급격 및 점진적인 계기용 압축공기의 상실 등  비정상적인 운전조

건에서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기의 운전가능성을 확인

1) 계기용 압축공기를 공급받는 안전관련 밸브가 정상 운전조건보다 높은 과압

상태에서도 밸브의 작동성이 유지됨을 확인

2) 계기용 압축공기의 급속 상실, 완속상실 시험을 통해 안전관련 밸브가 요구

되는 위치(Fail to safe position)로 전환됨을 확인

나. 계기용 압축공기의 급속상실, 완속상실 시험을 통하여 손상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1차계통과 BOP의 다양한 설계차이로 인한 비안

전관련 설비의 간섭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사용가능성을 입증)

다. 공기품질의 만족여부를 확인(실제 운전조건에서 안전성 관련 기기로 공급되는  

분배관로 최종단에서 수행되는 공기품질 결과로 대체 가능)

5. 검사 유의사항

없  음.

III. 판정 기준

1. 정상, 과압, 급격 및 점진적인 계기용 압축공기의 상실 등 비상조건에서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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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기의 운전성이 만족되어야 한다.

- 계기용 압축공기를 공급받는 안전관련 밸브가 정상 운전조건보다 높은 과압상

태에서도 밸브의 작동성이 유지됨이 확인되어야 한다.

- 계기용 압축공기의 급속 상실, 완속상실시험을 통해 안전관련 밸브가 요구되는

위치(Fail to safe position)로 작동됨이 확인되어야 한다.

2. 계기용 압축공기의 급속상실, 완속상실 시험을 통하여 손상이나 예기치 않은 문

제가 발생되지 않음이 확인되어야 한다(1차계통과 BOP의 다양한 설계차이로 인

한 비안전관련 설비의 간섭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사용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3. 계기용 압축공기의 공기품질이 만족하고, 공기압력을 유지하기 위한 계측기 및  

기기의 성능이 만족됨이 확인되어야 한다.

IV. 첨부 자료

1.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1.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2.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조 (설비의 공유)

4.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25)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6. 표준형원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9.3.1, 14장 

7. Reg.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8. ANSI/ISA-S7.3-1975, "Quality Standard for Instrument Air"

9. ANSI/ANS-59.3-1992, "Nuclear safety criteria for control air system"

검사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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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계기용 및 소

내용 압축공

기계통

1. 압축공기계통 기기 성능 확인

- 공기 압축기, 후단 냉각기, 공기저

장 탱크, 전단 여과기, 건조기, 후단 

여과기 등

시험착수 전 

또는 후, 관련 

시 험 절 차 서 ,

P&ID 도면,

기기 명세 및 

시험결과의 비

교 및 검토

2. 계기용 공기계통의 공기 품질 확인

-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ANSI/ISA

-S7.3-1975 (R1981) 요건 

3. 자동운전 및 연동 기능 확인

- 계기용 모관 압력이 설정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소내용 공기계통 밸브 

차단 기능 확인

4. 압축공기계통 유로 밸브작동성 확인

- 압축공기계통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동작시간 확인

- 압축공기계통 격리밸브의 작동 상

태 및 고장시 안전위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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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1절 초기핵연료장전

주관부서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계통성능분야/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초기핵연료장전은 발전소 건설과 가동전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원자력안전

위원회로부터 발전소 운영허가가 발급된 후 수행된다. 초기핵연료장전을 기점으로 

원자로는 핵분열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발전소는 

핵분열반응 및 방사선에 대비한 감시계통과 보호계통을 작동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운전 조건에서 요구되는 운영기술지침서의 운전제한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주기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핵연료장전 도중 부

주의한 임계도달과 오장전을 방지하고 안전한 핵연료 취급을 위하여 최종안전성분

석보고서 14.2.10장 또는 Reg. Guide 1.68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초기핵연료장전 시험에 대한 검사에서는 관련 절차서가 규제요건과 핵연료의 

장전계획에 관한 설명서에 기술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그리고 운전원 기록지의 확인과 주제어실, 격납건물 및 핵연료건물에 대한 현

장 입회를 통해 전체 작업이 요구되는 규제요건을 준수하면서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사 대상

가. 원자로 본체

나. 노외 핵계측계통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초기핵연료장전 시 신핵연료는 핵연료 건물의 사용후핵연료저장조로부터 원자로 

건물로 이송되어 핵연료 기중기를 이용하여 원자로 노심의 지정된 위치에 장전된

다. 원자로 냉각재계통은 노심에 붕산수를 공급하여 적절한 수위를 유지함으로써 

노심을 미임계상태로 유지하고 방사선 차폐기능을 제공한다.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

는 노심에 장전될 신연료가 임시 저장되는데 붕산수가 채워져 있지 않은 건조상태

에서 핵연료 이송작업이 수행될 수 있다. 핵연료 장전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에는 원

자로건물의 핵연료 재장전 기중기, 핵연료건물의 사용후핵연료 취급기중기 그리고 

핵연료 이송차와 핵연료 취급공구 등이 있다. 기동영역 노외 핵계측계통 및 노내에 

설치된 임시중성자속계측기(TNMS)는 핵연료가 노심에 장전되어 있는 동안의 노심

의 중성자속 준위를 감시하고 주제어실과 원자로건물에 가청지시 기능을 제공한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재장전수로는 노심의 유효증배계수(keff)를 0.95 이하로 

유지시킬 수 있는 붕산수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나. 노외핵계측설비가 작동해야 한다. 초기노심의 경우 중성자속이 낮아서 노외핵

계측설비를 통한 감시가 어려워 노내에 임시중성자속계측기를 설치한다. 노외

핵계측기 및 임시중성자속계측기를 통한 중성자속준위의 육안감시기능을 주

제어실에, 임시중성자속계측기를 통한 중성자속준위의 가청지시 기능을 주제

어실과 원자로건물에 제공해야 한다.

다. 핵연료재장전기중기와 사용후연료취급기중기는 핵연료의 안전한 취급과 정확

한 장전을 위한 각종 연동장치를 갖추고 기기의 기능 시험은 완료되어 있어

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장전 전 선결요건의 만족여부

핵연료의 장전계획에 관한 설명서 및 운영기술지침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

이 관련 절차서에 적절히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핵연료의 장전계획에 관

한 설명서에 기술된 연료장전 작업 선결요건이 만족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장전과정의 적절성

노외핵계측설비 및 임시중성자속계측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현장에 

입회하여 핵연료장전작업이 적합한 자격을 갖춘 충분한 인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또한 노심의 냉각재 수질상태, 조명상태가 장전작업 수행에 

적합한지 그리고 수중카메라의 작동상태가 원활한지 확인한다. 주제어실, 원자

로건물 및 핵연료건물 간의 직접통신을 통해 작업이 통제 및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운전원 기록지를 점검하여 장전 중 핵연료의 건전성을 저해할 특이 

사항이 없었음을 확인한다.

다. 장전결과의 적합성

핵연료가 정위치에 올바르게 장전되었음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핵연료장전작업이 개시되기 전에 선결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지 관련 계

통의 지시계와 운전원 기록지 및 절차서 기록상태를 점검하여 확인한다.

나. 노심 중성자속 준위는 핵계측기를 통하여 연속적으로 감시되고 있고 핵연료 

장전에 의한 노심의 반응도 변화는 역계수율(1/M)측정을 통해 기록되고 있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때 핵계측기의 성능 확인 및 역계수율의 정규화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다. 핵연료 장전중에 부주의한 붕소희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라. 핵연료장전작업은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원자로 조종감독자

(SRO)에 의해 통제되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요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각 핵연료 취급구역에서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작업자가 참여하고 있음을 확

인한다. 작업자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조편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마. 노심에 핵연료장전이 완료된 후 모든 핵연료가 정위치에 장전되어 있음을 확

인하였는지 검사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중성자속준위를 감시하는 노외핵계측기의 검출기와 지시계는 적절하게 교정

이 완료된 후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나. 매 핵연료장전 시마다 측정하고 있는 중성자속 역계수율(1/M)에 특이한 변화

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역계수율이 0.1 이하가 되거나 선원의 위치를 옮길 때 

역계수율을 새로 정규화하여 감시하는지 확인한다.

다. 핵연료장전 및 취급작업 시 예기치 않은 부하가 발생하거나, 각종 연동장치를 

해제한 후 이동하는 경우는 없는지 점검한다.

III. 판정 기준

1. 핵연료의 장전계획에 관한 설명서에 기술된 연료장전 작업 선결요건이 만족되

어 있다.

2. 장전 중 핵연료의 건전성을 저해할 특이사항은 없다.

3. 핵연료는 정위치에 장전되어 있다.

IV. 첨부 자료

1. 검사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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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초기핵연료장

전 시험

가. 장전 전 선결요건의 만

족 여부

- 핵연료의 장전계획에 관

한 설명서에서 요구한 

선결요건의 만족 여부

나. 장전 과정의 적절성

- 적합한 자격을 갖춘 충

분한 인원에 의해 작업

되는지 여부

- 노외핵계측설비 및 임

시중성자속계측기의 동

작 여부

- 역계수율 측정을 통해 노

심의 반응도 변화 감시 

- 노심의 냉각재 수질 상

태, 조명, 수중카메라 

동작 상태

- 주제어실, 원자로건물 및 

핵연료건물 간의 직접통신

- 핵연료 건전성을 저해할 

특이 사항의 발생 여부

다. 장전결과의 적합성

- 핵연료의 정위치 여부

- 면담 및 운전원 

기록지 검토

- 주제어실/원자로건

물/핵연료건물 입

회 확인

- 면담 및 작업 일지 

검토

- 운전원 기록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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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2절 초기 임계 시험 

주관부서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저출력 노물리시험은 원자로 출력이 적절히 낮은 상태에서 높은 중성자속 준위를 

유지하며 냉각재, 노심, 반응도 제어계통, 노물리변수 및 차폐체의 특성이 설계치와 

부합됨을 확인하는 것이다. 저출력 노물리 시험은 여러 개의 단위 시험으로 진행되

며 이 중 초기 임계시험은 핵연료 장전 이후 미임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노심에 

정반응도를 주입하여 원자로를 임계상태로 진입시키는 것이다. 임계과정에 적용되

는 시험절차서의 내용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규제요건과 원자력안전법 등에 

비추어 적절히 기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로 원자로가 임계에 도달하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시험 결과 평가를 포

함하여 시험 기록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원자로 본체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노심이 완전히 장전된 이후에는, 저출력 시험을 위한 출력상승을 위해 임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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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초기 접근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원자로의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로 

시험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원자로 보호계통과 비상정지 계통을 포함하는 발전소의 

기동이나 보호에 필요한 모든 계통들은 작동 가능하여야 하며 준비상태에 있어야 

한다.

2. 안전 설계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초기 임계에 진입시키는 

데 필요한 제반과정이 상세하고 분명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나. 원자로냉각재 내의 붕소농도가 운영기술지침서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확

인한다.

다. 원자로냉각재의 평균온도 및 압력이 운영기술지침서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지 확인한다.

라. 모든 제어봉이 정상적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제어봉 제어계통이 정상 작동 상

태인지를 확인하다.

마. 모든 유체계통(비상노심냉각계통, 보조급수계통, 기기냉각수계통, 화학 및 체

적제어계통 등)이 정상작동 상태인지 확인한다.

바. 핵계측계통 및 원자로보호계통이 정상 작동 중인지 확인한다.

사. 노외계측기를 통한 충분한 계수율(0.5 cps 이상)의 중성자속 신호가 기록되고 

신호대 잡음비가 2 이상임을 확인한다.

아. 제어봉 인출 시 제어봉 위치 지시기의 편차가 제한치 이내인지 확인한다.

자. 제어봉 인출 완료 시 제어봉들의 배열이 절차서에 명시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차. 제어봉 인출 및 붕소 희석단계의 전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선원영역 계수기를 

이용하여 중성자 계수율을 측정하고 이로부터 역계수비를 계산한다.

카. 시험과정에서 원자로가 트립되면, 트립원인 조사후 시정조치를 취하고, 추후 

운전에 대한 자세한 절차가 수립된 후에 초기임계 시험을 다시 수행한다.

타. 임계 도달을 확인한 후 안전한 상태를 유지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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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중점사항

가. 제어봉 인출 시 제어봉 위치 지시기의 편차가 제한치 이내인지 확인한다.

나. 제어봉 인출 및 붕소 희석단계의 전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선원영역 계수기를 

이용하여 중성자 계수율을 측정하고 이로부터 역계수비를 계산한다.

다. 임계 도달을 확인한 후 안전한 상태를 유지함을 확인한다.

라.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 압력, 붕소농도에 갑작스런 변화를 줄 수 있는 발전

소 운전 상태 변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마. 제어봉 집합체 인출 또는 붕산 희석 시, 즉, 노심의 정반응도 주입 시 원자로

가 임계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검사한다.

바. 제어봉 집합체 인출과 붕산 희석은 절차서에 정해진 단계를 거쳐 수행되어야 

하며, 냉각재 내 붕소는 절차서에 명시된 속도로 희석함을 확인한다.

사. 임계접근을 감시하는 역계수율비는 충분한 시간 동안 측정된 값으로 계산되

어야 하며, 역계수율비가 0.1 이하가 되면 역계수율비를 새로 정규화하게 되

는데 이때는 임계에 매우 가까운 시점이므로 특히 주의 깊게 검사한다.

아. 임계붕산농도의 설계값보다 50 ppm 이상 낮은 농도로 희석하지 않도록 한다.

5. 검사 유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III. 판정 기준

1. 시험절차는 절차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2. 초기임계 도달 시 붕산농도는 설계값의 붕산농도에서 ±50 ppm 이내이어야 한다.

3. 원자로가 초기 임계에 도달한 후 안정된 상태에서 절차서에 명시된 일정 출력

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IV. 첨부 자료

1. 검사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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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초기임계 시험 1. 초기임계시험 절차서

2. 시험 초기조건 점검

- 과출력 경보 설정치

- 과출력 정지 설정치

- 원자로냉각재 붕소농도

- 원자로냉각재 온도

- 원자로냉각재 압력

- 원자로 제어봉 정렬 상태

3. 제어봉 인출

- 제어봉 인출단계

- 역계수율비 계산

- 원자로 제어봉 정렬 상태

4. 붕소 희석

- 붕산희석 단계 및 희석

속도

- 역계수율비 계산

5. 임계

- 임계붕산농도

- 안정상태 유지

시험 전, 시험절차서 

및 적용 코드의 비교 

검토

시험 중 현장입회 검사

시험 중 현장입회 검사

시험 중 현장입회 검사

시험 중 현장입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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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3절 노심 성능평가 시험 

주관부서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노심 핵설계는 다양한 조건에서의 유효증배계수와 중성자속 분포(출력분포)를 계

산하는 것이다. 영출력 노물리시험을 통해 유효증배계수와 반응도가에 대한 핵설계 

계산 정확도를 확인하였다면 출력상승시험 중에는 주요 출력단계별(20%, 50%, 80%,

100%)로 노심 출력분포를 측정하여 설계치와 비교함으로써 노심의 출력분포 특성이 

설계과정을 통해 예측한 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운전 주기 동안의 노심핵설계 결과에 신뢰를 부여하고, 노심에 부적절한 상태가 없

음을 확인한다. 노심의 핵설계는 한 주기 동안의 정상상태 연소계산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주요 출력단계별로 제논평형 및 원자로평형 상태, 전제어봉 인출조건을 

유지한 후 노내 핵계측계통을 이용하여 3차원 노심출력분포를 측정하고 설계예측치

와 비교하여 그 결과가 설계 및 측정불확실도 범위 내에 있으면 정상으로 판정한

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사 시에는 먼저 시험 판정기준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험 시에는 설계조건과 최대한 근접

하게 안정된 조건을 유지하면서 측정하였는지 그리고 시험결과는 판정기준을 만족

하였는지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원자로 본체

나. 노내 핵계측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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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 절차서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노내 핵계측계통은 고정형 노내검출기집합체와 소내 전산기에서의 신호처리를 위

한 각종 장치로 구성된다. 각각의 노내검출기집합체에는 5개의 자기전원공급형

(Self-powered) 로듐(Rhodium) 중성자검출기가 축방향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OPR1000형 원전의 경우 45개의 노내검출기집합체가 노심 내에 배치되어 있고,

APR1400형 원전의 노심에는 61개의 노내검출기집합체가 배치된다. 노심의 3차원 

출력분포는 노내 핵계측기로 측정된 중성자속 신호를 전산처리하여 구하게 되는데 

이때 전산프로그램(예, CECORE 코드)이 사용된다. 소내 전산기에 저장된 중성자속 

신호를 전산코드로 처리하여 노심 전체 핵연료 집합체에 대한 출력분포와 각종 출

력첨두 계수를 계산하게 된다.

2. 안전 설계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세부 검사내용

가. 절차서를 검토하여 시험 판정기준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4장 및 핵설계 

불확실도에 근거하여 선정되어 있고 노심 안정상태 유지조건이 적합하게 기

술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판정기준 불만족시 취해야 할 조치가 적절한

지 검토한다.

나. 노내 핵계측기 신호를 취득할 당시의 노심연소도와 설계 당시 고려된 연소도

와의 차이가 200 MWD/MTU 이내로서 설계값이 유효함을 확인한다.

다. 노내 핵계측기 신호를 취득할 당시의 원자로 운전상태가 절차서에서 규정하

고 있는 제논 평형, 노심 출력, 냉각재 온도, 압력 및 제어봉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라. 해당 출력에서의 출력분포 및 출력첨두 계수에 대한 예측치와 전산코드 입력

상수는 설계자로부터 적합하게 제공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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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산코드의 출력결과를 검토하여 노내 핵계측기 신호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출력분포 및 출력첨두 계수에 대한 시험결과는 모두 판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다.

마. 시험 전에 각 노내 핵계측기는 성능점검 시험을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점검

하였는지 확인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시험조건이 설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정상태인지 확인한다.

나. 시험결과가 판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모든 노내 핵계측기가 정상적으로 점검되었는지 확인한다.

III. 판정 기준

각종 출력분포 및 출력첨두계수의 측정치와 설계 예측치의 차이는 최종안전성분

석보고서 14장에 기술되어 있는 판정기준 이내이다.

IV. 첨부 자료

1.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2. 경수로형 원전 안전규제지침 18.3 저출력시험 및 출력상승시험

3. 신고리 1,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4장 초기시험프로그램

4. 신고리 1,2호기 운영기술지침서 

5. 신고리 3,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4장 초기시험프로그램

6. 신고리 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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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고리 3호기 사용전검사보고서(핵연료장전 및 시운전검사), KINS/AR-1049,

2017년

8. USNRC, Regulatory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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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NSI/ANS-19.6.1-2011, "Reload Startup Physics Tests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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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노심 성능평

가 시험

1. 시험 절차서에는 시험조건

및 판정기준이 적합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시험 전에 노내핵계측기

는 성능시험이 완료되었

는지 확인하다.

3. 중성자속 신호 취득 시에

는 요구출력, 제논평형 

및 전제어봉 인출조건을 

유지하였는지 확인한다.

4. 전산프로그램이 정상작동

하는지 확인한다.

5. 시험결과는 판정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한

다.

시험 전 절차서 검토

시험 전 해당시험 결

과 확인

시험 시 입회 또는 

운전원 일지 및 기록 

확인 

시험 전 절차서 및 

기록 확인

시험 후 절차서 기록

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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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4절 축방향 제논진동 시험 

주관부서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면 노심에는 핵연료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출력분포 진동이 발생하지 않거나, 출력분포 진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노심 핵설계

에서는 주기 초부터 주기 말까지 제논진동에 의한 출력분포 진동특성을 분석하여 

그 안정도를 평가하며, 발산 경향이 있는 제논진동에 대해서는 제어봉 제어계통 등 

반응도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안전범위 이내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본 시험은 축방향 제논진동과 제어봉을 사용한 축방향 출력분포 제어특성이 핵설계

를 통해 예측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다. 본 시험을 통해 부분강 

제어봉(PSCEA) 또는 전강제어봉이 축방향 제논진동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음을 입

증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사 시에는 먼저 시험 판정기준이 FSAR에 근거하여 적

합하게 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험 시에는 설계조건(계산조건)과 최대한 근접하

게 안정된 조건을 유지하면서 실시하는지 그리고 시험결과는 미리 예측한 대로 나

타나는지 확인한다.

본 시험이 선행 원자로에서 실시된 적이 있고, 선행 원자로와 동일한 노형 그리

고 동일한 핵연료로 노심이 구성되고 핵설계방법론도 동등하면 후행호기에서는 시

험이 면제될 수 있다.

2. 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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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자로 본체

나. 제어봉 제어계통

다. 노내외 핵계측계통

라. COLSS/CPC

마. 시험 절차서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제어봉은 정지제어봉, 조절제어봉 및 부분강제어봉으로 구성된다. 정지제어봉 및 

조절제어봉은 B4C와 같은 중성자흡수물질을 사용하며, 노심 반응도 제어 및 원자로 

정지시 충분한 정지 반응도 제공이 주요 기능이다. 부분강제어봉은 Inconel과 같은 

중성자흡수물질을 사용하며 노심 축방향출력분포 조절에 사용된다.

출력변동 또는 제어봉 이동 등에 의해 노심에 제논진동이 발생하여 축방향출력분

포가 진동하면 일차적으로 부분강제어봉을 사용하여 이를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진폭이 클 경우에는 부분강제어봉만으로 제논진동을 안정시킬 수 없을 수도 있

는데 이 경우 조절 제어군 5를 추가로 투입하여 제논 진동을 안정시킬 수 있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노심의 축방향 제논진동은 부분강제어군 또는 조절제어군을 사용하여 초기 

평형상태로 안정시킬 수 있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절차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시험조건이 설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정조건인지 확인한다.

다. 운영기술지침서의 특수시험 예외사항에 따라 적절한 주기점검이 수행되고 있

는지 확인한다.

라. 제논진동 발생과 이를 초기평형조건으로 안정화시키는 작업은 미리 수립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마. 시험결과가 판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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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중점사항

가. 절차서를 검토하여 시험 판정기준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4장 및 4.3절 핵

설계에 근거하여 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시험방법이 부분강 제어봉

의 출력분포제어능력에 부합되게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시험상태에 

대해 미리 모사계산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논진동의 진폭이 결정

되고 부분강 제어봉과 조절 제어봉의 운전전략이 수립되었는지 검토한다.

나. 시험 전 초기조건은 50% 출력 이상에서 안정상태이며 미리 모사계산을 수행

한 조건과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또한 시험은 절차서에 기술되어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되는지 확인하다.

다. 운영기술지침서의 특수시험 예외조항이 적용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주기점검이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라. CPC 및 COLSS는 정상작동하며 절차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변수들을 적절히 

감시하고 있는지 확인하다. 또한 ASI는 기록지를 통해 연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마. 시험결과 제논진동은 안정상태로 제어할 수 있는지 확인하며 이 때 부분강 

제어봉 및 조절 제어봉의 사용정도가 절차서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4장

과 부합되는지 검토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절차서에 기술되어 있는 제논진동의 진폭크기와 부분강 제어봉 및 조절 제어

봉의 사용 전략이 핵설계 계산을 통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제논 진동 시 2차계통 터빈출력은 일정하게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III. 판정 기준

1. 부분강 제어봉과 조절 제어봉을 각각 또는 함께 사용하여 제논 진동을 초기 안

정상태로 제어할 수 있다.

IV. 첨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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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2. 경수로형 원전 안전규제지침 18.3 저출력시험 및 출력상승시험

3. 신고리 1,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4장 초기시험프로그램

4. 신고리 1,2호기 운영기술지침서 

5. 신고리 3,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4장 초기시험프로그램

6. 신고리 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 

7. 신고리 3호기 사용전검사보고서(핵연료장전 및 시운전검사), KINS/AR-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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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USNRC, Regulatory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Rev.3, March 2007.

9. ANSI/ANS-19.6.1-2011, "Reload Startup Physics Tests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축방향 제논 

진동시험

1. 시험 절차서에는 시험조건,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이 

적합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시험 초기조건은 50% 출

력 이상에서 충분히 안

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운영기술지침서 예외사항을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

4. COLSS 및 CPC는 정상

작동하며 ASI는 기록지로

감시하는지 확인한다.

5. 시험결과 제논진동은 미리

예측한 방법 및 정도에 

따라 제어되었는지 확인

한다.

시험 전 절차서 검토

시험 시 입회 또는 

운전원 일지 및 기록 

확인     

시험 시 입회 

시험 시 입회 또는 

기록지 확인

시험 시 입회 또는 

시험 후 절차서 기록

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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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5절 감속재 온도 반응도계수 측정 시험 

주관부서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감속재 온도 반응도계수 측정시험은 원자로 출력이 적절히 낮은 상태에서 높은 

중성자속 준위를 유지하며 감속재 온도 계수 또는 등온 온도 계수가 운영기술지침

서의 제한조건을 만족하고 설계치와 부합됨을 확인하는 것이다. 등온온도계수를 측

정함으로써 감속재온도계수를 결정하여 핵설계의 적합성 및 안전성을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원자로 본체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감속재온도계수는 감속재의 단위온도 변화에 따른 노심반응도 변화량을 나타내는 

계수이다. 감속재온도계수는 원자로의 온도변화 시 원자로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반

응도계수로 측정된 등온온도계수를 사용하여 계산된다. 등온온도계수의 측정을 위

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변화는 증기우회제어계통(SBCS) 또는 주증기대기방출밸

브(MSADV)를 이용한다. 원자로냉각재 평균온도 변화량과 반응도계산기를 통해 계

산된 반응도 변화량의 비를 통해 등온온도계수 및 감속재온도계수를 계산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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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안전 설계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세부 검사내용

가. 절차서가 관련 요건에 적합하게 작성되고, 시험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지 확인한다.

나. 시험 시 초기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 원자로 출력은 저출력 원자로특성 시험 준위에서 안정되어 있다.

- 냉각재 온도, 압력, 붕소농도 등은 저출력 원자로 특성시험 조건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다.

- 냉각재 및 가압기 내 붕소농도는 시험에 적합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한다.

- 반응도계산기를 절차서에서 요구하는 조건으로 설정하고 기록을 시작하는지 

확인한다.

다. 등온온도계수 측정

- 냉각재 온도 상승/하강 전에 냉각재 온도가 안정화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 냉각재 온도 상승/하강 시 적절한 온도 변화율 및 온도변화 폭을 주는지 확

인한다.

라. 등온온도계수로부터 구한 감속재온도계수를 확인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등온 온도 계수 측정

나. 감속재 온도 계수 계산

5. 검사 유의사항

가. 시험 시 초기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나. 등온온도계수 측정 시 적절한 온도 차이를 주는지 확인한다.

다. 등온온도계수 측정 시 출력은 특성시험 시험범위 이내에서 조절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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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판정 기준

1. 등온온도계수 측정

가. 측정된 등온온도계수와 설계에서 예측된 등온온도계수의 편차가 허용값 이내

이어야 한다.

나. 등온온도계수 측정에서 얻어진 감속재온도계수는 운영기술지침서의 제한값 

이내이어야 한다.

IV. 첨부 자료

1.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2. 경수로형 원전 안전규제지침 18.3 저출력시험 및 출력상승시험

3. 신고리 1,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4장 초기시험프로그램

4. 신고리 1,2호기 운영기술지침서 

5. 신고리 3,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4장 초기시험프로그램

6. 신고리 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 

7. 신고리 3호기 사용전검사보고서(핵연료장전 및 시운전검사), KINS/AR-1049,

2017년

8. USNRC, Regulatory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Rev.3, March 2007.

9. ANSI/ANS-19.6.1-2011, "Reload Startup Physics Tests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10. ANSI/ANS-19.11-1997 (R2011), "Calculation and Measurement of the

Moderator Temperature Coefficient of Reactivity for Water Moderated

Power Reactors“



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감속재 온도 

반 응 도 계 수 

측정시험

1. 감속재온도계수 측정 시

험 절차서

2. 시험 초기조건 점검

- 원자로냉각재 온도 

안정화

- 원자로냉각재 온도

- 원자로냉각재 압력

- 붕소농도 안정화

- 가압기/냉각재의 붕소 

농도차

- 반응도계산기 확인

3. 등온온도계수 측정

- 상승/하강 온도

- 상승/하강 전후 온도 

안정화

- 계수 편차

- 시험범위 내에서 출력유지

시험 전, 시험절차서 

및 적용 코드의 비교 

검토

시험 중 현장입회 검사

시험 중 현장입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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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6절 제어봉 반응도 측정 시험 

주관부서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제어봉 반응도 측정시험은 도플러 반응도 궤환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원자로 

출력이 적절히 낮은 상태에서 적절한 신호/잡음비가 얻어지는 높은 중성자속 준위

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붕소희석에 의한 제어봉삽입 또는 붕소주입에 의한 제어봉인

출 시 반응도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측정된 제어봉가를 핵설계의 예측값과 비교

함으로써 핵설계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원자로 본체

나. 제어봉 제어계통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원자로제어봉은 원자로의 정지 및 반응도 변화를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제어봉 

제어능과 이탈 및 낙하 제어능 측정은 원자로냉각재에 붕소의 희석 및 주입에 의한 

붕소농도에 따른 제어봉의 삽입 및 인출을 통해 계산하게 된다. 개별 제어봉 대칭

성의 경우, 개별 제어봉의 인출과 동시에 대칭 위치에 있는 제어봉을 삽입하고,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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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인출 및 삽입 후 반응도 변화를 통해 대칭 위치에 있는 개별 제어봉 간의 차이

를 비교하게 된다.

2. 안전 설계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세부 검사내용

가. 절차서가 관련 요건에 적합하게 작성되고, 시험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지 확인한다.

나. 시험 시 초기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 원자로 출력은 저출력 원자로특성시험 준위에서 안정되어 있다.

- 냉각재 온도, 압력, 붕소농도 등은 저출력 원자로특성시험 조건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다.

- 냉각재 및 가압기 내 붕소농도는 시험에 적합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한다.

- 반응도 계산기는 점검되어 있으며, 원자로특성 시험 범위에서 출력에 따른 신

호의 선형성이 보장함을 확인한다.

다. 제어봉 제어능 측정

- 제어봉 제어능 측정 중에 냉각재 온도가 계속 일정함을 확인한다.

- 반응도 계산기에 의한 제어능값의 산출이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다.

라. 제어봉 대칭성 측정

- 절차서에 따라 제어봉 교환이 이루어지며, 출력은 원자로특성시험 범위 내에

서 조절됨을 확인한다.

- 각 제어봉 삽입 시 측정된 반응도가 적절히 보정됨을 확인한다.

마. 제어봉 이탈제어능 측정

- 새로운 노형의 발전소에서 수행하며, 측정된 제어능과 예측치의 차이가 허용

값 이내임을 확인한다.

바. 제어봉 낙하제어능 측정

- 새로운 노형의 발전소에서 수행하며, 측정된 제어능과 예측치의 차이가 허용

값 이내임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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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어봉 제어능 측정

나. 제어봉 대칭성 측정

다. 제어봉 이탈제어능 측정

라. 제어봉 낙하제어능 측정

5. 검사 유의사항

가. 시험 시 초기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나. 과도한 정(부)반응도 주입으로 (특히 제어능이 높은 정지제어군 삽입/인출 

시) 출력이 시험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한다.

다. 기준제어군의 제어능 측정을 위한 삽입 시 붕소희석이 절차서에 정해진 속도

로 이루어짐을 확인한다.

III. 판정 기준

1. 제어봉 제어능 측정

- 계측된 제어능값과 설계에서 예측된 제어능값의 편차가 허용값 이내이어야 한다.

- 계측된 제어능값은 정지여유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2. 제어봉 대칭성 측정

- 개별 제어봉에 대하여 대칭위치에 있는 제어봉과의 제어능값 차이가 허용값 이

내이어야 한다.

3. 제어봉 이탈/낙하 제어능 측정

- 측정된 이탈 및 낙하 제어능값과 설계값의 편차가 허용값 이내이어야 한다.

IV. 첨부 자료

1.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2. 경수로형 원전 안전규제지침 18.3 저출력시험 및 출력상승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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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리 1,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4장 초기시험프로그램

4. 신고리 1,2호기 운영기술지침서 

5. 신고리 3,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4장 초기시험프로그램

6. 신고리 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 

7. 신고리 3호기 사용전검사보고서(핵연료장전 및 시운전검사), KINS/AR-1049,

2017년

8. USNRC, Regulatory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Rev.3, March 2007.

9. ANSI/ANS-19.6.1-2011, "Reload Startup Physics Tests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제어봉 반응

도 측정시험

1. 저출력노물리시험 절차서

2. 시험 초기조건 점검

- 원자로냉각재 온도 

안정화

- 원자로냉각재 온도

- 원자로냉각재 압력

- 붕소농도 안정화

- 가압기/냉각재의 붕소 

농도차

3. 제어봉 제어능 측정

- 각 제어봉 제어능편차

- 총 제어능 편차

- 정지여유도 확보 여부

4. 제어봉 대칭성 측정

- 삽입상태 반응도 편차

5. 제어봉 이탈제어능 측정

6. 제어봉 낙하제어능 측정

시험 전, 시험절차서 

및 적용 코드의 비교 

검토

시험 중 현장입회 검사

시험 중 현장입회 검사

절차서 및 시험결과 

검토

시험 중 현장입회 검사

시험 중 현장입회 검사

신규노형

신규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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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7절 붕소 반응도가 측정 시험 

주관부서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붕소 반응도가 측정 시험에서는 원자로 임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붕소 희석과 제

어군 삽입을 동시에 수행하여 측정한 붕소농도 변화와 삽입된 제어군의 반응도가를 

이용하여 미분붕소 반응도가를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핵설계의 예측값과 비교함으

로써 핵설계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원자로 본체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연소에 따른 핵연료의 감소, 핵분열물질의 생성 및 축적, 노심의 온도 변화, 제논 

및 사마륨의 생성 및 감소 등으로 인한 비교적 장기적인 반응도 변화는 냉각재 내

의 붕산의 농도를 조절하여 제어한다. 미분 붕소능 측정 시험은 제어봉 삽입 전·후

의 임계붕산농도 차이를 이용하여 측정되며 설계값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제한치 

이내임을 확인하여 핵설계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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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설계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의 적합성

- 절차서가 관련 요건에 적합하게 작성되고, 시험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지 확인한다.

나. 시험수행의 적절성 (시험 초기조건 점검)

- 원자로 출력은 저출력 원자로특성 시험 준위에서 안정되어 있다.

- 냉각재 온도, 압력, 붕소 농도 등은 저출력 원자로 특성시험 조건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다.

- 냉각재 및 가압기 내 붕소농도는 시험에 적합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한다.

다. 시험결과의 적합성 (미분 붕소능값 측정)

- 붕소농도의 측정 시 붕소농도가 안정화되었음을 확인하다.

- 미분 붕소능 산출이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미분 붕소능값 측정

5. 검사 유의사항

가. 시험 시 초기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나. 붕소농도의 측정 시 붕소농도가 안정화되었음을 확인하다.

III. 판정 기준

1. 측정된 미분 붕소능값과 설계에서 예측된 미분 붕소능값의 편차가 허용값 이내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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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첨부 자료

1.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2. 경수로형 원전 안전규제지침 18.3 저출력시험 및 출력상승시험

3. 신고리 1,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4장 초기시험프로그램

4. 신고리 1,2호기 운영기술지침서 

5. 신고리 3,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4장 초기시험프로그램

6. 신고리 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 

7. 신고리 3호기 사용전검사보고서(핵연료장전 및 시운전검사), KINS/AR-1049,

2017년

8. 울진 5호기 사용전검사보고서(시운전검사), KINS/AR-835, 2005년

9. USNRC, Regulatory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Rev.3, March 2007.

10. ANSI/ANS-19.6.1-2011, "Reload Startup Physics Tests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붕소 반응도

가 측정 시험

1. 시험절차서의 적합성

- 저출력노물리시험 절차서

2. 시험수행의 적절성(시험 

초기조건 점검)

- 원자로냉각재 온도 

안정화

- 원자로냉각재 온도

- 원자로냉각재 압력

- 붕소농도 안정화

- 가압기/냉각재의 붕소 

농도차

3. 시험결과의 적합성(미분

붕소능값 측정)

시험 전, 시험절차서 

및 적용 코드의 비교 

검토

시험 중 현장입회 검사

시험 중 현장입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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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무훈 ‘17.12 양채용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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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8절 초기 임계붕소농도 측정 시험 

주관부서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임계붕소농도 측정시험은 제어봉완전인출 또는 특정 제어군이 노심에 완전삽입된 

상태에서의 임계붕소농도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원자로 운전상 제어봉을 완전 인출 

또는 완전 삽입하여 임계를 유지하기가 용이치 않으므로 완전 인출 또는 완전 삽입

에 가까운 상태로 제어봉을 유지하여 그 상태의 임계붕소농도를 측정하고, 잔여 제

어봉 위치 차이에 의한 제어능을 반응도 측정으로 구한다. 제어봉에 의한 잔여 제

어능을 붕소 농도로 환산한 후 이를 임계붕소농도에 합하면 해당 제어봉이 완전 인

출 또는 완전 삽입된 상태에서의 임계붕소농도를 구할 수 있다. 측정결과를 핵설계

의 예측값과 비교함으로써 핵설계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원자로 본체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임계붕소농도 측정 시험은 원자로심의 핵적 특성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핵설계의 

타당성과 핵연료장전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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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설계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의 적합성

- 절차서가 관련 요건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시험수행의 적절성(시험 초기조건 점검)

- 원자로 출력은 저출력 원자로특성 시험 준위에서 안정되어 있다.

- 냉각재 온도, 압력, 붕소농도 등은 시험 조건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다.

- 냉각재 및 가압기 내 붕소농도는 시험에 적합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한다.

다. 시험결과의 적합성(최종점 붕소농도 측정)

- 모든 제어봉이 제한 깊이 이내로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다.

- 붕소농도의 측정 시 붕소농도가 안정화되었음을 확인하다.

- 붕소농도 보정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최종점 붕소농도 측정

5. 검사 유의사항

가. 시험 시 초기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나. 붕소농도의 측정 시 붕소농도가 안정화되었음을 확인하다.

III. 판정 기준

1. 측정된 최종점 붕소농도와 설계에서 예측된 최종점 붕소농도와의 오차가 허용

값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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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첨부 자료

1. 검사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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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초기 임계붕

소농도 측정 

시험

1. 시험절차서의 적합성

- 저출력노물리시험 절차서

2. 시험수행의 적절성(시험 

초기조건 점검)

- 원자로냉각재 온도 

안정화

- 원자로냉각재 온도

- 원자로냉각재 압력

- 붕소농도 안정화

- 가압기/냉각재의 붕소 

농도차

3. 시험결과의 적합성(최종

점 붕소농도 측정)

시험 전 시험절차서 

및 적용 코드의 비교 

검토

시험 중 현장입회 검사

시험 중 현장입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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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9절 반응도계수 평가 및 출력결손 측정 시험 

주관부서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반응도계수 평가 및 출력결손 측정 시험은 지정된 출력조건에서 원자로냉각재 평

균온도 또는 출력을 변화시키며 등온온도계수와 출력계수를 측정하는 시험이며, 가

변평균온도 측정시험이라고도 불린다. 등온온도계수(또는 감속재온도계수)와 출력계

수는 노심의 온도변화 또는 출력변화 시 노심의 반응도 궤환특성을 규정해 주는 변

수로서 발전소 사고해석 시 입력값으로 사용되는 주요 안전인자이다. 사고해석에 

사용된 반응도계수는 핵설계 예측값으로부터 결정된 것이므로 동 시험을 통해 노심

의 실제 반응도 궤환특성은 설계에서 예측한 범위 내에 있고 따라서 사고해석이 유

효함을 확인하게 된다.

동 시험은 Ratio 방법과 Rodded 방법을 이용하여 등온온도계수를 측정하고 측정

된 등온온도계수로부터 감속재온도계수를 산출하며, Rodded 방법을 이용해 출력계

수를 측정하기 위해 수행한다. 동 시험에 대한 검사 시에는 먼저 절차서를 검토하

여 시험방법이 타당한지 확인하고 시험 판정기준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근거하

여 적합하게 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실제 시험은 절차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적

정조건을 유지하면서 수행되는지 입회확인하며, 시험결과는 판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원자로 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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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해당사항 없음

2. 안전 설계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세부 검사내용

가. Ratio 방법을 이용한 온도계수 측정

1) 절차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시험은 설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정조건에서 시작되어 절차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적정 범위를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3) 운영기술지침서의 특수시험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해당 점검을 실시하는지 확인

한다.

4) 시험결과가 판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나. Rodded 방법을 이용한 온도계수 측정

1) 절차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시험은 설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정조건에서 시작되어 절차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적정 범위를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3) 운영기술지침서의 특수시험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해당 점검을 실시하는지 확인

한다.

4) 시험결과가 판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다. Rodded 방법을 이용한 출력계수 측정

1) 절차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시험은 설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정조건에서 시작되어 절차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적정 범위를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3) 운영기술지침서의 특수시험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해당 점검을 실시하는지 확인

한다.

4) 시험결과가 판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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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중점사항

가. 절차서를 검토하여 시험 판정기준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4장 및 핵설계 불

확실도에 근거하여 선정되어 있고 판정기준 불만족 시 취해야 할 조치가 적절

한지 검토한다.

나. 시험방법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시험 전 노심 안정조건 및 노심변수 변화량은 

적정한지 확인한다. 또한 운영기술지침서의 특수시험 예외조항 적용에 다른 

점검내용이 절차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시험기간 중 붕소 주입 또는 희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

한다.

라. 시험은 해당 출력에서 제논평형상태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여 절

차서에 기술되어 있는 원자로 출력, 냉각재온도 및 제어봉 위치 범위를 유지

하면서 수행되는지 입회 확인한다.

마. 시험결과는 모두 판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각 시험기간 중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노심변수가 출력, 냉각재온도 및 

제어봉 위치 등 각각 다르므로 이들 변수가 해당시험 시 잘 조절되는지 확인

한다.

III. 판정 기준

1. 등온온도계수 및 출력계수 측정치와 설계 예측치와의 차이는 최종안전성분석보

고서 14장에 기술되어 있는 판정기준 이내이다.

2. 감속재 온도계수는 운영기술지침서 제한치 이내이다.

IV. 첨부 자료

1. 검사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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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반 응 도 계 수 

평가 및 출력

결손 측정 시

험

1. Ratio 방법을 이용한 온

도계수 측정

- 시험절차서에는 시험방법,

시험조건 및 판정기준이 

적합하게 기술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 시험은 해당 요구출력에서

안정상태를 유지한 후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 시험은 절차서에 기술되어

있는 운전범위를 준수하면

서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 운영기술지침서 특수시험 

예외조항 적용에 따른 주

기점검을 실시하는지 확

인한다.

- 시험결과는 판정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시험 전 절차서 

검토

시험 전 운전기록 

확인

시험 시 입회

시험 시 입회

시험 후 결과 확인



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반 응 도 계 수 

평가 및 출력

결손 측정 시

험

2. Rodded 방법을 이용한 

온도계수 측정

- 시험절차서에는 시험방법,

시험조건 및 판정기준이 

적합하게 기술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 시험은 해당 요구출력에서

안정상태를 유지한 후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 시험은 절차서에 기술되어

있는 운전범위를 준수하면

서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 운영기술지침서 특수시험 

예외조항 적용에 따른 주

기점검을 실시하는지 확

인한다.

- 시험결과는 판정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시험 전 절차서 

검토

시험 전 운전기록 

확인

시험시 입회

시험시 입회

시험 후 결과 확인



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반 응 도 계 수 

평가 및 출력

결손 측정 시

험

3. Rodded 방법을 이용한 

출력계수 측정

- 시험절차서에는 시험방법,

시험조건 및 판정기준이 

적합하게 기술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 시험은 해당 요구출력에서

안정상태를 유지한 후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 시험은 절차서에 기술되어

있는 운전범위를 준수하면

서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 운영기술지침서 특수시험 

예외조항 적용에 따른 주

기점검을 실시하는지 확

인한다.

- 시험결과는 판정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시험 전 절차서 

검토

시험 전 운전기록 

확인

시험 시 입회

시험 시 입회

시험 후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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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10절 원자로냉각재 유량시험 

주관부서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로냉각재 유량시험은 핵연료장전후 및 출력상승 시 단계별로 수행되며, 시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핵연료장전후 원자로냉각재 유량시험

1) 핵연료장전후 원자로냉각재 유량과 펌프 관성서행 특성 입증

2) 핵연료장전후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강하 기준치 수립

3) 필요 시 노심보호연산기 및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의 유량 관련 상수 조정

4)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 시, 노심보호연산기와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의 유량 

관련 운전에 대한 자료 수집

나. 출력단계별 원자로냉각재 유량시험

1) 출력단계별 원자로냉각재 유량 측정

2) 필요 시 노심보호연산기와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의 유량 관련 상수 조정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6-06호(원자로 27)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

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핵연료장전전 원자로냉각재 유량시험은 본 지침에서 다

루지 않는다.

2. 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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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핵연료장전후 원자로냉각재 유량시험

나. 출력단계별 원자로냉각재 유량시험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원자로냉각재펌프는 정상운전 동안 원자로 노심으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적절

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충분한 강제순환 유량을 제공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 유량(즉 설계유량)의 하한값은 허용핵연료설계제한치를 초

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정된다. 관성바퀴를 부착한 원자로

냉각재펌프와 전동기는 공급전원이 상실될 때에 노심을 적절하게 냉각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관성서행 유량을 제공한다.

나. 노심보호연산기계통은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운전상태를 감시하며 핵비등이탈

률이 낮거나 국부출력밀도가 높을 때 원자로정지신호를 발생시킨다. 노심운전

제한치감시계통은 선출력밀도 여유도, 핵비등이탈률 여유도, 노심전출력, 사분

출력경사비, 축방향 출력편차를 계산하며, 계산값들 중 운전제한치를 초과하

면 경보를 발생시켜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원자로냉각재 유량

원자로냉각재펌프 설계유량의 하한값은 허용핵연료설계제한치를 초과하지 않

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정된다. 또한 상한값은 원자로 내부 구조물 

및 핵연료집합체에 작용하는 수력학적 하중을 고려하여 설정된다. 펌프가 제

작되고 펌프 제작사의 시험시설에서 성능시험이 끝나면 펌프 성능곡선이 구해

진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량은 이러한 펌프 성능곡선을 근거로 하여 유량

과 수두의 불확실도, 계통 유동 저항의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나. 원자로냉각재펌프 관성서행 유량

관성바퀴가 부착된 원자로냉각재펌프와 전동기는 공급전원이 상실될 때 노심

을 적절하게 냉각할 수 있는 충분한 관성서행 유량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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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심보호연산기 및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 유량 관련 상수 조정

원자로냉각재 유량은 노심보호연산기 및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의 핵비등이탈 

관련 변수로 입력된다. 이러한 노심보호연산기 및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의 유

량 계산 알고리즘의 상수는 원자로냉각재 유량 측정치를 기준으로 조정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핵연료장전후 원자로냉각재 유량시험

1) 시험절차 및 허용기준의 적절성과 시험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2) 측정된 원자로냉각재 유량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 ‘사고해석’에서 가정

한 유량보다 큰지 확인한다.

3) 측정된 원자로냉각재펌프 관성서행 유량이 안전성 분석에 명기된 유량보다 

보수적인지 확인한다.

4) 노심보호연산기와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에서 계산된 유량이 측정유량보다 

보수적인지 확인한다.

나. 출력단계별 원자로냉각재 유량시험

1) 시험절차 및 허용기준의 적절성과 시험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2) 출력단계별로 측정된 원자로냉각재 유량이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3) 노심보호연산기 및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의 유량 관련 상수가 측정된 유량

을 기준으로 적절히 교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핵연료장전후 원자로냉각재 유량시험

1) 원자로냉각재펌프 4대 운전 시 측정된 원자로냉각재 유량이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2) 펌프가 정지했을 때 관성서행 곡선이 안전성 분석에서 가정한 것보다 보수적

인지 확인하고 불만족 시 노심보호연산기 및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의 상수

를 조정한다.

3) 노심보호연산기 및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에서 계산된 원자로냉각재 유량이 

허용범위 내에서 측정된 유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관련 상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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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한다.

나. 출력단계별 원자로냉각재 유량시험

1) 펌프 차압을 각 출력준위(예, 20%, 50%, 80% 출력)에서 측정하여 계산한 원

자로냉각재 유량 및 열평형 방법(100% 출력)으로 계산한 원자로냉각재 유량

이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2) 노심보호연산기 및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의 유량 관련 상수가 측정된 유량

을 기준으로 적절히 교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결과값의 허용범위 

만족 여부를 검토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유량 계산 및 판정기준 설정과 관련된 각종 제작 공차와 불확실도의 근거를 

확인하고 그 값이 타당하게 선정되었는지 검토한다.

나. 출력단계별로 선행 유량측정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유량 변화 추이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다. 출력단계별 유량 계산과 관련된 시험자료의 취득 및 계산절차가 적절한지 확

인한다.

라. 계측기 및 기록계의 설치상태와 교정 기록을 확인한다.

마. 노심보호연산기 및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의 운전상태와 알고리즘 상수값을 

확인한다.

III. 판정 기준

1. 핵연료장전후 원자로냉각재 유량시험

가. 측정된 원자로냉각재 유량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 ‘사고해석’에서 가정

한 유량보다 커야 한다.

나. 측정된 원자로냉각재펌프 관성서행 유량은 안전성 분석에 명기된 유량보다 

보수적이어야 한다.

다. 노심보호연산기와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에서 계산된 유량이 측정유량보다 

보수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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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력단계별 원자로냉각재 유량시험

가. 출력단계별로 측정된 원자로냉각재 유량이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나. 노심보호연산기 및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의 유량 관련 상수가 측정된 유량

을 기준으로 적절히 교정되어야 한다. 유량 크기가 (노심보호연산기 유량 <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 유량 < 측정유량)을 만족해야 한다.

IV. 첨부 자료

1. 검사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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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원자로냉각재 

유량시험

1. 시험절차 및 허용기준의 

적절성 확인

2. 시험절차 준수 여부 확인

3. 핵연료장전후

- 측정된 원자로냉각재 유량

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 ‘사고해석’에서 가정

한 유량보다 큰지 확인

- 측정된 원자로냉각재펌프 

관성서행 유량이 안전성 

분석에 명기된 유량보다 

보수적인지 확인

- 노심보호연산기와 노심

운전제한치감시계통에서 

계산된 유량이 측정유량

보다 보수적인지 확인

4. 출력단계별

- 측정된 원자로냉각재 유

량이 허용범위 이내인지 

확인

- 노심보호연산기 및 노심

운전제한치감시계통의 

유량관련 상수가 측정된 

유량을 기준으로 적절히 

교정되어 있는지 확인

시험 전 서류검토

시험 후 서류검토 

시험 후 서류검토 

시험 후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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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11절 발전소 부하변동 시험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발전소 부하변동시험은 발전소 원자로 출력 50%, 100% 조건에서 원자로 출력

을 10% 단계별 및 분당 5% 연속 증․감발시 발전소 제어계통이 발전소 운전변수 

제한치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원자로 출력 50%에서 10% 단계별 출력 감발로 40%출력에서 안정화시킨 후 관

련 변수들을 확인하며 이어서 분당 5% 연속 감발로 출력을 25%로 유지한 상태

에서 자료 취득을 한다. 이 후 원자로 출력 25% 출력조건에서 분당 5% 연속 증

발하여 40% 조건에서 자료 취득후 이어서 10% 단계별 증발하여 50%출력조건에

서 자료를 취득하게 된다. 100% 출력에서도 상기와 같이 초기 원자로 출력 95%

에서 10% 단계별 감발로 85%으로 유지하고, 이어서 분당 5% 연속 감발로 75%

까지 출력을 감소, 다음은 감발시의 역순으로 75%, 95%으로 분당 5% 연속 및 

10% 단계별 증발을 시키면서 계통 변수들을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원자로출력제어계통

나. 급수제어계통

다. 증기우회제어계통

라. 원자로출력 급감발계통

마. 가압기 수위 및 압력제어계통

II. 검사 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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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기능

가. 원자로출력제어계통

원자로출력제어계통(RRS)은 설정된 제한치 내에서 터빈부하변동을 추종하기 

위해 원자로냉각재 온도 및 원자로출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원자로출력제어계통은 부하의 선형함수인 터빈부하지수신호 및 원자로냉각재 

온도 신호를 받는다.

나. 급수제어계통

급수제어계통(FWCS)은 5%에서 100%까지의 출력운전중 증기발생기 하향유로 

수위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설계되어 있다. 급수제어계통은 유량 요구신

호를 만들기 위하여 증기발생기 수위신호를 동적 보상하여, 핵증기 공급계통 출

력이 15% 이하인 경우 이 보상된 신호를 직접 이용하고, 15% 이상인 경우에는 

이 신호를 총 급수유량 및 총 증기유량신호간의 차이에 의해 다시 보상한다. 보

상된 신호와 수위설정치 신호와의 차이가 비례적분기로 보내져 운전원에 의해 

수동제어가 허용되는 주(자동/수동)제어기에서 총급수 요구신호가 발생된다. 이 

총급수요구신호는 개별(자동/수동)제어기를 통해서 밸브 및 주급수펌프로 전달

된다.

다. 증기우회제어계통

증기우회계통은 주로 터빈우회밸브와 증기우회제어계통(SBCS)으로 구성되며 증

기우회 제어계통은 증기를 발전소 복수기 또는 대기로 방출하는 터빈우회밸브의 

위치를 제어한다. 증기우회제어계통은 터빈 부하 감발에 따른 핵증기공급계통의 

잉여 열에너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총 터빈 우회 용량을 이용하여 발전소 이용

률을 증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라.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은 터빈우회밸브 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증기우회제어계

통과 연계되어 사용된다. 부가적으로 증기우회제어계통은 터빈에 부하가 걸릴 

때 원자로에 동일한 부하를 제공하기 위하여 터빈부하 장전시 사용되며  또한 

증기우회제어계통은 발전소 가열 및 냉각기간 동안에 핵증기 공급계통의 잉여 

에너지를 제거하고 온도변화율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마. 가압기 수위 및 압력제어계통

가압기 압력제어계통은 가압기 압력 신호를 이용하여 비례제어기를 통해 가

압기 가열기 및 살수밸브를 제어함으로서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을 설정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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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가압기 수위제어계통은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의 충전 유량제어 밸브 및 3개의 유출 오리피스 격리밸브를 사용하여 가압기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핵증기 공급계통 공급자의 노심 출력 변화율 제한지침(Fuel Preconditioning

Guide- line) 및 원자로 출력제어계통에 의해 허용되는 출력 75%에서 95%까지,

25%에서 50% 출력 범위 내에서 부하 증발 및 감발(단계/연속) 발생시에 원자로

는 요구된 출력에서 원자로출력제어계통, 급수제어계통, 증기우회제어계통, 원자

로출력 급감발계통과 가압기 수위 및 압력제어계통들이 자동 운전으로 발전소가 

안정화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50% 출력시험 관련사항

1) 각 시험 단계별 초기 조건이 다음 사항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

- 발전소 출력 ; 목표치 ± 1%

- 원자로냉각재 평균온도 ; Tref ± 1.1℃
- 가압기 압력 ; 158.2 ± 1.7 kg/㎠
- 가압기 수위 ; 프로그램된 수위 ± 2%

- 증기발생기수위(협역) ; 44 ± 2% (신형경수로 : 50 ± 2%)

2) 시험시작 전 2시간동안 50% 출력조건에서 축방향 출력편차 지수(ASI)가 평

형상태 축방향 출력계수(ESI) ± 0.02 이내 유지여부 확인

3) 제어봉 자동 고속(30 inch/min)인출 시이상 여부 확인

4) 단계별 및 연속 증․감발 시  터빈출력이 절차서에 기술된 목표치와 일치하

는지를 확인

5) 터빈출력변화에 따른 1차측 출력이 제어봉 제어계통(RRS)에 의해 자동으로 

2차측 출력을 추종하는지를 확인

6) 발전소가 목표치 출력에 도달 후 15분간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노심 연소도,

감속재온도계수, 붕산 농도 등의 발전소 자료와 주급수 제어계통 설비, 주증

기 우회제어계통, 가압기 수위․압력제어계통 등과 관련된 발전소 상태 기록

을 확인하여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

7) 기타 시험 중 다음 사항을 확인

- 원자로는 정지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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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적안전 동작신호가 발생되지 않아야 함.

- 가압기 안전밸브 및 주증기 안전밸브는 동작되지 않아야 함.

나. 100 % 부하변동시험 관련사항

1) 각 시험 단계별 초기 조건이 다음 사항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

- 발전소 출력 ; 목표치 ± 1%

- 원자로냉각재 평균온도 ; Tref ± 1.1℃
- 가압기 압력 ; 158.2 ± 1.7 kg/㎠
- 가압기 수위 ; 프로그램된 수위 ± 2%

- 증기발생기수위(협역) ; 44 ± 2% (신형경수로 : 50 ± 2%)

2) 시험 시작 전 2시간 동안 100% 출력조건에서 축방향 출력편차 지수(ASI)가 

평형상태 축방향 출력계수(ESI) ± 0.02 이내 유지 여부 확인

3) 제어봉 자동 고속(30 inch/min)인출 시 이상 여부 확인

4) 단계별 및 연속 증․감발 시 터빈출력이 절차서에 기술된 목표치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

5) 터빈 출력변화에 따른 1차측 출력이 제어봉 제어계통(RRS)에 의해 자동으로 

2차측 출력을 추종하는지를 확인

6) 발전소가 목표치 출력에 도달 후  15분간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노심 연소

도, 감속재온도계수, 붕산 농도 등의 발전소 자료와 주급수 제어계통 설비,

주증기 우회제어계통, 가압기 수위․압력제어계통 등과 관련된 발전소 상태 

기록을 확인하여 특이사항이 없음을 학인.

7) 시험 중 다음 사항을 확인

- 원자로는 정지되지 않아야 함.

- 공학적안전설비동작 신호가 발생되지 않아야 함.

- 가압기 안전밸브 및 주증기 안전밸브는 동작되지 않아야 함.

4. 검사 중점 사항

터빈 출력변화에 따른 핵증기 공급계통의 부하추종운전이 제어봉 제어계통

(RRS)에 의해 매우 만족스럽게 이루어져 NSSS 성능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단계별 및 연속 출력 감발 시  제어봉 삽입과 제논 거동에 따른 축방향 출력

편차지수(ASI)제어가 곤란하여 각 시험단계별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나. 단계별 및 연속 출력 증발 시 출력증가에 따른 출력결손 부반응에 의해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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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집합체(CEA) 제어값이 충분하도록 시험 전에 제어봉 위치를 가능한 낮은 

위치로 유지 되어야 한다.

III. 판정기준

1. 단계 및 연속 부하변동은 핵증기 공급계통 공급자의 노심출력 변화율 제한지

침에 의해 허용된 부하변동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 결과는 발전소의 

부하변동설계 시 고려된 과도상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되어야 한

다.

2. 급수 예열기(economizer) 또는 주급수 및 보조급수계통에서 수격작용으로 인

한 소음 및 심한 진동이 없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심사지침, KINS-G-001, 10.4.9, 2009

2. 경수로형 원전 안전성분석보고서 7장 및 14장

3. 경수로형 원전 시운전 절차서, "Unit Load Transient(at 50% & 100% Power)“

4. Reg. Guide 1.68 "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 1978. Rev.02



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50% 및 100%

출력에서의 

부하변동시험 

1. 각 시험 단계별 초기 조건이 다음 

사항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

- 발전소 출력; 목표치 ± 1%

-원자로냉각재평균온도; Tref± 1.1℃

- 가압기 압력; 158.2±1.7kg/㎠

-가압기수위; 프로그램된수위±2%

- 증기발생기수위(협역); 44±

2%(신형경수로 : 50± 2%)

2. 시험 시작전 2시간동안 50%

출력조건에서 축방향 출력편차

지수(ASI)가 평형상태 축방향 

출력계수(ESI) ± 0.02 이내 유

지여부 확인

3. 제어봉 자동 고속(30 inch/min)

인출시 이상 여부 확인

4. 단계별 및 연속 증․감발시 터

빈출력이 절차서에 기술된 목

표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

5. 터빈출력변화에 따른 1차측 출

력이 제어봉 제어계통(RRS)에 

의해 자동으로 2차측 출력을 

추종하는지를 확인

6. 발전소가 목표치 출력에 도달 

후 15분간 안정상태를 유지하

고 노심연소도, 감속재온도계

수, 붕산 농도 등의 발전소 자

료와 주급수제어계통 설비, 주

증기우회제어계통, 가압기 수

위․압력제어계통 등과 관련된 

발전소 상태 기록을 확인하여 

특이사항이 없음을 학인.

7. 시험중 다음사항을 확인

- 원자로는 정지되지 않아야 함.

- 공학적안전 동작신호가 발생되

지 않아야 함.

- 가압기 안전밸브 및 주증기 안

전밸브는 동작되지 않아야 함.

시험착수 전 또

는 후, 시험결과

의 비교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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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인석
송선호
최영인

‘17.12 신호상 ‘17.12



- 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12절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 종합시험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핵연료집합체와 제어봉집합체(CEA)를 지지 및 정

렬시키고, 제어봉 집합체의 동적 하중을 흡수하며, 이를 포함한 여러 하중

들을 원자로용기의 플랜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다. 이러한 원

자로 내부구조물의 구조 특성상 내부구조물이 운전 중에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가 어렵게 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이 구조적으로 이상이 생기면 진동특성이 변하게 되므

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구조적 건전성 이상 여부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

해서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진동상태를 운전 중에 계속 감시할 수 있는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이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은 원자로 용기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비

충돌 고속중성자를 탐지하는 노외 핵계측기를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감시

계통의 감지기로 사용한다.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은 운전 중에 

원자로 내부구조물이나 핵연료집합체가 진동특성이 변화하게 되면 이로 인

해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원자로 용기 사이에 존재하는 냉각수의 중성자 흡

수경로 길이가 달라져 노외 중성자속 출력신호도 변동하게 되므로, 이러한 

노외 중성자속 출력신호의 변동량에 대한 주파수 신호분석을 통해 원자로 

내부구조물이나 핵연료집합체의 이상 진동현상을 조기에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의 성능검사 시에는 이러한 이상 진동현

상의 감지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센서 채널별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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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중성자 출력신호 취득기능, 스펙트럼 신호분석 기능 등의 제반성능이 

적절히 확보 및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은 노외 중성자 출력신호를 취득하고 그 

신호에 대한 신호분석 정보를 이용하여 원자로내부구조물의 진동특성에 이

상이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노외 중성자 출력신호의 

주기적인 신호분석을 통해 주요한 성분을 나타내는 주파수가 변동을 하게 

되면 원자로내부구조물이 이상 진동을 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는 것이며, 이 경우 원자로내부구조물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

정하게 된다.

2. 안전 설계사항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감시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핵연료 장전주기에는 

기준신호를 취득하고, 그 이후의 핵연료 장전주기에는 90일 간격으로 신호

를 취득한 후 주요한 성분을 나타내는 주파수가 변동을 하는지 분석하여,

원자로내부구조물이나 핵연료집합체의 진동특성에 이상이 없는지 평가해야 

한다. 만일 원자로내부구조물이나 핵연료집합체의 진동특성에 예기치 않은 

이상 징후가 있으면 상세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확인

나. 채널별 교정내용 확인

다. 출력상승 운전단계별로 진동 기준신호 취득 및 분석 확인

라. 계통의 종합적인 성능(시간이력 데이터 취득, 주파수 분석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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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중점사항

가. 출력상승 운전단계별로 진동 기준신호 측정 및 분석을 통해, 각 채널별

로 시간이력 신호가 취득되고 스펙트럼 분석, 주파수 여과 기능 등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나.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의 종합적인 성능이 설계된 대로 유지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각 채널별로 교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나.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이 작동가능한지 확인한다.

다. 출력상승 운전단계별로 안정된 운전상태에서 신호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III. 판정 기준

가. 시험준비(예, 적합한 절차서, 검교정된 계측설비, 관련 보조계통들의 동

작상태)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 출력상승 운전단계별로 진동 기준신호를 절차서에 따라 적절히 측정하

여야 한다.

다.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의 종합적인 성능이 관련절차서 및 FSAR

성능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IV.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가. 신한울  1,2호기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 7.7.1.3.3.1, 14.2.12.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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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한울  1,2호기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의 성능시험 절차서

다. ASME Code OM Part 5(Guide), “In-Service Monitoring of Core

Support Barrel Axial Preload in Pressurized Water Reactor Power

Plants"



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원자로내부

구조물 진동

감시계통

1.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

통의 성능시험 절차서의 적

절성 확인

2. 각 채널별 계측설비에 대한 

교정의 적절성 확인 

3. 출력상승 운전단계별(0, 20,

50, 80, 100%)로 취득된 진 

신호의 적절성 확인

4. 기저잡음 신호측정 시 채널별

로 시간이력 신호의 취득 여

부 확인

5. 진동 기준신호 측정 시 2개 

채널로부터 취득한 신호에 

대한 스펙트럼 분석 및 주파

수 여과 기능 유지 여부  확

인 

시험착수 전, 절차서 

검토

시험착수 전, 각 채널

별 계측설비에 대한 

교정내용 확인

핵연료장전 시험 시,

출력상승 운전단계별

로 진동 기준신호의 

취득내용 확인

핵연료장전 시험 시,

채널별 시간이력 신

호 취득 기능 확인

핵연료장전 시험시,

신호분석 및 주파수 

여과 기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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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13절 금속파편 감시계통 종합시험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 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 내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존재할 경우 이물질은 노

심 내부 구조물 및 증기발생기 전열관 등을 손상시켜 방사성 물질을 누출시킬 수 

있는 등 원전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금속파편감시계통은 이러한 이물질

의 존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이물질로 인한 주요 안전기기의 고장 및 설계 기준 사

고를 방지한다.

본 검사에서는 금속파편감시계통이 경수로형 원전 안전규제지침 8.11에서 요구하

는 성능인 이물질의 질량이 0.25~30lb(0.11~13.6kg)이며 충격에너지가 최소 00.5

ft-lb(0.68 J)인 경우에 이를 적절히 감지할 수 있는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한다. 그리고 금속파편감시계통의 감지기, 채널, 경보기, 신호분석기 등 구성기기들

이 관련 사양서에 따른 성능요건에 부합되도록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출력상승 운전단계별로 배경잡음 데이터 측정 및 분석을 통해, 각 채널별로 시간이

력 신호가 취득되고 스펙트럼 분석, 경보발생 기능 등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금속파편 감시계통

II. 검사 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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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기능

금속파편 감시계통의 기본기능은 1차계통과 증기발생기 2차측 내부에 금속파편이 

존재할 때 이를 감지하는 것이며 부차적인 기능으로 (1) 금속파편 성질(고정형, 이

동형 등), (2) 금속파편 충격위치, (3) 금속파편 특성(중량, 충격에너지 등)을 결정하

는 데 도움이 되는 진단정보를 제공한다.

금속파편감시계통은 여러 개의 충격신호 감지기(가속도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들 충격신호 감지기는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 내부 표면에 이물질이 충돌할 

때 발생되는 충격파 신호를 탐지한다. 또한, 이물질의 충격위치와 질량 등은 탐지된 

충격파 신호로부터 센서 간 신호도달 시간차, 주파수 성분 분석 등을 통하여 파악

할 수 있게 된다.

금속파편감시계통은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 내부에 금속파편과 같은 이물

질이 존재할 때 이를 조기에 감지케 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이물질로 인한 주요 안

전기기의 고장 및 설계 기준 사고를 방지한다. 이외에도 발전소 운전 중 금속성 이

물질의 위치와 중량 등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신호 정보를 제공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금속파편 감시계통은 운전 중에 실시간(On-line)으로 0.25 lb(0.11 kg)에서 30

lb(13.6 kg)의 질량을 가진 금속성 이물질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하고, 가속도계 

센서로부터 3 ft(0.91 m) 이내의 거리에서 0.5 ft-lb(0.68 J)의 운동에너지를 가

진 이물질의 충격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금속파편 감시계통의 가속도계 센서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경계 외부 표면

에 부착되어야 하고 금속성 이물질이 모일 수 있는 구역(원자로 용기 상부 및 

하부 공간, 증기발생기 입구 공간 등)에 최소한 2개의 센서가 부착되어야 하

며 그 위치는 가능하면 넓은 영역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확인

나. 채널별 교정내용 확인

다. 출력상승 운전단계별로 배경잡음 데이터 측정내용 확인

라. 계통의 시간이력 데이터 취득, 스펙트럼 분석, 경보발생 기능 확인

4. 검사 중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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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력상승 운전단계별로 배경잡음 데이터 측정 및 분석을 통해, 각 채널별로 

시간이력 신호가 취득되고 스펙트럼 분석, 경보발생 기능 등이 적절히 유지되

고 있는지 확인한다.

나. 금속파편 감시계통의 성능이 설계된 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각 채널별로 교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나. 신호측정이 출력상승 운전단계별로 안정된 운전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1. 시험준비(예, 적합한 절차서, 검·교정된 계측설비, 관련 보조계통들의 동작상태)

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출력상승 운전단계별로 배경잡음 데이터를 절차서에 따라 적절히 측정하여야 

한다.

3. 경보기의 성능, 금속파편 감시계통의 종합적인 성능, 계통의 채널별 교정내용 

등이 관련 절차서 및 FSAR 성능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신한울1,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제7장, 제14장

2. 경수로형 원전 안전규제지침 8.11, “가압경수로형 원전의 일차계통에 대한 금속

파편 감시프로그램”



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금속파편감시계

통

1. 금속파편감시계통의 성능시험 절

차서의 적절성 확인

2. 각 채널별 계측설비에 대한 교정

의 적절성 확인 

3. 출력상승 운전단계별(0, 20, 50,

80, 100%)로 취득된 배경잡음 신

호의 적절성 확인

4. 배경잡음 신호 측정 시 채널별로 

시간이력 신호 취득 여부 확인

5. 배경잡음 신호측정 시 채널별로 

취득한 신호에 대한 스펙트럼 

분석 및 주파수 필터링 기능 유
지 여부 확인

6. 배경잡음 신호측정 시 채널별로 

취득한 신호에 대한 시간이력 및 

주파수 스펙트럼 그림표시 여부

확인 

7. 배경잡음 신호측정 시 이상 경보 

신호 발생여부 확인

시험착수 전, 절

차서 검토

시험착수 전, 각 

채널별 계측설비

에 대한 교정내용 

확인

핵연료장전 시험 

시, 출력상승 운

전단계별로 배경

잡음 신호의 취득

내용 확인

핵연료장전 시험

시, 시간이력 신

호 취득 기능 확

인

핵연료장전 시험 

시, 신호분석 및 

필터링 기능 확인

핵연료장전 시험 

시, 채널별 취득 

신호의 시간이력 

및 주파수 스펙트

럼 그림 표시 여

부 확인

핵연료장전 시험 

시, 이상 경보 신

호 발생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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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14절 음향누설 감시계통 종합시험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 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에서 균열이 발생하거나, 냉각재가 누설되거나 혹은 

가압기 안전밸브의 스템이 이상 작동 시에는 음향이 방출되면서 이들이 냉각재 상

실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음향누설감시계통은 음향방출신호의 감시를 통해 

이러한 사고 발생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설계기준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케 

한다.

본 검사에서는 음향누설 감시계통이 Regulatory Guide(이하 “RG") 1.45에서 요구

하는 성능인 1 gpm 이상의 유체가 누설되는 경우 이를 적절히 감지할 수 있는 성

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음향누설감시계통은 센서, 채널, 경보기, 신호분

석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구성기기들이 관련 사양서에 따른 성능요

건에 부합되도록 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음향누설 감시계통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음향누설감시계통은 여러 개의 음향방출 감지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음향 감

지기는 증기가 누설될 때 발생된 배관 구조물을 따라 전송되는 고주파수의 음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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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호를 탐지한다. 증기누설에 의하여 발생되는 난류성 음향은 1kHz~1MHz에 이

른다. 그러나 저주파수 음향신호는 기계적 잡음 때문에 그리고 고주파수 음향신호

는 높은 감쇠로 인하여 유효한 신호로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음향누설감시계통은 

일반적으로 60∼400kHz 범위에서 동작된다. 일반적으로 신호크기는 누설의 크기에 

따라 증가되나 주파수 성분변화는 없다. 이러한 음향누설 감시계통은 원자로냉각재

계통의 압력경계에서 균열발생, 냉각재의 누설발생, 그리고 가압기 안전밸브 스템의 

이상 작동 등의 경우에 이를 조기에 감지하여 냉각재 상실사고 등의 설계기준사고 

발생을 방지하게 하며, 누설위치와 누설량 등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신호 정보

를 제공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음향누설 감시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에서 1gpm 이상의 유체가 

누설되는 경우 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음향누설 감시계통은 가압기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밸브 스템 위치를 운전원 

실에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TMI 후속조치 사항)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확인

나. 채널별 교정내용 확인

다. 출력상승 운전단계별로 배경잡음 데이터 측정내용 확인

라. 출력상승 운전단계별 계통의 기능(RMS 변동이력 신호 취득기능, 균열 및 누

설발생 관련 경보신호 발생여부, 안전밸브 스템 작동 관련 경보 신호 발생여

부 등) 확인

4. 검사 중점 사항

가. 출력상승 운전단계별로 배경잡음 데이터 측정 및 분석을 통해, 각 채널별로 

RMS 변동신호 신호가 취득되고 경보신호 취득기능, 균열발생 탐지기능, 증기

누설 탐지 기능 등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나. 음향누설 감시계통의 종합적인 성능이 설계된 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

다.

5. 검사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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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 채널별로 교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나. 출력상승 운전단계별로 안정된 운전상태에서 신호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1. 시험준비(예, 적합한 절차서, 검·교정된 계측설비, 관련 보조계통들의 동작상태)

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출력상승 운전단계별로 배경잡음 데이터를 절차서에 따라 적절히 측정하여야 

한다.

3. 음향누설감시계통의 종합적인 성능이 관련 절차서 및 FSAR 성능요건에 부합

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신한울 1,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제7장, 제14장

2. Regulatory Guide 1.45, Rev.1, "Guidance on Monitoring and Responding to

Reactor Coolant System Leakage"

3. Regulatory Guide 1.97, Rev.4, "Criteria for Accident Monitoring Instrumentation for

Nuclear Power Plants"

4. NUREG-0718 Rev.2, II.D.3, "Relief and Safety Valve Position Indication"

5. NUREG-0737, II.D.3, "Direct Indication of Relief and Safety Valve Position"



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음향누설 

감시계통

1. 음향누설감시계통의 성능시험 절

차서의 적절성 확인

2. 각 채널별 계측설비에 대한 교정

의 적절성 확인 

3. 출력상승 운전단계별(0, 20, 50,

80, 100%)로 취득된 배경잡음 신

호의 적절성 확인

4. 배경잡음 신호측정 시 채널별로 

RMS 변동이력 신호가 취득되는

지 확인

5. 배경잡음 신호측정 시 채널별로 

균열 및 누설 관련 경보신호 발

생여부 확인 및 경보설정치 조

정

7. 배경잡음 신호측정 시 안전밸브 

스템작동 관련 경보 신호 발생

여부 확인 및 경보설정치 조정

시험 전, 절차서 

검토

시험 전, 각 채널

별 계측 설비의 

교정내용 확인

시험 시, 출력상

승 운전단계별로 

배경잡음 신호 취

득내용 확인

시험 시, RMS 변

동이력 신호 취득 

기능 확인

시험 시, 균열 및 

누설 관련 경보신

호 발생여부 확인 

및 경보설정치 조

정 확인

시험 시, 밸브 스

템 작동 관련 경

보 신호 발생여부 

확인 및 경보설정

치 조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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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15절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 종합시험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로냉각재펌프는 정상운전 동안 원자로 노심으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적절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충분한 강제순환 유량을 제공하고, 발전소 기

동 중에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을 가열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원자로냉각재

펌프는 고온 및 고압 상태에서 장시간 운전으로 인하여 회전부위 등이 손상 또는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원자로냉각재펌프가 이상 작동 시에는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충분한 강제순환 유량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고, 원자로심의 냉

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원자로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원자로냉각재펌프가 구조적으로 이상이 생기면 진동특성이 변하게 되므로, 원자로 

냉각재펌프의 구조적 건전성 이상 여부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서는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진동상태를 운전 중에 계속 감시할 수 있는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

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은 원자로냉각재펌프에서 회전부의 불균형, 축 정

렬불량, 커플링 정렬불량, 베어링 손상, 축 휨 및 축 균열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진

동신호를 측정하고, 주파수 신호분석을 통해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이상 진동현상을 

조기에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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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의 성능검사에서는 각 센서 채널별로 진동신호 취

득, 스펙트럼 신호분석 등의 성능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은 원자로냉각재펌프 몸체(casing) 및 축의 진동준

위와 펌프의 회전속도, 축 중심의 운동궤적 등을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펌

프축 정렬불량, 회전부의 불균형, 펌프축 균열, 베어링 손상 등과 관련된 이상 진동 

원인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안전 설계사항

원자로냉각재펌프는 회전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회전부의 불균형, 축 정렬불량,

커플링 정렬불량, 베어링 손상, 축 휨 및 축 균열 등이 존재하게 되면 이상 진동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펌프가 오작동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그러한 이상 진동 발

생요인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설치 및 정비 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원자로냉각재펌

프는 몸체와 축의 진동준위가 제조업체에서 지정한 허용진동기준보다 작도록 운전

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확인

나. 채널별 교정내용 확인

다. 출력상승 운전단계별 진동기준 신호(가속도, Orbit 변위 등) 측정내용 확인

라. 계통의 종합적인 성능(채널별 경보설정치 및 경보발생 기능, 시간이력 데이터 

취득, 스펙트럼 분석, 주파수 필터링 기능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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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중점사항

가. 출력상승 운전단계별로 진동기준 신호 측정 및 분석을 통해, 각 채널별로 시

간이력 신호가 취득되고 스펙트럼 분석, 주파수 필터링 기능 등이 적절히 유

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나.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의 종합적인 성능이 설계된 대로 유지되고 있

는지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각 채널별로 교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나. 출력상승 운전단계별로 안정된 운전 상태에서 신호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각 채널별로 시간이력 신호가 취득되고 스펙트럼 분석, 주파수 필터링 기능 

등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III. 판정 기준

가. 시험준비(예, 적합한 절차서, 검·교정된 계측설비, 관련 보조계통들의 동작상

태)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 출력상승 운전단계별로 진동기준 신호를 절차서에 따라 적절히 측정하여야 

한다.

다. 원자로 냉각재 펌프 진동감시계통의 종합적인 성능(채널별 경보설정치 및 경

보발생 기능, 계통의 채널별 교정내용, 시간이력 데이터 취득, 스펙트럼 분석,

주파수 필터링 기능 등)이 관련 절차서 및 FSAR 성능요건에 부합되어야 한

다.

IV.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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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한울 1,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4장, “초기시험프로그램”

나. 신한울 1,2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의 성능시험 절차서

다. ASME OM-S/G-2000, Part 14, “Vibration Monitoring of Rotating Equipment

in Nuclear Power Plants"



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원자로냉각재

펌프 

진동감시계통

1.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

계통의 성능시험 절차서의 

적절성 확인

2. 각 채널별 계측설비에 대한 

교정의 적절성 확인

3. 출력상승 운전단계별(0, 20,

50, 80, 100%)로 취득한 진

동기준 신호의 적절성 확

인

4. 진동기준 신호측정 시 채널

별로 시간이력 신호 취득 

여부 확인

5. 진동기준 신호측정 시 채널

별로 취득한 신호에 대한 

스펙트럼 분석 및 주파수 
필터링 기능유지 여부 확인 

6. 진동기준 신호측정 시 채널

별로 취득한 신호에 대한 

시간이력 및 주파수 스펙트

럼 그림 표시 여부 확인 

7. 진동기준 신호측정 시 이상 

경보 신호 발생여부 확인

시험착수 전, 절차서 

검토

시험착수 전, 각 채널

별 계측설비에 대한 

교정내용 확인

핵연료장전 시험 시,

출력상승 운전단계별

로 진동기준 신호의 

취득내용 확인

핵연료장전 시험 시,

시간이력 신호 취득 

기능 확인

핵연료장전 시험 시,

신호분석 및 필터링 

기능 확인

핵연료장전 시험 시,

취득 신호의 시간이

력 및 주파수 스펙트

럼 그림 표시여부 확

인

핵연료장전 시험 시,

이상 경보 신호 발생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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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16절 가압기 성능시험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가압기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운전압력을 유지하는 역할과 함께 화학 및 체적제어

계통과 더불어 부하 변화, 가열 및 냉각 시에 원자로냉각재의 체적 변화를 보상

하는 역할을 한다. 가압기 제어계통은 가압기 압력제어계통과 가압기 수위제어계

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압기 압력제어계통은 가압기 압력을 입력신호로 받아 비례/보조전열기와 살수 

유량을 제어하여 가압기 압력을 유지한다. 가압기 수위제어계통은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의 충전유량 제어밸브 및 3개의 유출 오리피스 격리밸브를 사용하여 가

압기 수위가 설정 범위를 유지하도록 제어한다.

가압기 성능시험에서는 가압기 압력 및 수위 제어계통의 기능이 적절한지 확인

하기 위하여, 가압기 수위 및 압력 관련 경보 발생과 보조살수밸브 및 전열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이와 아울러 유출 오리피스 격리밸브와 충전유량 제어밸

브의 운전이 적절한지 여부도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가압기 압력 관련 경보 및 운전 설정치 확인

- 가압기 고압력 및 저압력 경보

- 비례전열기 및 보조전열기 운전

- 보조살수밸브 운전

나. 가압기 수위 관련 경보 및 운전 설정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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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전열기 및 보조전열기 운전

- 고수위 및 저수위 편차 경보

- 저-저수위 및 고수위 경보

- 유출 오리피스 격리밸브 및 충전유량 제어밸브 운전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압력 조절 기능

가압기 압력제어계통은 가압기 가열기 및 살수밸브를 사용하여 원자로냉각재

계통 압력을 설정치내로 유지시킨다. 가압기는 냉각재의 밀도변화에 의한 압

력 변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물·증기의 완충공간을 제공한다. 가압기 압력신

호는 비례가열기제어기, 보조가열기제어기, 살수밸브제어기에 보내져 요구되

는 가압기 압력을 유지하기 위한 입력신호가 된다. 또한, 관련 제어계통은 가

압기 저수위 및 고압력 신호와 연동되어 있다. 저수위연동은 수위가 설정치 

이하로 떨어질 때 가열기 보호차원에서 전원이 차단된다. 만약, 가압기 압력

이 고압력 설정치에 도달하면 모든 전열기의 전원은 차단되어, 전열기에 의

한 더 이상의 압력 증가를 방지하게 된다.

나. 수위 조절 기능

가압기 수위제어계통은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충전유량 제어밸브 및 유출 

오리피스 격리밸브를 사용하여 가압이 수위를 설정치에 유지하도록 제어하며,

이를 통해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재 재고량의 변화를 최소화한다. 가압기 수

위제어계통은 발전소 과도현상 동안에 냉각재 밀림을 흡수하기 위해 가압기 

내의 증기량을 유지시킨다. 정상운전 동안 가압기 수위는 충전 및 유출 유량

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자로냉각재 평균온도의 함수로 프로그램되며,

실제 수위와의 차이는 유출 오리피스 격리밸브 및 충전유량 제어밸브를 제어

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위오차 프로그램에 입력된다. 실제 수위가 매우 높으면 

관련 유출수 유량 조절라인에서 평상시 닫혀있던 유출 오리피스 격리밸브를 

열고, 충전유량 제어밸브를 최소 유량 위치로 유지시킨다.

2. 안전 설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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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압기 제어계통은 비안전 관련계통이며, 지진 발생 시 운전이 요구되지 않는 

내진등급 II 계통으로 분류된다.

나. 가압기 제어계통의 고장은 안전관련 기기의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가압기 제어계통의 설정치는 비인가자가 조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가압기 수위/압력 선택 스위치로 채널을 선택하였을 때 채널선택에 대한 지

시가 발전소 감시계통에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마. 가압기 압력 제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경보 및 지시 등이 적절히 표시되

어야 한다.

바. 가압기 수위편차 발생 시 수위 제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경보 및 지시 등

이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사. 충전유량 제어밸브의 제어, 경보 및 지시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 유출 오리피스 격리밸브의 제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경보 및 지시 등이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시운전 단계의 가압기 성능 시험은 고온 조건에서 실제 수위 및 압력을 변화시

키면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성능 점검 결과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가압기 압력 관련 경보 및 운전 설정치 확인

1) 가압기 고압력 경보 및 저압력 경보 설정치

2) 비례전열기와 보조전열기의 여자, 비여자, 차단기 개방 및 투입 설정치

3) 살수밸브 완전 열림 및 완전 닫힘 설정치

나. 가압기 수위 관련 경보 및 운전 설정치 확인

1) 고수위 편차, 저수위 편차, 고수위, 저-저 수위 경보 설정치

2) 비례전열기와 보조전열기의 여자, 비여자, 차단기 개방 및 투입 설정치

3) 유출 오리피스 격리밸브와 충전유량 제어밸브의 개방 및 닫힘 설정치

4. 검사 중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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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에 사용될 절차서가 기술적으로 적합하게 작성되고, 시험에 사용될 시험

계측 설비의 검․교정이 유효 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나. 가압기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열기가 적절하게 동작이 되고 가압기 압력신

호에 따라 살수밸브의 열림이 적절하게 제어되는지 확인한다.

다. 가압기 저수위 신호에 의해서 가열기가 정지되어 전열기를 보호하고 압력상승

을 억제하는지 확인한다.

라.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재 재고량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수위

가 높아짐에 따라 유출 오리피스 격리밸브가 열리고 충전유량 제어밸브를 최

소 유량 위치로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마. 주제어실에서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격정지제어반 및 Safety

Console에서 수동으로 충전유량 제어밸브를 운전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압력 및 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판정에 사용되는 계측기가 어느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설정값의 허용

오차에 대한 분석이 적절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III. 판정기준

1. 가압기 압력 관련 경보 및 운전 설정치

가. 가압기 고압력 경보 및  저압력 경보 설정치

나. 비례전열기와 보조전열기의 여자, 비여자, 차단기 개방 및 투입 설정치

다. 살수밸브 완전 열림 및 완전 닫힘 설정치

2. 가압기 수위 관련 경보 및 운전 설정치

가. 고수위 편차, 저수위 편차, 고수위, 저-저 수위 경보 설정치

나. 비례전열기와 보조전열기 여자, 비여자, 차단기 개방 및 투입 설정치

다. 유출 오리피스 격리밸브와 충전유량 제어밸브의 개방 및 닫힘 설정치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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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7.7.1, 5.4.10 , 14장

2. 가압기 압력 및 수위 제어 논리 도면

3. 해당 발전소 공정계통 측정 채널 성능 불확실성 분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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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기 성능

시험

가. 가압기 압력 관련 경보 및 

운전 설정치

- 가압기 고압력 경보 및  

저압력 경보 설정치

- 비례전열기 및 보조전열

기의 여자, 비여자, 차단

기 개방 및 투입 설정치

- 살수밸브 완전 열림 및 

완전 닫힘 설정치

나. 가압기 수위 관련 경보 및 

운전 설정치

- 고수위 편차, 저수위 편

차, 고수위, 저-저 수위 

경보 설정치

- 비례전열기 및 보조전열

기의 여자, 비여자, 차단

기 개방 및 투입 설정치

- 유출 오리피스 격리밸브 

및 충전유량 제어밸브 

개방 및 닫힘 설정치

o 시험 착수 전 

또는 후

o 시험절차서,

안전성분석보고

서, 기기 

명세와 시험 

결과의 비교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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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17절 자연순환 시험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동 점검은 원자로냉각재 펌프가 모두 이용불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일차 계통

의 자연순환을 이용하여 노심의 잔열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확인하는 내용

이다.

원자로 출력 95% 이상에서 원자로 정지후 안정된 상태에서 원자로냉각재 펌프

를 동시에 모두 정지한다. 원자로냉각재 펌프 정지후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자연

순환에 의하여 노심의 잔열을 충분하게 제거할 수 있는지를 최소 30분 동안 확

인한다. 자연순환 냉각 기간동안 자연순환에 의한 잔열 제거량이 노심에서 발생

하는 열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동 점검의 대상은 핵증기공급계통(NSSS), 보조설비(BOP) 및 터빈/발전기를 비

롯하여 관련 지원 계통이 포함된다.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기능

원자로냉각재 펌프가 불시 정지되면 원자로가 정지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노심에서 발생하는 잔열은 일차계통의 자연순환에 의하여 제거된다. 원자로냉각

재계통은 증기발생기 위치를 원자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여 자연 대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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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노심의 잔열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증기발생기 이차측으로 

전달된 노심의 잔열은 복수기가 건전할 경우 증기우회제어계통의 터빈우회밸브

를 통하여 제거할 수 있으며, 복수기가 이용 불가능할 경우 대기 덤프를 이용하

여 제거할 수 있다. 자연순환에 의한 노심의 잔열제거는 정지냉각계통이 작동하

는 조건(RCS 온도, 350℉ (176.7℃), 압력, 410psia (28.8㎏/㎠, 가압기압력)까지 

이용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원자로냉각재 펌프

원자로냉각재 펌프는 정상운전동안 원자로 노심에서 발생된 열을 적절히 제

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제 순환유량을 제공하고, 발전소 기동 시에 원자로

냉각재를 가열하는 기능을 한다.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최소 설계유량은 허용 

핵연료설계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있다. 원자로냉각재 펌프와 관

성바퀴(Flywheel)를 부착한 전동기는 공급 전원 상실시 노심을 적절히 냉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관성 서행(Coastdown) 유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증기우회 제어계통 (Steam Bypass Control System, SBCS)

증기우회계통은 터빈우회밸브와 증기우회제어계통(SBCS)으로 구성되며 증기

우회제어계통은 증기를 발전소 복수기 또는 대기로 방출하는 터빈우회밸브의 

위치를 제어한다. 증기우회제어계통은 터빈 부하감발에 따른 핵증기공급계통

의 잉여 열에너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계되어 있다. 잉여 열에너지 제거는 

터빈우회 밸브의 선택적 사용 및 증기 방출량의 조절을 통해 가능하므로 불필

요한 원자로정지를 방지하고 가압기 혹은 주증기 안전밸브의 열림을 방지한

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원자로 정지 후, 모든 원자로냉각재 펌프 정지된 상태에서 자연 순환 유동이 

형성됨을 확인한다.

나. 자연 순환에 의하여 노심의 잔열이 충분하게 제거되는 기능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모든 원자로냉각재 펌프 정지 후 적절한 자연순환 조건이 시험중 유지되는지

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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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온관 온도는 안정된 상태 혹은 감소 상태 유지

2) 고온관 온도는 안정된 상태 혹은 감소 상태 유지

3) 원자로냉각재 배관 온도차이: ΔT ≤ 32℃ (57℉)

(ΔT = 고온관온도 - 저온관온도)

4) 원자로냉각재계통 과냉각 여유도(Tsub) ; Tsub ≥ 15℃ (27℉)

5) 고온관과 노심출구 온도 차이 ≤ 6 ℃ (11℉)

6) 자연순환 조건에서 출력유량율이 1 미만임을 확인

나. 자연순환 조건이 적어도 30분 이상 안정되게 유지됨을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시험 진행 중,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을 안전주입 설정치(123.9 kg/㎠) 보다 

높게 유지하여 자연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전주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

지됨을 확인한다.

나. 보조급수작동신호(AFAS)이 발생되어 보조급수가 주입되면 과냉각으로 인하여 

자연 순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AFAS을 수동으로 override하여 보조

급수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을 확인한다.

다. 이차 계통의 급수를 위하여 기동급수펌프가 기동되고, 주급수 펌프는 정지되어 

기동급수펌프에 의하여 급수된다.

III. 판정기준

1. 모든 원자로냉각재 펌프가 정지된 경우 노심의 잔열 제거를 위하여 II.4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순환 유동이 형성된다.

2. 자연순환에 의한 노심 잔열제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력유량율이 1보

다 작아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 점검표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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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심사지침, KINS/GE-N001 10.4.9절 및 부록 5.4.7-1,

2009.

2. 표준형원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5장 부록 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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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자연순환시험  1. 모든 원자로냉각재펌프 정

지 후 적절한 자연순환 조

건 확인

- 저온관 온도 ; 안정된 상

태 혹은 감소상태

- 고온관 온도 ; 안정된 상

태 혹은 감소상태

- 원자로냉각재 배관 온도  

차이

(ΔT = 고온관온도 

- 저온관온도)

; 32℃ (57℉) 이하

- 원자로냉각재계통 과냉각  

여유도(Tsub)

; 15℃ (27℉) 이상

- 고온관과 노심출구온도   

차이

; 6 ℃ (11℉) 이하

- 출력유량율 ; 1 미만

시험착수 전 

또는 후, 시

험결과의 비교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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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18절 핵연료장전후 제어봉 구동장치 성능 시험

주관부서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제어봉 구동장치(CEDM : 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는 제어봉 집합체

(CEA : Control Element Assembly)를 수직방향으로 이동시키고 그 위치를 표시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석잭(magnetic jack)형의 구동장치이다. 각각의 제어봉 구동

장치는 작동 신호에 응답하여 제어봉 집합체를 인출, 삽입, 정지 또는 낙하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어봉 구동장치의 코일에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전기자

(armature) 스프링이 자동적으로 걸쇠를 제어봉 구동장치의 구동축에서 분리시키며,

제어봉 집합체가 중력에 의해 노심에 삽입되도록 한다.

원자로 정지시 모든 제어봉 구동장치는 서로 독립적이다. 즉, 하나의 제어봉 구동

장치의 고장이 다른 제어봉 구동장치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떤 한 제어

봉 구동장치의 고장시에도 확실히 원자로정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충분

한 정지 여유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단일 고장시에도 제어봉 구동장치

는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정지반응도를 제공한다.

제어봉 구동장치와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의 연결은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

통의 전원 스위치에서 이루어지며, 이 전원 스위치내에서 저전압의 논리제어신호는 

고전압의 동력과 적절히 격리된다. 제어봉 구동장치와 제어봉 집합체 사이의 연결

에는 특별히 격리가 요구되는 중요한 부품은 없다.

제어봉 구동장치는 상부 압력하우징, 모터하우징, 상부 슈라우드, 냉각 슈라우드,

모터 집합체, 코일 집합체(상부집게권선(upper gripper coil), 하부집게권선(lower

gripper coil), 상부인양권선(upper lift coil), 하부인양권선(lower lift coil)), 리드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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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집합체 및 제어봉 연장축 집합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연료 장전후 제어봉 구동장치 성능시험은 고온정지조건에서 각 제어봉 집합체

를 인출 및 삽입하여 제어봉 구동장치와 제어봉 집합체가 적절하게 운전 가능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시험이다.

제어봉 구동장치의 핵연료장전후 제어봉 구동장치 성능시험 단계에서는 다음 사

항들을 확인한다.

가. 시험준비 상태 점검

나. 제어봉 구동장치와 제어봉 집합체 운전의 적합성 점검

다. 경보의 적절성 확인

라. 제어봉 집합체의 낙하시간 확인

2. 검사 대상

제어봉 구동장치 성능시험 수행에는 다음과 같은 계통 또는 기기가 포함된다.

가. 제어봉제어계통

나. 제어봉 구동장치

다. 제어봉 구동장치 전동기-발전기세트 

라. 정보처리계통(IPS)

마. 노심보호연산기계통(CPCS)/제어봉연산기계통(CEAC)

바. 리드스위치 집합체(RSPT)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제어봉 구동장치는 제어봉 집합체를 수직방향으로 이동시키고 그 위치를 표시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석 잭형의 구동장치이다. 각각의 제어봉 구동장치는 작동신

호에 응답하여 허용기준 구동범위 내에서 제어봉 집합체를 인출, 삽입, 정지 또는 

낙하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어봉 구동장치는 원자로 상부덮개 노즐에 설치된다. 제어봉 구동장치는 상부 

압력하우징, 모터 하우징, 상부 슈라우드, 냉각 슈라우드, 모터 집합체, 코일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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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스위치 집합체, 그리고 제어봉 연장축 집합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어봉 집합체 인출 및 삽입은 자기력에 의한 일련의 단계적 운동에 의해 이루어

진다. 제어봉 집합체 인출 및 삽입을 위한 전원은 두 개의 별도의 공급원 (MG Set)

으로부터 얻어진다.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의 제어 프로그램에 의해 구동 사이

클이 가동되며 이에 따라 제어봉 집합체가 삽입 또는 인출 방향으로 움직인다. 제

어봉 집합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권선(상부 집게권선 또는 하부집게권선)

에 저전류를 보내고 나머지 권선에는 전류를 차단시킨다. 모든 권선에 전력을 차단

시키면 제어봉 집합체는 낙하한다.

노심내 제어봉 집합체의 축방향 위치는 서로 독립된 두 가지 계측계통에 의하여 

표시된다. 즉, 제어봉집합체 위치지시 방법에는 펄스계수식 방법과 리드스위치 방법

이 있다. 펄스계수식 방법은 권선에 공급되는 전류의 변화를 전자적으로 감시하여 

제어봉 집합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리드스위치 방법은 상부압력 

하우징과 평행하게 설치된 두 개의 독립된 리드스위치 집합체에 의해 제어봉의 위

치를 지시하는 방식이다. 리드스위치 집합체 내부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리

드스위치가 제어봉 연장축 상단에 설치된 자석에 의하여 개폐된다. 리드스위치 집

합체는 제어봉집합체의 위치를 허용기준 오차 범위 내에서 측정하도록 설계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모든 시험설비 및 시험장비들은 적절히 교정되어야 한다.

나. 본 계통의 구성 기기의 동작 상태가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제어봉 구동장치 권선코일의 온도는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 전원공급전압의 각 상전압은 허용오차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마. 계통 시험을 위한 발전소 상태(온도, 압력, 보론 농도 등)가 유지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준비 상태 점검

해당 시험절차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시험관련 계측기기의 검·

교정 상태, 시험 초기조건 등의 시험준비 상태가 적합한지 확인·점검한다.

나. 제어봉 구동장치와 제어봉 집합체 운전의 적합성 점검

제어봉 집합체의 인출 및 삽입 동작 속도와 제어봉 집합체의 삽입 및 인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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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봉구동장치 권선에 흐르는 전류 파형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또한, 제어봉집

합체 유지회로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경보의 적절성 확인

제어봉집합체 제어봉 낙하접점(Drop Rod Contact, DRC) 동작, 전기적 하부한

계접점(Lower Electrical Limit, LEL) 및 전기적 상부한계접점(Upper Electrical

Limit, UEL) 접점 동작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한 제어봉집합체 그룹에서 최소/

최대 편차경보 동작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또한, 제어봉집합체 낙하 발생 시 경

보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감시 및 경보 관련계통에서 수행하는 제어봉집합체 위

치 편차 감시기능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라. 제어봉 집합체의 낙하시간 확인

제어봉 집합체 낙하시간이 허용기준 이내임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제어봉 집합체의 동작 가능성 확인과 함께 제어봉 집합체의 동작과 관련된 여

러 가지 경보 신호가 적절하게 동작하고 제어봉 집합체 위치 지시값이 적합하

게 표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 절차에 따라서 관련 계측제어계통

(CPCS, 발전소 감시 및 경보 관련 계통 등)의 경보 또는 지시값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제어봉 집합체 삽입 및 인출 시험에서 제어봉구동장치의 각 권선의 전류 파형

이 시험절차서에 첨부되어 있는 파형과 그 순서 및 모양에서 일치하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다. 제어봉 집합체의 낙하 시험을 통하여 원자로 트립시에 모든 제어봉 집합체가 

허용시간 이내에 낙하 가능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시험절차서 검토를 통하여 제어봉 집합체 동작과 관련된 각종 경보가 절차서

에 기술된 허용값 이내에서 발생하는지를 확인한다.

나. 제어봉 위치지시계통에서 확인한 제어봉 집합체의 위치값이 오차 허용한계 이

내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제어봉 집합체 낙하시험결과 모든 제어봉 집합체가 허용 시간 이내에 낙하되

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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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판정기준

1. 시험절차서가 관련 기준 및 요건을 만족하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시험용 계측

기는 관련 요건에 따라 적절히 검·교정되고, 시험 초기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제어봉 집합체의 인출 및 삽입 동작 속도와 제어봉 집합체의 삽입 및 인출시 

제어봉구동장치 권선에 흐르는 전류 파형은 시험 절차서 상의 세부 판정기준

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제어봉집합체 DRC, LEL 및 UEL 접점 동작을 확인하고, 제어봉집합체 낙하 발

생 등의 경보발생 조건에 따라 경보가 발생되어야 한다.

4. 제어봉 집합체 낙하시간을 측정하여 시험결과가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0조, 제25조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27) “원자로 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38)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 측정

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4.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7.5절, 7.7절, 14장

5. 발전소성능검사 절차서, Post-Core HFT CEDM Perform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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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제어봉구동장치

제어봉제어계통

1. 시험준비상태 점검

- 시험절차서의 적합성 검토

- 시험관련 각종 기기의 준비상태 

및 검 교정 확인

- 시험을 위한 초기조건 확인

2. 제어봉 구동장치와 제어봉 집

합체 운전의 적합성 점검

- 개별/그룹 인출 및 삽입동작의 

적절성

- 인출/삽입시 권선 전류 파형

- 제어봉 유지기능의 적절성

3. 경보의 적절성 확인

- DRC 접점의 정상 동작

- LEL 접점의 정상 동작

- UEL 접점의 정상 동작

- 최소/최대편차 경보

- 제어봉위치지시값 편차

4. 제어봉 집합체의 낙하시간

- 낙하시간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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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CEDM 전류 파형 (인출)



첨부 2. CEDM 전류 파형 (삽입)



지 침 번 호 KINS/GI-N03

분 류 번 호 4.19

개 정 번 호 4

발 행 일 자 2017.12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분류번호 : 4.19

제 목 : 출력상승시험 계측기 상관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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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19절 출력상승시험 계측기 상관성 종합시험

주관부서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로냉각재계통 저온관 온도 등 11개의 공정변수에 대하여, 주제어실 및 캐비

닛에 설치된 지시계를 통해 채널별 또는 계통별 지시값을 측정한 후 그 편차를 계

산하여 허용기준 이내에 있음을 확인한다. 본 시험은 핵연료장전후 고온기능시험 

단계와 출력상승시험 단계에서 수행된다. 측정되는 공정변수는 아래와 같다.

가) 원자로냉각재계통 저온관 온도(RCS Cold-Leg Temperature)

나) 원자로냉각재계통 고온관 온도(RCS Hot-Leg Temperature)

다) 원자로냉각재펌프 차압(RCP Differential Pressure)

라) 원자로냉각재펌프 속도(RCP Speed)

마)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RCS Pressure)

바) 가압기 수위(Pressurizer Level)

사) 증기발생기 수위(S/G Level)

아) 증기발생기 압력(S/G Pressure)

자) 증기발생기 1차측 차압(S/G Primary Side Differential Pressure)

차) 원자로용기 차압(Reactor Vessel Differential Pressure)

카) 원자로건물 압력(Containment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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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대상

상기 공정변수를 지시하는 계통은 다음과 같다.

가) 노심보호연산기계통(또는 원자로노심보호계통)

나) 발전소보호계통

다) 주요변수 지시 및 경보계통-P

라) 주요변수 지시 및 경보계통-N

마) 다양성 지시계통

바) 정보처리계통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본 시험은 계통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아닌, 제어 및 보호 계통에 지시되는 공

정변수 값의 상호 연관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대상 계통의 기능보다는 측

정방법이 중요하다. 시험대상 계통의 공정변수 값은 정적인 상태에서 측정한다. 즉,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 및 압력 등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공정변수 값을 

노심보호연산기계통(또는 원자로노심보호계통), 발전소보호계통, 주요변수 지시 및 

경보계통-P, 주요변수 지시 및 경보계통-N, 다양성 지시계통, 정보처리계통 등의 경

로를 통하여 측정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모든 시험설비 및 시험 장비들은 적합하게 교정되어야 한다.

나. 공정변수의 측정값이 허용오차를 벗어나면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 적합성

시험절차서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영기술지침서 등과 일치하도록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초기 조건 유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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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출력,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 및 압력, 가압기 수위 등은 허용오차 범위

(예,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 ±0.3℃) 내에 있어야 한다.

다. 공정변수별 측정값의 상관성 

공정변수별 목표값(Target Value)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 압력 및 가압기 

수위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제어 및 보호 계통으로부터 취득된 측정값으로 선정

한다. 각 계통별로 취득한 공정변수 값과 목표 값과의 편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지를 확인한다.

※ 고온기능시험과 출력상승시험에서의 계측기 상관성의 차이점은 고온기능시험

에서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 및 압력의 단계별로 계측기 상관성을 확인하

나, 출력상승시험에서는 출력에 따른 계측기 상관성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모든 시험설비 및 시험 장비들은 교정유효 기간 안에 교정되어야 하고, 정확

도는 판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범위 안에 교정되었음을 확인한다.

나. 공정변수의 측정값과 목표값 사이의 오차는 허용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이를 

벗어나면 적합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다. 계측기 상관성 확인을 위한 초기조건의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본 시험의 수행 중 경보 및 비정상적인 지시 등이 발생하면, 시험을 중단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한 후에 시험을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나. 공정변수의 측정값이 허용오차를 벗어나면 적합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확인

한다.

다. 계측기 상관성 시험에 대한 검사 방법은 규제경험, 선행호기 대비 설계변경 

등을 고려하여 일부 변수를 선별하여 점검한다.

III. 판정기준

가. 시험용 계측기는 관련 요건에 따라 적절히 검·교정되고 시험 초기조건을 만족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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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정변수의 측정값과 목표값 사이의 오차는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이를 

벗어난 경우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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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27) “원자로 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38)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 측정

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4.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7장, 14장



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고

계측기 상관성

종합 시험

1. 시험절차서 적합성

-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운영기술지침서 등과의 일치 

여부 확인

2. 초기조건 유지상태

- 원자로냉각재 온도 및 압력 

등 초기조건 확인

3. 공정변수 지시값 상관성

- 공정변수의 목표값에 대한 

측정된 값의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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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20절 제어봉 낙하 및 이탈시 노심 성능 시험 

주관부서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제어봉 낙하나 이탈사고에 대한 사고해석 시에는 해당 제어봉가와 함께 사고상태

에서의 노심 출력분포를 사고해석의 입력으로 사용하며 이때 핵설계 계산 불확실도 

또는 계산여유도가 반영되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

본 시험의 목적은 발전소 출력운전 중 제어봉 낙하와 이탈상태를 모의 시험하여 

사고조건에서의 노심출력분포 및 원자로 상태변수들을 측정하고 이를 미리 계산한 

설계값과 비교함으로써 핵설계코드의 정확도를 검증하고 사고해석 시 사용한 입력

변수값의 보수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시험은 노심에 매우 큰 출력분포의 불균형상태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시험방법 

및 절차가 미리 모의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의 깊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COLSS, Core Operating Limit Supervisory

System) 및 노심보호연산기(CPC, Core Protection Calculator)에 의한 노심감시 및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본 시험을 통해 측정하고 검증하는 변수는 

사고해석 시 사용한 변수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판정기준은 핵설계 계산 불확실

도 또는 사고해석 시 가정한 불확실도와 일치되어야 한다.

본 시험이 선행 원자로에서 실시된 적이 있고, 선행 원자로와 동일한 노형 그리

고 동일한 핵연료로 노심이 구성되고 핵설계방법론도 동등하며, 사고해석 시 가정

한 출력분포 입력변수의 생산방법도 동일하다면, 후행호기에서는 시험이 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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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대상

가. 원자로 본체

나. 노심보호연산기계통

다.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

라. 노내 핵계측계통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해당사항 없음.

2. 안전 설계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를 검토하여 낙하 제어봉 및 이탈 제어봉이 사고해석에서 가정한 

조건과 부합되게 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시험방법 및 절차가 적절한지 확인한다.

다. 판정기준은 핵설계 계산 불확실도 또는 사고해석에서 가정한 불확실도에 근

거하여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라. 출력분포 측정치와 비교할 설계 예측치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마. 초기 시험조건은 핵설계 계산에서 가정한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바. 시험기간 중 정지 여유도를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사. 운영기술지침서 특수시험 예외조항을 적절히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아. 제어봉 낙하 및 이탈에 의한 출력변동으로 계통에 과도상황이 발생하므로 각

종 계통변수를 안정하게 제어하는지 확인한다.

자. 노심 출력분포와 관련한 주요안전변수들을 기록지에 연속적으로 기록·감시하

고 있는지 확인한다.

차. COLSS, CPC 및 제어봉집합체위치연산기(CEAC, CEA Calculator)의 조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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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회가 적절한 것인지 검토하고 안전기능을 위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확인

한다.

파. 시험결과가 판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시험절차서를 검토하여 판정기준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4장, 15장 및 핵설

계 불확실도에 근거하여 설정되어 있고 시험대상 제어봉이 적절하게 선정되

어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판정기준 불만족시 취해야 할 조치가 적절한지 검

토한다.

나. 운영기술지침서 특수시험 예외조항을 적절히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추가로 주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시험방법을 검토하여 출력분포 취득 시의 조건은 미리 계산한 조건과 일치하

는지 확인한다.

라. CPC, COLSS 및 CEAC의 일부 상수들을 조절하거나 기능을 우회시킬 경우에

는 그 근거가 명확한지 확인한다. 또한 시험 전·후의 상수조절과 기능조절 및 

원상복구는 적합한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하는지 확인한다.

마. 시험결과는 모두 판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제어봉 낙하 및 제어봉 이탈 사고해석에 사용한 노심출력분포 입력자료의 생

산방법이 선행호기와 달라지지 않았는지 사전 검토한다. 또한 시험절차서를 

사전 검토하여 측정자료의 취득과 판정기준 선정이 사고해석에 사용한 출력

분포생산방법과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나. CPC, COLSS 및 CEAC의 일부 상수들을 조절하거나 기능을 우회시킬 경우에

는 그 근거를 이해해야 하며 이로 인해 안전기능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없는

지 검토 확인한다.

다. 특수시험 예외조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른 운전제한조건의 감시를 강화하므

로 이에 부합되게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CPC 및 COLSS

는 제어봉 낙하 및 이탈 조건에서 노심 선출력밀도와 DNBR을 부정확하게 감

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면 제

어봉 낙하조건 시 제어봉집합체연산기의 위치편차 penalty를 제거한 원자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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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CPC는 제어봉 낙하조건에서 노심 선출력밀도와 DNBR을 감시할 수 없

으며, COLSS의 경우 해당 측정값을 계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

III. 판정 기준

시험 전·후에 측정된 모든 핵연료 다발에 대한 출력분포의 비(Ratio)와 설계값으

로 계산한 출력분포의 비(Ratio)의 차이는 핵설계 계산 불확실도 또는 사고해석 시

에 가정한 불확실도 이내이다.

IV. 첨부 자료

1.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2. 경수로형 원전 안전규제지침 18.3 저출력시험 및 출력상승시험

3. 신고리 1,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4.3절 핵설계

4. 신고리 1,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4장 초기시험프로그램

5. 신고리 1,2호기 운영기술지침서 

6. 신고리 3,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4.3절 핵설계

7. 신고리 3,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4장 초기시험프로그램

8. 신고리 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 

9. 신고리 3호기 사용전검사보고서(핵연료장전 및 시운전검사), KINS/AR-1049,

2017년

10. USNRC, Regulatory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Rev.3, March 2007.

11. ANSI/ANS-19.6.1-2011, "Reload Startup Physics Tests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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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제어봉 낙하 

및 이탈시 노

심 성능 시험

1. 시험 절차서에는 시험

대상 제어봉,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이 적합하게 기술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시험 전에 노내핵계측기

는 성능시험이 완료되었

는지 확인한다.

3. COLSS, CPC 및 CEAC에

대한 기능조절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4. 운영기술지침서 특수시험 

예외조항을 적절하게 적용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5. 제어봉의 이동과 원상복구

는 절차서를 준수하면서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6. 시험결과는 판정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한

다.

시험 전 절차서 검토

시험 전 해당시험 결

과 확인

시험시 입회 또는 절

차서 기록 확인 

시험 전 절차서 및 

기록 확인

시험입회

시험 후 절차서 기록

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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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21절 노심보호연산기 종합시험 

주관부서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노심보호연산기(CPC, Core Protection Calculator)는 원자로 보호계통의 일부로서 

노심 핵비등이탈률(DNBR) 및 국부출력밀도(LPD)를 트립변수로 하는 디지털 노심

보호 설비이다. 노심보호연산기 계통은 독립된 CPC 4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CPC는 원자로의 한 사분면에 설치된 노외핵계측기 신호와 제어봉위치 신호, 그리

고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각종 열수력변수 측정신호를 이용하여 핵비등이탈률과 국부

출력밀도를 on-line 계산하며, 이들 변수가 설정치를 초과하면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시킨다.

노심보호연산기 종합시험은 CPC가 정상 출력운전 및 과도조건에서 노심출력, 축

방향출력분포, 핵비등이탈률, 국부출력밀도 등을 적절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노외핵

계측기를 교정하고, 노물리 상수를 생산하며, CPC의 계산성능이 요구조건을 만족하

는지 검증하는 시험이다. 주요 검사대상 시험은 아래와 같다.

가. 노외핵계측기 선형출력 부채널 이득조정

각 CPC는 4개 원자로 사분면 중 한 사분면 채널의 노외핵계측기 신호를 중성자

출력 및 축방향 출력분포계산에 사용한다. 노외핵계측기는 상, 중, 하 3개 부채널로 

구성되므로 이들 부채널 계측신호가 실제 노심 축방향 출력분포에 가깝게 나타나도

록 교정하는 시험이다. 이를 위해 제논평형 조건에서 출력을 안정시킨 후 노내핵계

측계통을 이용한 노심출력분포 측정을 실시하고 동시에 노외핵계측기 상, 중, 하 부

채널에서의 전류값을 취득한다. 노심출력분포 계산프로그램(예, CECOR)을 실행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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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핵계측기의 상, 중, 하 부채널 위치에 해당하는 노심 축방향 출력분율을 이용하

여 해당 부채널을 교정한다. 본 시험은 아래의 CPC 출력분포 측정시험 전에 실시

되어야 한다.

나. CPC 출력분포 측정시험

1) 온도 그림자계수(TSF: Temperature Shadowing Factor) 측정

노외핵계측기에 도달하는 중성자속은 동일 노심출력에서도 냉각재 온도에 

따라 변하는 냉각재밀도 차이에 의해 달라지므로 노외핵계측기에 의한 출

력은 온도에 따라 보정되어야 한다. CPC에는 이러한 보정을 위한 냉각재 

온도계수가 미리 계산되어 입력되어 있으며 본 시험은 냉각재 온도계수를 

직접 측정하여 CPC 입력값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출력 안정상태에서 제어봉 위치와 붕소농도의 변화없이 터빈 부하조절을 

통해 냉각재 온도를 0.5～1.0 ℃씩 단계적으로 변화시킨다. 각 단계에서 냉

각재 온도를 안정시킨 후 노외핵계측기 출력, 2차측 열출력, 냉각재 온도를 

기록한다. 2차측 열출력으로 정규화된 노외핵계측기 출력이 냉각재 온도에 

대해 갖는 선형관계식을 만들어 기울기(Cm)를 구한다. 측정된 Cm이 CPC

에 내장된 상수 C1, C2에 대해 허용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온도 

그림자계수 관련 상수가 적절하게 결정되어 있음을 판정한다.

2) CEA 그림자 계수(RSF: Rod Shadowing Factor) 측정

노심에 제어봉이 삽입되면 반경방향 출력분포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노외

핵계측기 쪽으로 누설되는 중성자속도 제어봉 완전인출 상태와는 그 크기

가 다르다. 따라서 동일한 노심출력에서도 제어봉 삽입 여부에 따라 노외 

핵계측기 신호는 그 크기가 다르게 되므로 이를 보정해 주어야 한다.

본 시험은 각 제어봉군 삽입에 대한 출력보정상수를 구하여 CPC 입력상수

로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출력안정상태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제어봉을 

삽입하면서 보론을 희석운전하여 출력을 초기조건과 동일하게 운전한다. 제

어봉 삽입에 따라 출력분포가 급격하게 찌그러지므로 CPC 및 COLSS로 선

출력밀도와 축방향 출력편차를 주의깊게 감시한다.

제어봉이 완전히 삽입되고 노심출력이 안정되면 노내핵계측신호의 

Snapshot을 취하고 각 노외핵계측기의 출력, 이차측 열출력을 기록한다. 이

차측 열출력으로 정규화된 노외핵계측기 출력을 전제어봉 인출상태에서의 

값으로 나누어 제어봉 그림자계수를 구하고 CPC에 입력한다.

3) 반경방향 첨두계수(RPF: Radial Peaking Factor)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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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C와 COLSS는 핵설계로부터 미리 생산된 반경방향 첨두계수를 입력상수

로 사용하여 핵계측기 신호로부터 계측된 축방향 출력분포와 결합하여 Hot

Pin 출력분포를 계산한다. 본 시험은 전제어봉인출(ARO) 및 각 제어봉군이 

노심에 삽입된 상태에서의 RPF를 측정하여 CPC/COLSS에 내장된 관련 상

수가 적절함을 검증하고, 필요시 측정값으로 변경함으로써 CPC/COLSS가 

Hot Pin 출력을 보수적으로 계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 시험은 CEA 그림자계수 측정과 병행하여 수행된다. ARO, 제어군 5,

부분강, 제어군5+부분강 제어봉이 노심에 삽입된 상태에서 노내핵계측기 

신호를 취한 다음 CECOR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각 상태에서의 평면 반경

방향 첨두계수(Fxy)를 계산한다.

4) 형상처리행렬 및 경계점 출력교정상수(SAM/BPPCC) 측정

CPC에서는 3개의 검출기가 축방향으로 설치된 노외핵계측기 안전채널을 

이용하여 노심 높이에 따른 축방향 출력을 계산한다. 한편 각 노외핵계측 

검출기는 원자로 외각에 있는 Reactor Cavity에 위치하기 때문에 노외핵계

측기에서 나오는 신호인 Excore Signal은 검출기에 인접한 노심 축방향 영

역 외에 다른 축방향 영역의 중성자 누설에 의한 영향도 반영된 값이다.

따라서 노심의 다양한 축방향 출력분포에서도 노외핵계측기를 통해 정확한 

노심출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노심 축방향 출력분포를 인

위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노외핵계측기의 지시값을 다수 측정하여 노심 상,

중,하부의 출력이 각기 다른 축방향 위치에 배치된 노외핵계측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중,하 노외핵계측기 지시값으로부터 최

적의 노심출력분포를 구하는 것이 형상처리행렬(SAM: Shape Annealing

Matrix)이다. 또한 CPC에서는 이러한 3개의 축방향 노외계측기 신호와 노

심 상,하부점 출력값을 이용하여 20 포인트의 축방향 출력분포를 합성하게 

되는 바, 이때의 노심 상·하부 출력값은 Addressable 상수로 미리 정하여 

입력되는 것인데 이를 경계점 출력교정 상수(BPPCC: Boundary Point

Power Correaltion Coefficients)라 한다.

SAM/BPPCC 상수는 일정한 출력에서 제어봉을 일정 기간 동안 노심에 삽

입한 후 인출하여 제논효과에 의한 축방향 출력진동을 유발시켜 측정하며 

측정된 값을 CPC에 입력하여 사용한다. 노내계측기 신호를 사용하여 

CECOR 코드로 계산한 축방향 출력분포와 노외계측기 값에 계산된 

SAM/BPPCC 상수를 적용하여 CPC에서 계산한 출력분포 관련 사항 등을 

비교하여 오차가 허용치 이하이면 CPC에 설정된 이들 상수는 타당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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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다.

다. CPC/COLSS 운전가능성 검증시험

CPC 계통에 S/W의 설치, 각종 상수들의 입력 및 교정 등이 오류없이 수행되어 

당초 설계된 대로 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본 시험의 목적이다.

CPC의 주요 계산변수가 DNBR 및 LPD이므로 시험출력에서 일정 시간 CPC가 지

시하는 DNBR 및 LPD 측정값과 이 때 CPC의 입력으로 들어간 각종 변수들을 

CEDIPS라는 검증계산용 프로그램에 입력으로 하여 계산한 DNBR 및 LPD 값을 서

로 비교하여 CPC 측정값이 CEDIPS 계산값의 최소/최대 범위 이내인지 확인한다.

동일한 개념으로 COLSS가 지시하는 DNBR-POL 및 LHR-POL 값을 off-line COLSS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값과 비교하여 두 값의 차이가 ±0.2% 이내인지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노심보호연산기계통

나.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노심보호연산기(CPC)는 원자로 운전 중 예상운전과도 상태 시에 핵비등이탈률 

및 국부출력밀도 관련 설계제한치가 초과되지 않도록 원자로 정지신호(DNBR, LPD

Trip)를 발전소보호계통에 공급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사고 시에는 원자로를 정

지시켜 공학적안전설비계통과 함께 사고를 완화시키는 안전기능을 수행한다. 각 

CPC는 원자로의 한 사분면에 설치된 노외핵계측기 신호와 제어봉위치 신호, 그리

고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각종 열수력변수 측정신호를 이용하여 DNBR과 LPD를 

on-line 계산하며, 이들 변수가 설정치 초과 시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시킨다. 또한 

가변과출력정지(VOPT, Varable Over Power Trip), 증기발생기 비대칭 Trip을 포함

하여 몇 가지 보조정지기능도 있다.

CEAC는 원자로 내의 모든 제어봉집합체의 위치를 측정하며, 각 subgroup 내의 

제어봉집합체 간 위치 편차를 계산하여 편차가 설정치 이상이 되면 각 CPC에 편차

정보와 함께 편차형태에 따른 penalty 계수를 송신한다. CEAC는 또한 주제어반에 

모든 제어봉집합체의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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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은 주제어반에 위치한 각 CPC의 운전원 모듈(OM)을 사용하여 CPC와 

CEAC를 운전하게 된다. OM을 이용하여 CPC/CEAC 계통의 상태, 입력신호 값,

계산된 변수 및 가변상수를 감시할 수 있다. 각각의 모듈은 touch-screen 방식으로 

운전된다.

CPC의 소프트웨어 설치 및 점검을 위하여 별도의 보수시험(Maintenance Test)설

비가 설치 운용된다.

CPC는 발전소 사고 시 원자로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출력을 제

공한다.

가. 핵비등이탈률 트립 및 예비트립

나. 핵비등이탈률 여유도 (제어반에 표시)

다. 국부출력밀도 트립 및 예비트립

라. 국부출력밀도 여유도 (제어반에 표시)

마. 보정 중성자속 출력 (제어반에 표시)

바. 제어봉 집합체 인출금지

2. 안전 설계사항

가. 예상운전과도 시에 핵비등이탈률 및 국부출력밀도 관련 특정 허용연료설계제

한치가 초과되지 않도록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전소 보호계통에 공급하여 원

자로를 정지시켜야 한다.

나. 사고 시에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전소보호계통에 공급하여 원자로를 정지시켜 

공학적 안전설비계통과 함께 사고를 완화시켜야 한다.

다. 제어봉집합체 위치편차 발생, DNBR/LPD Pre-trip 시 제어봉인출금지(CWP,

CEA Withdrawl Prohibit) 신호를 생성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노심보호연산기 운전가능성 검증시험

1) 시험절차서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음을 확

인한다.

2) 자료 취득 절차 및 코드 사용 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3) 노심보호연산기에서 실시간으로 계산한 핵비등이탈률과 국부출력밀도가 CEDIPS

코드에서 계산된 값 범위 이내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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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외핵계측기 선형출력 부채널 이득조정

1) 원자로는 시험출력(20%, 50%) 조건에서 제논평형상태로 안정되어 있고, 제

어봉은 완전인출되어 있으며 원자로냉각재 압력 및 온도는 요구범위를 만

족한 상태에서 시험이 실시되는지 확인한다.

2) 각 부채널의 지시값, 전류값 등이 기록되고 노내출력분포가 측정되어 

CECOR 노심 축방향 출력분율을 이용하여 교정전류값이 생산되는지 확인

한다.

3) 각 부채널이 허용기준(±0.005V) 이내에서 교정되는지 확인한다.

다. 온도 그림자계수 측정

1) 원자로는 시험출력(50%) 조건에서 제논평형 상태로 안정되어 있고, 제어봉

은 완전인출되어 있으며 원자로냉각재 압력 및 온도는 요구범위를 만족한 

상태에서 시험이 실시되는지 확인한다.

2) 터빈을 제어하여 원자로냉각재 온도를 단계적으로 상승 안정시킨 후 자료

를 취득하고, 역시 단계적으로 감소 안정시킨 후 자료를 취득하는지 확인한

다.

3) 2차측 열출력으로 정규화된 4개 노외핵계측기 채널 출력이 냉각재온도에 

대해 갖는 선형관계식을 만들어 그 기울기가 CPC에 입력되어 있는 상수

(C1, C2) 범위 이내인지 확인한다.

라. CEA 그림자 계수(RSF), 반경방향 첨두계수(RPF) 측정

1) 원자로는 시험출력(50%) 조건에서 제논평형 상태로 안정되어 있고, 제어봉

은 완전인출되어 있으며 원자로냉각재 압력 및 온도는 요구범위를 만족한 

상태에서 시험이 실시되는지 확인한다.

2) 원자로출력을 초기조건으로 유지하면서 보론을 희석하고 측정대상 제어군

을 삽입하여 제어군이 완전삽입되면 노심을 안정시키는지 확인한다.

3) 측정대상 제어군이 완전삽입 안정된 조건에서 노내출력분포를 측정하는지 

확인한다.

4) 제어군 5, 제어군5+부분강제어군, 부분강제어군 삽입조건에서 측정된 RSF

및 RPF가 적절한지 평가하고 CPC 및 COLSS에 입력되는지 확인한다.

마. 형상처리행렬 및 경계점 출력교정상수(SAM/BPPCC) 측정

1) 시험출력(20, 50%) 조건에서 제논평형 상태로 안정되어 있고, 제어봉은 완

전인출되어 있으며 원자로냉각재 압력 및 온도는 요구범위를 만족한 상태

에서 시험이 실시되는지 확인한다.

2) 초기출력을 유지하면서 제어군 5 및 부분강제어군을 노심에 삽입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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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자유 제논진동을 일으키는지 확인한다.

3) 시험기간 동안 노심출력분포 분석용 CECOR snapshot을 일정시간 간격으

로 계속하여 충분한 시간 동안 자료를 취득하는지 확인한다.

4) 시험기간 동안 취득한 자료를 이용하여 SAM/BPPCC가 적절히 생산되는지,

생산된 값들을 사용한 CPC 출력분포의 RMS 오차 판정기준 이내인지 확인

한다.

바. CPC/COLSS 운전가능성 검증시험

1) 원자로는 시험출력 조건에서 제논평형 상태로 안정되어 있고 원자로냉각재 

압력 및 온도는 요구범위를 만족한 상태에서 시험이 실시되는지 확인한다.

2) 일정시간 간격으로 충분한 시간 동안 CPC 및 COLSS 입·출력 자료를 취득

하는지 확인한다.

3) CPC 및 COLSS의 DNBR과 LPD(LHR)에 대한 측정결과와 동일한 입력자료

를 사용한 off-line 프로그램 계산결과와의 차이가 판정기준 이내인지 확인

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발전소 상태가 원하는 출력 준위이고 시험기간 동안 요구출력범위를 유지하

는지 확인한다.

나. 제논 평형상태 및 전제어봉 인출조건이 요구되는 경우는 해당조건을 유지한 

후 시험을 수행하는지 확인한다.

다. 각 항목에 대한 시험 판정기준이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라. 취득자료는 분석에 충분한 것인지 검토한다.

마. 온도 그림자계수를 검증하기 위해서 원자로냉각재 온도 변화마다 측정된 원

자로 출력과 노외검출기에서 계측된 값을 비교 확인한다.

바. CEA 그림자 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CEA 삽입 전후 측정한 노외 핵계측기 출

력 값을 확인한다.

사. CEA 삽입에 따른 반경방향 첨두계수의 측정과정과 측정값을 확인한다.

아. 형상처리행렬 및 경계점 출력교정상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논효과에 의한 

축방향 출력진동이 진행되는 동안 노외 및 노내 검출기에서 계측된 출력 분

포관련 인자인 ASI(Axial Shape Index)를 비교 확인한다. 아울러 형상처리행

렬 및 경계점 출력교정상수의 계산과정과 계산값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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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 유의사항

가. 운영기술지침서 특수시험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시험에 대해서는 이의 정당성 

및 예외조항 적용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시험을 진행하는지 확인한

다.

나. 시험 진행중 원자로 CPC에 의한 원자로 트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다. 노내 검출기가 운전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한다.

라. 노외 검출기가 보정되었는지 확인한다.

마. 모든(225개) 노내 핵계측기 및 모든(12개) 노외 핵계측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

는지 확인한다. 모든 노외 핵계측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하며, 설계 근

거에 의한 정당한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모든 노외 핵계측기 신호를 사

용하여야 한다.

바. 시험결과 분석용 프로그램이 적절히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III. 판정 기준

각 항목에 대한 측정결과는 허용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IV. 첨부 자료

1. 검사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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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22절 수질분석 시험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수질분석시험은 핵연료 장전전, 핵연료 장전후 및 출력상승시험 단계에서 1차 계

통 및 2차 계통에 사용되는 냉각재가 계통의 재료와 적절히 양립하여 열중성자 방

출 조절, 1차 측으로부터 2차 측으로의 열전달 그리고 증기생산과 같은 기능을 충

분히 발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 시험은 관련 수질이 설계기

준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설계요건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전되는지를 확인하

며, 이를 위해 장비의 확보 및 검‧교정절차, 조직 및 편성, 분석요원의 교육‧자격현

황, 점검절차 그리고 시험측정결과 등을 검토함으로서 수질관리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2. 검사 대상

가. 장비확보 현황 및 검‧교정절차

나. 조직 및 편성

다. 화학분석요원의 교육‧자격 현황

라. 점검절차서

마. 시험측정치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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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측 냉각재는 노심 내의 핵분열로 생성된 열을 전달하는 열전달 매체가 되

며 핵분열 동안 생성된 고속중성자를 연쇄반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적절한 

열적 속도(thermal velocity)로 늦추는 감속재의 기능을 가진다. 열전달 매체로

서의 기능은 특별히 높은 열용량 및 우수한 열전도도 성질에 의한 것이며, 감속

재로서의 기능은 비슷한 질량 때문에 중성자들과 에너지를 교환하는데 특히 효

과적인 수소의 백분율이 매우 높다는데 기인한다.

나. 2차 측 냉각수의 기본기능은 터빈-발전기에 화학적, 물리적 불순물이 없는 고순

도의 그리고 수분이 없는 고품질의 증기를 공급하는 것이다. 2차 계통의 수화

학은 전휘발성 처리에 의해 조절되도록 요구된다. 이와 같은 무고형물 개념

(zero solid concept)은 증기발생기의 장기간 건전성 유지를 위한 최상의 가동형

태이다.

다. 고품질의 순수 사용은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의 모든 가동 형태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순수는 기기냉각수로서 만이 아니라 1차 및 2차 

계통을 포함한 모든 발전소 계통에 공급되는 급수의 기본이 된다. 따라서 순수

는 발전소에 요구되는 최적의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품질을 가진 물로 생산되어

야한다. 일례로 순수는 1, 2차 계통 냉각수의 경우에는 요구되지만 기기 냉각수

에는 요구되지 않는 매우 낮은 농도의 염화물을 가져야 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1, 2차 측 수화학 제어 및 사양이 예상되는 운전조건 하에서 원자로 냉각재에 

노출되는 재료에 적합하다.

나. 1, 2차 측 수질점검을 수행하는 운전조건은 핵연료 장전전, 핵연료 장전후, 출력

상승 시험이다.

다. 1, 2차 측 수질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측정장비가 확보되어 있고 가동이 가능하

며 관련 절차들이 완비된다.

라. 발전소의 수화학 관련 조직 및 편성은 1, 2차 측 수질점검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화학분석요원의 교육‧자격도 관련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마. 각 운전조건에서 설계사양에 제시된 1, 2차 측 수질관련 항목들의 측정이 가능

하도록 점검절차서들이 완비된다.

바. 1차 측 수질은 각 운전조건에서 1차 냉각재 방사능, 용해된 고체의 총 양,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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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농도 (pH)의 허용범위, 산소와 할로겐 화합물의 최대 허용농도 및 동 원자

로 냉각재계통의 수화학에 대한 설계기준을 만족한다.

사. 2차 측 수질은 각 운전조건에서 수소이온 농도 (pH)의 허용범위, 전도도, 염화

물 및 황화물의 최대허용 농도 및 용존산소 등에 대한 설계기준을 만족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수질점검 시험에 사용되는 측정장비의 확보 현황과 검‧교정절차의 타당성을 검

토한다.

나. 1, 2차 계통 수질의 수화학 분석에 사용될 점검절차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

한다.

다. 수질점검 시험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검‧교정되어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지 점검한다.

라. 수질점검을 수행하는 담당 부서의 조직과 편성 그리고 화학분석요원의 교육‧자
격 현황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마. 각 운전조건에서의 1, 2차 계통 수질측정 결과가 설계기준을 만족하는지 점검한

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상기의 주요 기능 및 안전설계 사항을 확인한다.

나. 측정장비의 확보현황 및 운용실태를 확인한다.

다. 수질 분석을 위한 온라인 및 오프 라인 측정장비들이 적절히 동작되는지 확인

한다.

라. 각 운전조건의 수질 측정치가 설계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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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판정기준

1. 시험용 분석기기는 관련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검‧교정되어야 한다.

2. 각 운전조건에 따라 사용되는 절차서들은 구비되어야 하며 관련 설계요건을 만

족하여야 한다.

3. 본 시험을 통한 측정치들은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경수로 원전 안전심사지침, 개정 2, 1998

2. EPRI TR-105714-V1R4, PWR Primary Water Chemistry Guidelines,

Vol. 1, Revision 4, 1999

3. EPRI TR-102134-R4, PWR Secondary Water Chemistry Guidelines,

Revision 4, 1996



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검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수질분석 1. 시험부서의 조직 및 편성 
검토 

 
2. 시험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3. 시험용 분석기기의 확보현

황 및 점검기록 점검
                 
4. 시험용 분석기기의 검‧교정

상태 검토

5. 화학분석요원의 교육 및 자
격유지 검토

6. 1차 측 수질측정치의 기준
치 이내 만족여부 확인

   - Pre-Fuel Loading
   - Post-Fuel Loading
   - PAT

7. 2차 측 수질측정치의 기준
치 이내 만족여부 확인

   - Pre-Fuel Loading
   - Post-Fuel Loading
   - PAT
          

시험전/서류검사

          
시험전/서류검사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시험시/서류검사 
          

시험시/현장 입회 및 서
류검사 
          

시험시/현장 입회 및 서
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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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23절 방사선 차폐 성능 시험

주관부서 : 방사선안전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방사선 차폐성능 시험 및 평가는 발전소의 차폐 외벽에서 방사선 준위를 측정하

여 발전소 운전 초기의 방사선준위에 대한 기본 측정자료를 제공한다.

성능검사 단계에서는 방사선 차폐성능 시험이 규제기준 및 지침에 부합하도록 적

절히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차폐성능 시험결과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방사선 구역 등급별 설계 선량률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방사선 차폐성능 시험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방사선 차폐설비는 정상운전, 예상운전 과도상태 및 설계기준사고와 관련된 각

각의 방사선원 조건 하에서 발전소 수명기간동안 방사선방호 기능을 적절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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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나. 발전소의 모든 구역은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예상되는 접근 및 체류시간에 따라 

분류되며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에 

근거하여 설계 선량률이 설정된다.

다. 각 구역의 선량률이 설계 선량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 구역에는 

적절한 출입통제와 적절한 차폐가 제공된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발전소 구조물은 내진범주 요건이 만족되도록 설계된다.

나. 차폐벽은 방사선 방호요건 및 구조적 설계요건 (구조적 건전성, 하중 지지 능력 

등)에 준하여 내진범주 Ⅰ등급, Ⅱ등급 또는 Ⅲ등급으로 각각 설계된다.

다. 격납건물 일차 차폐체, 주제어실의 차폐벽 및 사용후 연료 저장조의 차폐벽 등은 

내진범주 Ⅰ등급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시험절차서 및 계획서 검토

- 설계정보의 시험절차서 반영 여부 검토

- 시험절차서의 승인 확인

- 측정위치 선정의 적합성 검토

- 측정기의 선택 및 측정방법의 합리성 검토

- 차폐성능 시험범위의 타당성 검토

나. 측정기기의 신뢰성 확인

- 측정기 교정의 적합성 확인

- 측정기 성능의 신뢰성 확인

다. 시험절차 수행의 적절성 확인

- 시험 수행자 자격의 적절성 확인

- 시험결과의 수집, 평가 및 기록



- 3 -

라. 측정결과의 기준치 만족 여부 확인

- 방사선구역 등급의 기준치 만족 여부 확인

4. 검사 중점사항

가. 방사선 차폐성능 시험절차서에 설계정보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각 방사선구역 등급(Radiation Zoning)에 대하여 차폐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측정지점이 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특히 관통부, 차폐체 이음부분 등

에서의 방사선 흐름을 고려하여 측정위치가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한

다.

다. 각 방사선구역(Radiation Zone)의 예상 선량률을 고려하여 적절한 측정범위를 

갖는 측정기기가 선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측정방법이 관련 규제기준 및 지침

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라. 측정 기기가 시험기간 중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교정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고 측정환경에서 요구되는 조건(방사선의 종류 및 세기, 온도, 습도 등)에 부

합하는지를 확인한다.

마. 시험 수행자가 시험을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적합

한 교육․훈련을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바. 시험결과가 적절히 수집되고 평가되며, 기록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 각 측정위치에 대한 차폐성능 시험결과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방

사선 구역 등급별 설계 선량률 기준값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방사선 차폐성능 시험절차서가 적절히 검토되고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각 출력단계에서 출력이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 시험이 수행되는지를 확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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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측정기의 교정 성적서 내용을 확인한다.

라. 시험절차가 적절히 수행되는지 현장 입회하여 확인한다.

마. 시험결과 설계 선량률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조치사항을 확인한다.

III. 판정 기준

1. 시험절차서 및 계획서의 타당성

가. 설계정보가 시험절차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차폐설계자는 시험절차서 작

성에 지원하여야 한다.

나. 시험절차서는 적절히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다. 차폐설비로 구분되는 각 방사선구역 등급(Radiation Zoning)에 대하여 차폐성능

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측정지점이 선정되어야 하며, 특히 관통부, 차폐체 

이음부분 등에서의 방사선흐름을 고려하여 측정위치가 합리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라. 각 방사선구역(Radiation Zone)의 예상 선량률을 고려하여 적절한 측정범위를  

는 측정기기를 선정하여야 하며, 측정방법은 ANSI/ANS-6.3.1 등의 규제기준 및 

지침에 부합하여야 한다.

마. 차폐성능 시험은 영출력 운전으로부터 정격출력 운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수

행되어야 한다.

2. 측정기기의 신뢰성

가. 측정기기는 충분한 측정범위를 보장해야 하며 시험기간 중에 유효할 수 있도록 

적절히 교정되고, 측정환경에서 요구되는 조건(방사선의 종류 및 세기, 온도, 습

도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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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마선 측정기기는 관련 규제 기준이나 지침에서 요구하는 바에 부합하여야 한

다.

다. 중성자 측정기는 중성자 선량률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감마선을 분리

해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험절차 수행의 적절성

가. 시험 수행자는 시험을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적합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나. 시험결과는 모두 수집되고 평가되며,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

4. 측정결과의 기준치 만족 여부

가. 각 측정위치에 대한 차폐성능 시험결과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제12.3절에 기

술된 정상운전시 방사선구역 등급별 설계선량률 기준값 이내를 유지하여야 한

다.

IV. 평가결과

1.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1) 원자력안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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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력발전소 사용전(시설)검사요령서(KINS-G-010)

4) 원자력시설 품질보증 지침집(KINS-G-002, 003)

5) KINS 규제기준 13.2, 방사선방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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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INS 규제기준 13.3, 방사선 차폐

7) KINS 규제지침 13.1, 차폐안전성 평가

8) ANSI/ANS 6.3.1-1987, “Program for Testing Radiation Shields in Light Water

Reactors (LWR)

9) U.S. NRC Reg. Guide 1.69, "Concrete Radiation Shields and Generic Shield

Testing for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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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검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고

가. 방사선차폐

성능  시험

1. 시험절차서에 설계정보가 적절

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2. 시험절차서가 적절히 검토되고 

승인되었는지 확인한다.

3. 각 방사선구역 등급에 대하여 

차폐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측정지점이 선정되었는

지 확인한다.

4. 관통부, 차폐체 이음부분 등에

서 방사선흐름을 고려하여 측정

위치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였는

지 확인한다.

5. 각 측정지점의 예상 선량률을 

고려하여 적절한 측정범위를 갖

는 측정기가 선정되었는지 확인

한다.

6. 측정기기가 적절히 교정되었는

지 확인한다.

7. 측정기기가 측정환경에서 요구

되는 조건(방사선의 종류 및 세

기, 온도, 습도 등)에 부합하는

지 확인한다.

8. 측정방법이 관련 요건에 부합하

는지 확인한다.

시험착수전/서류검토

시험착수전/서류검토

시험착수전/서류검토

시험착수전/서류검토

시험중/현장입회

시험착수전/서류검토 

및 현장입회

시험착수전/서류검토 

및 현장입회

시험착수전/서류검토 

및 현장입회

시험착수전/서류검토

시험중/현장입회



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검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고

가. 방사선차폐

성능  시험

9. 시험 수행자가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적합한 교육․훈련을 받

았는지 확인한다.

10. 각 출력단계에서 출력이 충분

히 안정된 상태에서 시험이 수

행되는지 확인한다.

11. 시험절차가 적절히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12. 시험결과가 모두 수집되고 평

가되며, 기록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13. 각 측정위치에 대한 차폐성능 

시험결과가 방사선구역 등급별 

설계선량률 기준값 이내를 유

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14. 시험결과 설계선량률을 만족하

지 못하는 경우의 조치사항을 

확인한다.

시험착수전/서류검토

시험중/현장입회

시험중/현장입회

시험중/현장입회

시험완료후/서류검토

시험완료후/시험결과

검토

시험착수전/서류검토

시험완료후/서류검토 

및 현장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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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24절 터빈 트립 시험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터빈 트립시험은 원자로 95%이상 출력상태에서 터빈트립 시 원자로출력 감발계

통(RPCS) 없이 원자로가 설계상태대로 제어되는지와 최대부하 조건에서 터빈이 

트립되고 터빈트립에 따른 원자로가 정지되었을 때, 핵증기공급계통(NSSS) 제어

계통이 적절하게 반응하는지와 다양성보호계통(DPS)에 의하여 원자로가 정지되

는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다. 또한 모든 원자로냉각재펌프(RCP) 트립 후 

자연순환되는 냉각 유로가 적절히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동 시험 대상은 핵증기공급계통(NSSS), 터빈/발전기 및 보조설비(BOP)를 비롯

하여 관련 지원계통이 포함된다.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기능

DPS는 원자로정지 불능 예상과도상태(ATWS)로부터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

한 설계요건(10CFR 50.62 및 SECY-93-087, II.Q와 관련한 SRM)을 만족시키기 

위해 원자로보호계통(RPS)이 동작되지 않을 경우 다양성 개념으로 터빈/원자로

를 정지시키고 보조급수계통을 동작시켜 보호기능을 부가적으로 보증해 준다.

RPCS 고장시, 터빈 트립이 발생하면 다양성 보호계통이 원자로를 자동으로 정

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원자로정지 후 증기우회계통, 급수제어계통, 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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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제어계통, 가압기수위제어계통과 같은 핵증기공급제어계통은 원자로냉각재

계통을 안정화시킨다.

2. 안전설계사항

가. 다양성 보호계통(DPS)

DPS는 ATWS로부터의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설비로서 원자로정지 및 보조급수

작동을 포함하며 ATWS에 의한 위험을 감소시키고 발전소보호계통 내부 디지털 

컴퓨터 논리의 공통유형고장으로 인한 영향을 완화시킨다. DPS는 가압기 압력

이 미리 설정된 값을 초과할 경우 원자로를 정지하거나 증기발생기 수위가 설

정된 수위 이하로 떨어질 때 보조급수를 작동시키기 위해 2/2 논리회로를 사용

하는 두 채널로 구성된 비안전관련 계통이다. 터빈정지는 RPS 혹은 DPS로부터 

원자로 정지가 작동될 때마다 일어난다. RPCS가 동작하지 않아도 터빈정지에 

따라 원자로는 정지될 수 있다.

나. 증기우회제어계통 (Steam Bypass Control System, SBCS)

증기우회계통은 주로 터빈우회밸브와 SBCS로 구성되며 SBCS는 증기를 복수기 

또는 대기로 방출하는 터빈우회밸브의 위치를 제어한다. SBCS는 터빈 부하 감

발에 따른 핵증기공급계통의 잉여 열에너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총 터빈 우회 

용량을 이용하여 발전소 이용률을 증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터빈

우회밸브의 선택적 사용 및 증기 방출량의 조절을 통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원자로정지를 방지하고 가압기 혹은 주증기 안전밸브의 열림을 방지한다.

각 터빈우회 밸브의 제어를 위하여 다음 3가지 유형의 신호가 발생된다. 첫째는 

밸브를 통하여 유량을 제어하는 조절신호이고, 둘째는 짧은 시간 내에 밸브를 

완전히 열 수 있게 하는 빠른 열림신호이며, 마지막으로 우회밸브를 열기 위하

여 앞의 두 신호보다 먼저 요구되는 허용신호이다.

조절신호에서는 증기유량신호가 주증기 모관 압력신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보내지며  동시에 가압기압력신호는 가압기 바이어스(bias)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다. 프로그램신호와 측정된 주증기모관 압력신호는 서로 비교하여 

두 신호의 편차신호가 제어기로 간다. 제어기신호 또는 운전원에 의한 수동신호

는 각 터빈우회밸브상의 전기/공기 변환기로 보내진다. 이 변환기는 전기적신호

를 공기신호로 변환시켜 첫번째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해 공기구동 터빈우회밸

브로 보낸다.

빠른 열림신호에서는 가압기압력 및 증기유량신호를 비교하여 생긴 편차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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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감지기로 가며 변화감지기 출력이 기준값을 넘어서면 빠른 열림신호가 된

다. 이 빠른 열림신호는 솔레노이드를 여자시켜, 조절된 공기신호는 막고 밸브

를 빨리 열기 위하여 전압력의 공기를 인가한다.

허용신호는 허용제어기 출력이 이진신호로 변환되어 허용된 빠른 열림신호와 

함께 논리합(OR)회로에 제공되는 것을 제외하면 허용신호는 위에서 설명한 조

절신호와 동일한 회로에 의해 만들어진다. 만약 허용신호가 존재하면, 두번째 

솔레노이드밸브를 열어 조절신호 혹은 빠른 열림신호 둘 중의 하나가 공기구동

터빈우회밸브에 제공되도록 한다. 허용신호가 제거될 때 제어용공기는 대기로 

방출되고 밸브는 잠긴다. 복수기 압력이 미리 설정된 값을 초과하면 터빈우회밸

브는 열리지 않으며 대기방출밸브는 복수기 연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원자로출력감발 요구신호는 빠른 열림신호를 만드는 회로와 동일한 회로에 의

해 생성된다. 이들 다중신호는 RPCS로 보내진다.

다. 급수제어계통 (Feed Water Control System, FWCS)

FWCS는 5%에서 100%까지의 출력운전 중 증기발생기 하향유로(downcomer)

수위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설계되어 있다. 모든 다른 제어계통이 자동 

운전모드에서 운전되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러나 5%에서 15%까지의 출력에서

는 제어봉 집합체는 수동으로 운전됨) 증기발생기 수위는 정상상태운전, 5%에서 

15%까지의 핵증기공급계통 출력에서 터빈부하의 분당 ±1% 선형변화 및 15%에

서 100%까지의 핵증기공급계통 출력에서 터빈부하의 분당 ±5% 선형변화시, 5%

에서 15%까지의 핵증기공급계통 출력에서 터빈부하의 ±1% 계단변화 및 15%에

서 100%까지의 핵증기공급계통 출력에서 터빈부하의 ±10% 계단변화시, 운전중

인 두 대의 주급수펌프 중 한 대의 상실 및 모든 크기의 부하 감발시에 정상적

인 범위 내에서 유지토록 설계되어 있다.

라. 가압기 압력계통(PPCS) 및 수위제어계통(PLCS)

PPCS는 가압기 압력 신호를 이용하여 비례제어기를 통해 가압기 전열기 및 살

수밸브를 제어함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을 설정치내로 유지토록 설계되어 

있다. 원자로냉각재는 물․증기 혼합 온도보다 다소 낮기 때문에 살수된 원자로

냉각재는 증기를 응축시켜 감압시킨다.

운전원은 압력을 제어하기 위해 살수밸브의 수동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비례가열기가 사용되고 있는데도 계통압력이 계속해서 감소되면 보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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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가 자동으로 작동되며 수동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관련 제어계통은 가압기 저수위 및 고압력신호와 연동되며 저수위연동은 수위

가 설정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전열기 보호차원에서 가열기는 꺼지며 가압기 

압력이 고설정치에 도달시에는 모든 가열기는 꺼지게 된다.

PLCS는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충전유량제어밸브 및 3개의 유출 오리피스 격

리밸브를 사용하여 가압기 수위를 설정치 내에 유지하도록 제어하여 원자로냉

각재계통 냉각재 재고량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원자로

냉각재 평균온도는 수위 설정치 프로그램에 입력되고 설정치 프로그램 신호는 

실제 수위신호와 비교하게 되어 여기서 발생된 수위오차신호는 유출 오리피스 

격리밸브 및 충전유량제어밸브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위오차 프로그램에 

입력된다.

수위오차 프로그램에서 수위가 매우 높을 경우 관련 유출수, 유량 조절라인에서 

평상시 닫혀있던 유출 오리피스 격리밸브를 열고 충전유량제어밸브를 최소 유

량 위치로 유지시키며 수위가 매우 낮을 경우, 모든 유출수 유량조절라인에서 

평상시 열려있는 오리피스 격리밸브를 닫고 충전수 제어밸브를 최대 유량 위치

로 유지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수위 오차신호는 비례적분미분제어기를 통해 충전 유량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

하는 지연회로로 보내지며 지연회로의 출력은 자동/수동제어반 및 충전수 제어

밸브 선택기를 경유하여 선택된 충전수 유량제어밸브로 보내진다. 수동/자동제

어반은 운전원으로 하여금 충전수 제어밸브를 제어함으로써 수동으로 수위를 

제어할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충전수 제어밸브 선택스위치는 운전원으로 

하여금 어떤 밸브를 가압기수위제어계통으로 운전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제어실에서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격 정지제어반에서 수

동으로 충전유량 제어밸브를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 있다.

마. 터빈발전기 및 보조설비 계통

터빈발전기 계통은 NSSS로부터 발생한 증기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계통으로 기본적으로 터빈과 터빈 동작을 제어, 조절할 수 있는 자동장치, 경보 

및 정지계통 그리고 발전기 및 그 제어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 및 비정상 

조건 중 터빈의 속도는 터빈제어계통과 고압/저압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 추기 

제어밸브 등으로 제어하고 이러한 기기 및 계통들은 원전의 전반적인 안전운전

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터빈발전기 계통은 전형적인 다중 과속 보호계측 및 제

어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과속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밸브들이 다중성을 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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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주증기 및 재열증기밸브, 정지밸브들이 배열되어 있다. 터빈정지에 관련된 

신호는 터빈제어계통에서 터빈의 전기적/기계적 과속도 보호 설비에 의하여 터

빈 정지신호가 발생하면 고압 정지밸브 및 터빈 제어밸브가 닫혀 터빈을 신속

히 정지하게 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원자로출력 95%이상에서 터빈트립 시험을 실시한다. 이때 RPCS 없이 원자로

가 설계 상태대로 제어되는지 확인한다.

나. 터빈트립 시험을 수행하는 즉시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한다.

다. DPS가 원자로 정지를 개시하는지 확인하고, 만약 DPS상에 터빈트립이 되지 

않으면 수동트립을 개시하고 비상운전 절차서(EOP)에 따라 Standad Post

Trip Actions(SPTA)을 확인한다.

라. SBCS가 초기에 자동으로 터빈우회밸브(TBV)를 개방시키고 증기발생기 압력

을 주증기 모관 설정치 이내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마. PPCS 압력설정치와 PLCS 프로그램 설정치에 따라 가압기 압력과 수위를 유

지하기 위해 PPCS와 PLCS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지 확인한다.

바. FWCS #1, #2가 Reactor Tripped Override(RTO) 모드에서 자동적으로 증기

발생기 수위를 25% (WR)이상 90%(WR) 이하로 유지하는지, Refill Flow

Demand(RFD) 신호가 1차 계통에서 과도한 냉각을 방지하기 위해 증기발생

기로의 급수유량을 제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 RCP 트립 후 자연순환되는 냉각 유로가 적절히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아. 1차 및 2차 계통이 비상운전절차에 따른 운전원 조치에 따라 안정화되고 있

음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터빈 트립 시 DPS에 의한 원자로 정지를 확인한다.(이때 RPCS가 작동해서는 

안 된다.)

나. 원자로정지 후 아래의 항목이 발전소 특성에 따른 허용범위 내에서 안정된 

고온정지조건으로 제어됨을 확인한다.

1) 가압기 압력(PP); 156.4 kg/cm2A ≤ PP ≤ 159.9 kg/cm2A

2) 가압기 수위(PL); 28% ≤ PL ≤ 38%

3) 증기발생기 압력(SGP); 76 kg/cm2A ≤ SGP ≤ 84 kg/cm2A

4) 증기발생기 수위(SGL); 23.8% ≤ SGL ≤ 90%

5) RCS 평균온도(Tavg); 290℃ ≤ Tavg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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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압기안전밸브(PSV) 혹은 가압기 파이롯트구동안전방출밸브(POSRV) 및 주

증기안전밸브(MSSV)는 개방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라.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신호가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자. 터빈정지 후 가능하면 약 5 분간 운전원 조작없이 원자로 제어 계통에 의하

여 원자로가 안정된 상태로 제어되도록 추천된다.

차. RPCS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터빈트립 시 DPS가 원자로 트립을 개시하

는지 확인한다.

카. 원자로 주요변수가 허용범위를 벗어날 경우, 발전소 계통을 즉시 제어 가능

한 상태로 복구하고 주요변수를 허용범위 내로 되돌려 원자로를 안정화 시키

도록 한다.

III. 판정 기준

1. RPCS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터빈트립 후 DPS에 의하여 원자로가 정지

되어야 한다.

2. 원자로 정지 후 원자로 제어계통에 의하여 원자로가 안정된 고온정지조건에 

도달하여야 한다.

IV. 첨부 자료

1.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1. KINS/GE-N0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 지침서

2. Reg. Guide 1.68 "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 1978. Rev.02

3. 표준형원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0장



검사 점검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터빈트립

시험

◦원자로출력 95%이상에서 터빈 트립 

시험

- 터빈트립 시 다양성 보호계통에 의

한 원자로정지

- 원자로출력감발계통 작동상태

◦원자로정지 후 아래의 항목이 발전소 

특성에 따른 허용범위 내에서 안정된 

상태를 확인

  - 가압기 압력 (PP); 156.4 ≤ PP ≤ 159.9 
[kg/cm2A]

  - 가압기 수위(PL); 28 ≤ PL ≤ 38 [%]
  - 증기발생기 압력 (SGP); 76 ≤ SGP ≤ 84 

[kg/cm2A]
  - 증기발생기 수위 (SGL); 23.8 ≤ SGL ≤ 

90 [%]
  - RCS 평균온도(Tavg); 290 ≤Tavg ≤297 

[℃]

◦가압기안전밸브 혹은 가압기 파이롯

트구동안전방출밸브 및 주증기안전밸

브 미개방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신호 미발생

시험착수 전후,

시험결과의 검

토 및 시험시 

입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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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25절 출력별 부하 급감발 시험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동 점검은 원자로 출력별로 부하 급감발 조건이 발생하였을 때, 핵증기공급계통

(NSSS)가 급감발 조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이다.

출력별 부하 급감발 시험은 주급수 펌프 정지에 의한 출력 급감발 시험과 부하탈

락에 의한 원자로출력 급감발 시험으로 나뉜다. 주급수 펌프 정지에 의한 출력 급

감발 시험의 목적은 운전 중인 주급수 펌프의 정지와 같은 급격한 부하 상실 요

인이 발생할 경우 원자로 정지 및 공학적안전설비의 작동 없이 원자로출력급감발

계통(RPCS)과 원자로제어계통(RRS)에 의하여 원자로가 안정된 상태로 제어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시험은 원자로 출력 60%에서 2대의 운전 중인 주급수펌프 중 1대를, 95% 이상

에서 3대의 운전 중인 주급수펌프 중 1대를, 80∼100%에서 3대의 운전 중인 주급

수펌프 중 2대를 정지시켜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을 포함한 제어계통의 기능을 확

인한다. 부하탈락에 의한 급감발 시험은 원자로출력 각각 50%, 80%, 100%에서 부

하탈락 후 일정 원자로 출력에서 안정 상태로 제어됨을 확인한다.

원자로 출력 50%에서는 원자로출력 급감발계통(RPCS)에 의해 제어봉이 낙하되

지 않고, 터빈 출력자동 감발(Runback), 설정 출력자동감발(Setback)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원자로 출력 80% 및 100%에서는 부하탈락 후 원자로출력급감발계

통에 의해 선택된 제어봉이 낙하되고, 터빈 출력자동감발, 설정 출력자동감발 신

호 발생으로 원자로 출력이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된 상태로 제어되는지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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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점검의 대상은 핵증기공급계통(NSSS), 보조설비(BOP) 및 터빈/발전기를 비

롯하여 관련 지원 계통이 포함된다.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터빈과 원자로출력이 일치되지 못하면 원자로 제어계통(RRS), 주증기 우회제어

계통(SBCS), 주급수 제어계통(FWCS)과 가압기 수위 및 압력 제어계통(PLCS ＆ 
PPCS)이 연동하여 원자로를 균형잡힌 안정된 상태로 유지한다. 핵증기 공급계통

(NSSS)은 일반적으로 분당 5% 연속변화 및 10% 씩 단계별 변화 등 적은 양의 

부하변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운전 중인 3대의 주급수 펌

프 중 2대가 정지되는 것과 같이 큰 부하 상실의 경우 원자로 제어계통으로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지 않은 원자로 정지가 유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급격한 과도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이 설치되었다.

급격한 부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은 선택된 제어봉 부

그룹(Subgroup)을 노심 바닥에 낙하(Cutback)시키고 터빈출력은 신속하게 감소

(Setback /Runback) 시켜 원자로를 안정된 상태로 제어한다. 원자로 출력은 20～
75% 사이에서 안정되고 터빈출력은 Setback/Runback에 의하여 적절하게 감소된

다.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이 터빈 출력 및 원자로 출력을 급격하게 감소시킨후 

증기우회계통(SBCS), 급수제어계통(FWCS), 가압기 압력제어계통(PPCS), 가압기 

수위제어계통(PLCS)과 같은 핵증기공급계통(NSSS) 제어 계통등이 연계하여 원자

로를 안정화시킨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Reactor Power Cutback System, RPCS)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은 터빈우회밸브 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증기우회제어계

통과 연계되어 사용된다. 부가적으로 증기우회제어계통은 터빈에 부하가 걸릴 

때 원자로에 동일한 부하를 제공하기 위하여 터빈부하 장전시 사용되며  또한 

증기우회제어계통은 발전소 가열 및 냉각기간 동안에 핵증기공급계통의 잉여

에너지를 제거하고 온도변화율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핵증기공급계통은 일반적으로 출력 및 유량의 미세한 변동은 증기우회제어계

통 및 원자로출력제어계통에 의해 제어되나 대형 터빈 부하감발, 터빈정지, 혹

은 두 대의 주급수펌프 상실사고와 같은 상당히 큰 발전소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핵증기공급계통을 제어대역 범위내로 유지하는 



- 3 -

것은 제어봉의 정상적인 고속삽입에 의한 핵증기공급계통 출력감소율보다 더 

큰 비율로 핵증기공급계통 출력을 급속히 감소시켜야 한다.

원자로 출력 급감발계통은 원자로출력을 계단형태로 감소시켜 특정 형태의 

일․이차측 불균형을 바로 잡도록 설계된 제어계통이다.

원자로출력에 있어서의 단계적 감소는 미리 선택된 하나 혹은 두 개의 조절 

제어봉집합체 그룹을 노심속으로 낙하시킴으로써 얻어진다. 원자로 출력 급감

발계통은 또한 초기의 원자로 출력 급감발에 따른 터빈 및 원자로 출력의 균

형을 위하여, 그리고 증기발생기 수위 및 압력을 정상 제어치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터빈으로 제어신호를 제공하며 대형 부하감발 혹은 두 대의 주급수펌

프 상실사고를 수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원자로 출력 급감발계통은 두대의 주급수 펌프 상실 및 증기우회제어계통으

로부터의 원자로 출력 감발 요구신호를 각각 두 개씩 받는다. 계통을 작동시

키기 위해서는 2/2 논리가 필요하며 운전원은 수동으로 계통을 작동시킬 수 

있다. 원자로 출력 급감발에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제어봉 집합체그룹의 결정

은 발전소감시계통내의 제어봉 집합체 선택논리를 통해 수행되며 이 논리는 

핵증기공급계통 출력, 제어봉 집합체 위치 및 냉각재온도를 이용해서 원자로 

출력 급감발시에 낙하될 제어봉 집합체그룹이 선택되도록 제공된다. 만약 발

전소감시계통 제어봉 집합체 선택논리가 작동불능이면 원자로 출력 급감발계

통 제어논리스위치를 수동 선택모드로 전환하여 수동 선택모드에서 운전원은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 운전원 콘솔을 통해 제어봉 집합체 그룹을 선택한다.

이 기능은 계통의 이용율을 증가시킨다.

나. 원자로 출력 제어계통(Reactor Regulating System, RRS)

원자로 출력 제어계통(RRS)은 설정된 제한치 내에서 터빈 부하변동을 추종하

기 위해 원자로냉각재 온도 및 원자로출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원자로출력제어계통은 부하의 선형함수인 터빈 부하지수 신호 및 원자

로냉각재 온도 신호를 받는다. 터빈 부하지수 신호는 기준온도(TREF) 프로그램

으로 입력되어, 원자로 냉각재 온도가 추종해야 하는 기준온도로 환산되어 있

으며 고온관 및 저온관 온도를 평균하여 평균온도(TAVG)를 계산하고, 평균온도

에서 기준온도를 빼서 온도편차신호(원자로 냉각재 평균온도-기준온도)가 생성

된다. 여기서 생성된 온도편차신호는 제어채널 중성자속 신호에서 터빈부하지

수신호를 뺀 값으로 보상된다.

계산결과의 편차신호는 제어봉 집합체가 고속 혹은 저속으로 움직여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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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정하는 제어봉 집합체 속도프로그램 및 제어봉 집합체가 인출, 삽입 혹

은 정지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제어봉 집합체 방향프로그램에 전달되며 프

로그램들의 계산결과는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CEDMCS)과 주제어반의 상

태표시등으로 전달된다. 만약 온도편차신호가 크면, 즉 원자로냉각재 평균온

도가 기준온도보다 설정치 이상 높으면, 자동인출방지(AWP)신호가 제어봉구

동장치제어계통으로 보내지며 제어봉집합체의 인출은 원자로냉각재 평균온도

를 증가시키므로 인출방지는 편차신호의 증가를 방지한다.

증기우회 제어계통(SBCS)은 터빈 지수함수가 15% 이하일 때 원자로 출력준

위가 미리 설정한 출력준위(자동동작금지(AMI) 설정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으로 자동동작 금지 신호를 전송하여 터빈정지로 인

한 부하감발 및 일시적인 고장으로 인한 소내 부하 운전까지의 부하감발 후에 

자동적으로 원자로출력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고장이 수리된 후 발전소가 빨리 

출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원자로 출력이 15% 이하일 때도 제

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에 자동동작 금지 신호를 전송하여 원자로 보호계통에 

의해 개시된 원자로정지는 트립 스위치 기어에 의해 제어봉 구동장치제어계통

의 구동전원을 차단함으로써 모든 제어봉 집합체가 차례로 중력에 의해 노심

속으로 낙하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은 안전기능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 급수제어계통 (Feed Water Control System, FWCS)

급수제어계통(FWCS)은 5%에서 100%까지의 출력운전 중 증기발생기 하향

유로(downcomer)수위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설계되어 있다. 모든 다른 

제어계통이 자동 운전모드에서 운전되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러나 5%에서 

15%까지의 출력에서는 제어봉집합체는 수동으로 운전됨) 증기발생기 수위는 

정상상태운전, 5%에서 15%까지의 핵증기공급계통 출력에서 터빈부하의 분당 

±1% 선형변화 및 15%에서 100%까지의 핵증기공급계통 출력에서 터빈부하의 

분당 ±5% 선형변화시, 5%에서 15%까지의 핵증기공급계통 출력에서 터빈부하

의 ±1% 계단변화 및 15%에서 100%까지의 핵증기공급계통 출력에서 터빈부

하의 ±10% 계단변화시, 운전중인 세 대의 주급수펌프 중 두 대의 상실 및 모

든 크기의 부하감발시에 정상적인 범위내에서 유지토록 설계되어 있다.

급수제어계통은 유량 요구신호를 만들기 위하여 증기발생기 수위신호를 동

적으로 보상하여, 핵증기공급계통 출력이 15% 이하인 경우 이 보상된 신호를 

직접 이용하고, 15% 이상인 경우에는 이 신호를 총 급수유량 및 총 증기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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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의 차이에 의해 다시 보상된다. 보상된 신호와 수위 설정치 신호와의 차

이가 비례적분기로 보내져 운전원에 의해 수동제어가 허용되는 주 자동/수동

제어기에서 총급수 요구신호가 되어 개별 자동/수동제어기를 통해서 밸브 및 

주급수 펌프로 전달된다.

급수제어계통은 정상적으로 운전되는 세 대의 터빈구동 주급수 펌프를 가지

고 있다.

라. 증기우회제어계통 (Steam Bypass Control System, SBCS)

증기우회계통은 주로 터빈우회밸브와 증기우회 제어계통(SBCS)으로 구성되

며 증기우회제어계통은 증기를 발전소 복수기 또는 대기로 방출하는 터빈우회 

밸브의 위치를 제어한다. 증기우회 제어계통은 터빈 부하 감발에 따른 핵증기

공급계통의 잉여 열에너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총 터빈 우회 용량을 이용하여 

발전소 이용률을 증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터빈우회밸브의 선택

적 사용 및 증기 방출량의 조절을 통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원자로정지를 방

지하고 가압기 혹은 주증기안전밸브의 열림을 방지한다. 각 터빈우회밸브의 

제어를 위하여 다음 세가지 유형의 신호가 발생된다. 첫째는 밸브를 통하여 

유량을 제어하는 조절신호이고, 둘째는 짧은 시간 내에 밸브를 완전히 열 수 

있게 하는 빠른 열림신호이며, 마지막으로 우회밸브를 열기 위하여 앞의 두 

신호보다 먼저 요구되는 허용신호이다.

조절모드에서는 증기유량신호가 주증기모관 압력신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으

로 보내지며 동시에 가압기 압력신호는 가압기 바이어스(bias) 프로그램을 만

들기 위하여 사용된다. 프로그램신호와 측정된 주증기 모관 압력신호는 서로 

비교하여 두 신호의 편차신호가 제어기로 간다. 제어기신호 또는 운전원에 의

한 수동신호는 각 터빈우회밸브상의 전기/공기 변환기로 보내진다. 이 변환기

는 전기적신호를 공기신호로 변환시켜 첫번째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해 공기구

동 터빈우회밸브로 보낸다. 빠른 열림모드에서는 가압기압력 및 증기유량신호

를 비교하여 생긴 편차신호가 변화감지기로 가며 변화감지기 출력이 문턱값을 

넘어서면 빠른 열림신호가 된다. 이 빠른 열림신호는 솔레노이드를 여자시켜,

조절된 공기신호는 막고 밸브를 빨리 열기 위하여 전압력의 공기를 인가한다.

마. 가압기 수위 및 압력제어계통(PLCS, PPCS)

가압기 압력제어계통은 가압기 압력 신호를 이용하여 비례제어기를 통해 가

압기 가열기 및 살수밸브를 제어함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을 설정치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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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원자로냉각재는 물․증기 혼합 온도보다 다소 

낮기 때문에 살수된 원자로냉각재는 증기를 응축시켜 감압시킨다.

운전원은 압력을 제어하기 위해 살수밸브의 수동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

어 있으며 비례가열기가 사용되고 있는데도 계통압력이 계속해서 감소되면 보

조가열기가 자동으로 작동되며 수동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관련 제어계통은 

가압기 저수위 및 고압력신호와 연동되어 저수위연동은 수위가 설정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전열기 보호차원에서 가열기는 꺼지며 가압기 압력이 고설정치에 

도달시에는 모든 가열기는 꺼지게 된다.

가압기수위제어계통은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충전유량제어밸브 및 3개의 

유출 오리피스 격리밸브를 사용하여 가압이 수위를 설정치에 유지하도록 제어

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재 재고량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원자로냉각재 평균온도는 수위 설정치 프로그램에 입력되고 설정치 프

로그램 신호는 실제 수위신호와 비교하게 되어 여기서 발생된 수위오차신호는 

유출 오리피스 격리밸브 및 충전유량 제어밸브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

위오차 프로그램에 입력된다. 수위오차 프로그램에서 수위가 매우 높을 경우 

관련 유출수, 유량조절라인에서 평상시 닫혀있던 유출 오리피스 격리밸브를 

열고 충전유량제어밸브를 최소 유량 위치로 유지시기며 수위가 매우 낮을 경

우, 모든 유출수 유량조절라인에서 평상시 열려있는 오리피스격리밸브를 닫고 

충전수제어밸브를 최대 유량 위치로 유지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수위 오차신호는 비례적분미분제어기를 통해 충전 유량의 급격한 변화를 방

지하는 지연회로로 보내지며 지연회로의 출력은 자동/수동제어반 및 충전수 

제어밸브 선택기를 경유하여 선택된 충전수 유량제어밸브로 보내진다. 수동/

자동제어반은 운전원으로 하여금 충전수 제어밸브를 제어함으로써 수동으로 

수위를 제어할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충전수 제어밸브 선택스위치는 운전

원으로 하여금 어떤 밸브를 가압기수위제어계통으로 운전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제어실에서 운전이 불가능 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격 정지제

어반에서 수동으로 충전유량제어밸브를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 있

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원자로 출력 60%, 95%이상에서 운전중인 주급수펌프 3대중 1대 정지 및 

80%~100%에서 운전중인 주급수 펌프 3대중 2대 정지에 의한 부하 급감발 

조건이 발생하였을 때, 원자로 정지 및 공학적안전설비의 작동 없이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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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정된 상태로 자동 제어될 수 있는 기능을 확인한다.

나. 원자로 출력 50%, 80%, 100%에서 부하탈락에 의한 부하 급감발 조건이 발

생하였을 때, 원자로 정지 및 공학적안전설비의 작동 없이 발전소가 안정된 

상태로 자동 제어될 수 있는 기능을 확인한다.

다. 신형 경수로의 경우 주급수 펌프 3대 중 1대가 정지하는 시험시 나머지 2대 

주급수펌프가 요구되는 출력으로 자동으로 증가하는지 확인한다.

라. 터빈 Runback 및 Setback의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마.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 및 공학적안전설비의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시험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1) 시험 중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지 않음

2) 공학적안전설비계통이 작동되지 않음

3) 가압기안전밸브/주증기안전밸브가 개방되지 않음

4) 주증기 대기방출 밸브가 개방되지 않음

나. 원자로출력 60%에서 운전중인 주급수펌프 2대 중 1대 정지에 의한 원자로출

력급감발계통 시험 시 확인 사항

1) 제어봉 집합체 그룹이 전혀 낙하되지 않음

2) 터빈 Setback이 50%로 작동

3) 운전중인 주급수 펌프가 적절하게 급수량 공급(신형경수로의 경우 제외)

(급수량이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부분 삭제)

4) 터빈 출력 증가 금지 신호가 발생

5) 터빈 Runback이 원자로 출력에 따라 적절하게 발생

다. 원자로 출력 95% 이상에서 운전중인 주급수펌프 3대 중 1대 정지에 의한 원

자로출력급감발계통 시험 시 확인 사항

1) 운전중인 주급수 펌프가 적절하게 급수량 공급 상승

라. 원자로 출력 80 ~ 100%에서 운전중인 주급수펌프 3대중 2대 정지에 의한 원

자로출력급감발계통 시험 시 확인 사항

1) 선택된 제어봉 집합체 그룹이 낙하되어 노심 출력을 조절

2) 터빈 Setback이 절차서에 요구되는 값으로 작동

3) 운전중인 주급수 펌프가 적절하게 급수량 공급

4) 터빈 Runback이 원자로 출력에 따라 적절하게 발생

마. 원자로 출력 50%, 80%, 100%에서 부하탈락에 의한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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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시 확인 사항

1)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 동작 

2) 선택된 제어봉 집합체 그룹이 낙하되어 노심 출력을 조절 (80% 이상 출력)

3) 운전중인 주급수 펌프가 적절하게 급수량 공급

4) 터빈 Setback이 절차서에 요구되는 값으로 작동 (80% 이상 출력)

5) 터빈 Runback이 원자로 출력에 따라 적절하게 발생 (80% 이상 출력)

5. 검사유의사항

가. 시험 전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압기와 증기발생기의 수위 및 압력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여 다른 영향을 배제하여야 한다.

나. 급수펌프 한 대의 정지 후 10분 정도는 운전원의 조치 없이 자동으로 원자로

가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III. 판정기준

1. 시험 결과, 원자로 정지, 공학적안전설비계통 작동, 가압기안전밸브/주증기 안

전밸브 개방 및 주증기 대기방출 밸브 개방 없이 원자로가 안정된 상태로 제

어되어야 한다.

2. 주급수펌프 정지에 의한 원자로출력 급감발 시험 중 원자로 출력 60%의 시험

에서는 제어봉 집합체의 낙하가 없어야 하며, 95% 이상, 80 ~ 100% 시험에서

는 선택된 제어봉 집합체가 낙하된 상태에서 원자로가 안정된 상태로 제어되

어야 한다. 특히, 95% 이상의 시험에서는 주급수펌프의 출력이 요구되는 값으

로 증가해야 한다.

3. 부하탈락에 의한 원자로출력 급감발 시험 중 원자로 출력 50%의 시험에서는 

원자로급감발계통의 동작 및 터빈 Runback/Setback 신호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80%, 100% 시험에서는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에 의해 선택된 제어봉이 

낙하되고, 터빈 Runback/Setback 신호가 발생과 함께 원자로출력이 안정화되

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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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주급수펌프 정지

에 의한 원자로 

출력별 (60, 95 %

이상, 80~100%)

부하 급감발 시험

1.시험중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시험중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지  

않음

- 공학적안전설비계통이 작동되지  

않음

- 가압기안전밸브가 개방되지 않음

- 주증기안전밸브가 개방되지 않음

- 주증기대기방출밸브가 개방되지  

않음

2. 출력 60%에서 시험 시 확인 

사항

- 제어봉집합체 그룹이 전혀 낙하  

되지 않음

- 터빈 Runback/Setback이 발생

- 운전중인 급수펌프 유량 상승

(신형경수로 제외)

- 터빈 출력증가 금지 신호가 발생

3. 출력 95% 이상에서 시험 시 확  

인 사항

- 선택된 제어봉집합체 그룹이 낙  

하

- 터빈 Runback/Setback이 발생

- 운전중인 급수펌프 유량 상승

- 터빈 출력증가 금지 신호가 발생

- 신형경수로의 경우 원자로출력급

감발계통 작동없음

4. 출력 80 ~ 100%에서 시험 시 확  

인 사항

- 선택된 제어봉집합체 그룹이 낙

하

- 원자로제어계통에 의한 출력 안

정화

시험착수 전 또는 

후, 시험결과의 비

교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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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부하탈락에 의한 

원자로 출력별 

(50,80,100%) 부하 

급감발 시험

1.시험중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시험중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지  

않음

- 공학적안전설비계통이 작동되지  

않음

- 가압기안전밸브가 개방되지 않음

- 주증기안전밸브가 개방되지 않음

- 주증기대기방출밸브가 개방되지  

않음

2. 출력 50%에서 시험 시 확인 

사항

- 제어봉집합체 그룹이 전혀 낙하  

되지 않음

- 터빈 Runback/Setback이 발생하

지 않음

3. 출력 80% 이상에서 시험 시 확  

인 사항

- 선택된 제어봉집합체 그룹이 낙  

하

- 터빈 Runback/Setback이 발생 

4. 출력 100%에서 시험 시 확     

인 사항

- 선택된 제어봉집합체 그룹이 낙

하

- 터빈 Runback/Setback이 발생

시험착수 전 또는 

후, 시험결과의 비

교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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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26절 주제어실 밖에서 발전소 정지 시험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주제어실에 접근이 불가능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하여 주제어실 외부에 원격

정지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원격정지제어반에는 노심의 고온정지를 즉시 수행하고,

발전소를 고온정지 동안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상온정지 상

태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계측제어기가 설치되어 있다.

주제어반과 원격정지제어반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위치에 서로 다른 층에 설치되

며, 원격정지제어실에는 분리된 환기계통과 다중 통신계통이 있으며, 두 위치 사이

의 접근로에는 조명시설이 되어있다. 따라서 설계기준사고로 운전원이 주제어실을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원격정지제어반에서 원자로 운전이 가능하다.

여기서 고온정지는 운전모드에서 정상운전 온도 및 압력에서 원자로가 미임계인 것

을 의미하며 상온정지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운전원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발전소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출력상승시험 기간 중에 수행되는 동 시험의 목적은 운전원이 주제어실 외부에서 

원자로를 수동 정지시켜서 고온대기 상태로 전환하고, 이 고온대기상태를 최소한 

30분간 유지함으로써, 주제어실 외부로부터 발전소를 정지한 후 고온대기상태로 유

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2. 검사 대상

가. 원격정지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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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기능

원격정지제어반의 디지털 제어는 이에 대응하는 주제어반의 제어와 병렬로 

연결되어 동일한 기능을 수행토록 설계되어 있으며 전환 스위치는 원격정지제

어반과 주제어반의 안전관련기기 제어가 격리될 수 있도록 원격정지제어반(계열 

A와 B)과 발전소제어계통 캐비넷 (계열 A와 B)에 제공된다. 전환스위치를 동작

시키면 주제어반의 제어기능은 격리되고, 원격정지제어반이 제어기능을 갖게 된

다. 또한, 원격정지제어반과 발전소제어계통 캐비넷의 전환스위치를 동작시키면 

운전원들에게 주제어반에서 제어기능 상실을 경고하는 경보를 제공한다.

원격정지제어반의 아날로그 지시계는 이에 대응하는 주제어반의 아날로그 지

시계와 병렬로 연결되어 동일하게 지시한다. 원격정지제어반의 아날로그 지시계

는 주제어반의 아날로그 지시계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격리회로를 통하여 

신호를 제공받는다. 아날로그 지시계에 대한 설계는 디지털 제어기 설계와 같이 

전환스위치에 대한 공급요건은 적용하지 않았다.

2. 안전설계사항

가. 주제어반과 원격정지제어반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위치에 서로 다른 높이로 

설치된다. 분리된 환기계통과 다중 통신계통이 있으며 두 위치사이의 접근로

에는 조명시설이 되어있다. 따라서 사고해석이 수행되는 설계기준 사고 중 

어떤 단일사고가 주제어실의 대피를 초래하게 되더라도 원격정지제어반에서

의 운전이 불가능해서는 안 된다.

나. 주제어실이 접근 불가능하게 되면 운전원이 주제어실 대피 이전에 원자로 정

지, 그리고 대피 이외 다른 어려움은 발생하지 않았다는(즉, 사고는 예상되는 

원자로 트립 결과대로 진행됨) 가정들 아래서 원자로의 고온정지 수행 및 유

지할 수 있도록 주제어실 외부에 충분한 계측제어기기가 공급된다.

다. 원격정지제어반의 디지털 제어는 주제어반의 제어와 병렬로 연결되어 기능하

며 전환스위치는 원격정지제어반과 주제어반의 안전관련기기 제어가 격리될 

수 있도록 원격정지제어반(계열 A와 B)과 발전소제어계통 캐비넷(계열 A와 

B)에 제공된다. 전환스위치를 동작시키면 주제어반의 제어기능은 격리되고,

원격정지제어반이 제어기능을 갖게 된다. 또한, 원격정지제어반과 발전소제어

계통 캐비넷의 전환스위치를 동작시키면 운전원들에게 주제어반에서 제어기

능 상실을 경고하는 경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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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격정지제어반의 아날로그 지시계는 이에 대응하는 주제어반의 아날로그 지

시계와 병렬로 연결되어 지시한다. 원격정지제어반의 아날로그 지시계는 주

제어반의 아날로그 지시계와 독립됨을 보장하기 위해서 격리회로를 통하여 

신호를 제공받는다. 아날로그 지시계에 대한 설계는 디지털 제어기능를 위한 

설계에서처럼 전환스위치에 대한 공급 요건은 없으며 아날로그 제어를 위한 

전환기능은 상기 디지털 제어의 설계와 동일하다.

마.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원자로제어실 등)에 의해 원

격 계측제어기기는 주제어실의 거주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고온정지를 수

행할 수 있으며 사용되는 고온정지는 정상운전 압력 및 온도에서 원자로를 

미임계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원자로는 주제어실 외부에서 적절

한 절차를 사용해서 상온정지 상태로 유도할 수 있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선행조건 확인

1) 원자로 출력은 15~25% 범위로 운전 중이어야 한다

2) 원격정지 제어반으로부터 발전소 냉각 능력은 핵연료 장전전․후 고온기능시

험 수행시 입증되어 있어야 한다.

3) 원격정지 제어반 계기는 적합하게 교정되어 동작하고 있는 상태이다.

4) 주제어실과 원격정지제어반 사이의 통신체계가 동작될 수 있음이 입증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5) 비상정지용 계기, 제어기 및 계통은 가동전에 시험되어 있는 상태이다.

6) 원격정지제어반의 계기는 교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시험착수 전에 시험에 관

련된 초기조건과 사전 주의사항들은 완료된 상태이어야 한다

나. 원자로가 정지됨을 확인한다.

다. 주제어실에서 원격정지제어반으로 제어가 전환되었는지 확인한다.

라. 주제어실에서 제어봉 집합체(CEA) 삽입,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운전 등 발

전소 상태를 확인한다.

마. 원격정지제어반에서 주증기 대기방출밸브 및 가압기 보조 가열기(Backup Heat

er) 제어등 발전소 상태점검 및 안정화 운전을 확인한다.

바. 원자로정지 30분 후 다음 사항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1) 가압기 압력 : 156.4∼160kg/cm2a

2) 가압기 수위 : 33 ～ 52.6%/신형경수로 : 25 ~ 35%

3) 증기발생기 압력 : 76 ～ 86㎏/㎠Akg/cm2a/신형경수로 : 70 ~ 79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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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기발생기 수위(광역) : 23.5 ～ 90%/ 신형경수로 : 25 ~ 88%

5) 원자로냉각재계통 평균온도(Tavg) : 290 ～ 299℃/신형경수로 : 저온관온도 

285 ~ 293℃

6) 원자로냉각재계통 과냉각 여유도(Subcooling Margin) > 15℃ (27℉)

4. 검사 중점사항

가. 원격정지 제어반에서 운전원이 표시 계기에 나타난 조건들이 조치를 요구하는 

기설정된 준위에 도달하는 시점을 결정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들을 수동 조작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나. 원격정지 제어반의 계측제어 기기는 주기적으로 시험 및 교정이 가능하고모든 

자동 및 수동 장치들은 그들의 운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될 수 있는

지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초기 조건에서 발전기 출력 10%이상에서 즉, 계통 병입 상태에서 동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변압기 절체가 적합하게 수행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나, 발전

소 특성상 동 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절차서를 주의 깊게 검

토하여야 한다.

나. 예상치 못한 경보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찾아 검토한 이후  

시험의 연속여부를 결정한다.

다. 4대의 원자로냉각재 펌프는 원자로냉각재 온도 260℃(500℉)이하에서는 운전

되지 않아야 하며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운전모드에서는 원자로냉각재 펌프 

2A와 2B는 가압기 살수 능력 확보를 위해 운전되어야 한다.

라. 원자로냉각재 저온관 온도가 99℃(210℉)이상에서는 안전정지여유도(Shutdown

Margin)는 6.5%△k/k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III. 판정 기준

원자로를 고온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발전소를 제어하는 능력이 입증되어야 한

다.

IV. 첨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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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 점검표

V. 참고 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원자로제어실 등)

3. KINS/GE-N0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 지침서

4. 표준형원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7.4.1.1.11 및 14장

5. 표준형원전 시운전 절차서, "Reactor Shutdown from Outside Control Room"

6. Reg. Guide 1.68 "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 1978. Rev.025. IEEE 308-1980, "IEEE Standard Criteria for Class 1E

Electric System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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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ons



- 6 -

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원격정지제

어반 성능 

확인  

1. 선행조건 및 사전주의사항 등 확인 

- 원자로 출력은 15~25% 준위이어야 한다.

- 원격정지제어반으로부터 발전소 냉각 능력은  

고온기능시험 과정에서 수행되고 입증되어 있

어야 한다.

- 원격정지제어반 계기는 교정되어 동작하고 있

는 상태이다.

- 주제어실과 원격정지제어반 사이의 통신체계가 

동작될 수 있음이 입증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 비상정지용 계기, 제어기 및 계통은 가동전에 

시험되어 있는 상태이다.

2. 원자로 정지 (Rx TRIP BREAKER OPEN) 확인

3. MCR에서 RSP로 제어전환 및 전환경보 확인 

4. 주제어실에서 제어봉집합체(CEA) 삽입, 원자로

냉각재펌프(RCP) 운전 등 발전소 상태 확인

5. 정지제어반에서 주증기 대기방출밸브 및 가압기 

백업 가열기 제어등 발전소 상태점검 및 안정화 

운전 확인

6. 원자로정지 30분 후 다음 운전변수를 확인

- 가압기 압력 ; 156.4∼160kg/cm2A

- 가압기 수위 ; 33∼52.6%

- 증기발생기 압력 ; 76∼86kg/cm2A

- 증기발생기 수위(광역) ; 23.5∼90% (신형경수

로 : 25 ~ 88%)

- 원자로냉각재계통 평균온도(Tavg) ;

290∼299℃(신형경수로 : ;저온관온도 285 ~

293℃)

- 원자로냉각재계통 과냉각 여유도

(Subcooling Margin) > 15℃ (27℉)

- 시험전·후

- 선행조건

및 사전주

의사항 

확인

- 운전변수

및 운전상

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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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27절 소외전원상실 시험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동 점검은 터빈정지와 함께 소외전원이 상실되는 사고 시 비상디젤발전기를 통한 

원자로 안전정지 및 고온대기 상태유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발전소 원자

로 출력 5%이상 조건에서 원자로 수동정지 및 스위치 야드 차단기를 수동 개방함

으로써 주발전기 및 소외전원이 상실된 후 비상디젤발전기 전원만으로 원자로가 

정지되고 발전소가 고온대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동 점검의 대상은 핵증기 공급계통 및 터빈/발전기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계통 및 

제어계통이 포함된다.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발전소 부하 감발이나 터빈정지와 함께 소외전원이 상실된 사고시 안전정지를 위

한 전원은 비상디젤발전기에 의해 공급된다. 비상디젤발전기는 펌프와 밸브의 구

동전원을 공급하고, 필수기기를 구동시키고 제어하기 위해 요구되는 계측제어계통

의 전원은 비상디젤발전기로부터 전원을 받는 충전기 및 축전지와 무정전 전원 공

급장치(UPS)로부터 공급받도록 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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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설계 사항

가. 소외전원이 상실되면 비상 디젤발전기가 기동되어 10초 내에 정격속도에 도달된

다.

나. 디젤발전기는 순차적으로 필수 부하, 보조급수 펌프 및 필수 조명등 안전등급 

1E 부하 그룹에 전원을 공급한다.

다. 소외전원 상실 및 원자로 정지는 원자로냉각재 유량, 증기발생기 수위·압력 등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여 보조급수동작신호(AFAS)가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으

며 보조급수계통은 증기발생기를 통한 원자로 붕괴열 제거가 가능하도록 증기발

생기 수위를 유지한다.

라. 소외전원 상실 후 발전소는 안전계통에 의해 고온대기조건을 유지토록 설계되어 

있다.

마. 소외전원 상실 사고시 모든 원자로냉각재 펌프는 정지되고 충전펌프도 상실되어 

충전유량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재생 열교환기 출구 온도 증가로 인해 유출수 유

로가 격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주발전기 및 소외전원 상실 사고 조건에서 원자로는 정지되며 소외전원 상실에 

의해서 차단기가 개방되는지 확인한다.

나. 소외전원이 상실되면 비상디젤발전기가 기동되어 10초 내에 정격속도에 도달되

는지 확인한다.

다. 디젤발전기는 순차적으로 필수 부하, 보조급수 펌프 및 필수 조명등 안전등급 

1E 부하 그룹에 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라. 원자로 정지후 터빈이 정지되는지를 확인한다.

마. 보조급수계통이 자동으로 기동하여 증기발생기 요구 수위를 유지하는지 확인한

다.

바. 적어도 30분이상 발전소가 고온대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시험 전 원자로 출력 5% 이상에서 다음 계통 변수가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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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

1) 원자로가 정격출력의 10%～15% 이내임을 확인

2) 원자로냉각재 저온관 온도 ; 295.8± 0.3℃(564.5±0.5℉)

3) 가압기 압력 ; 158.2±1.7kg/㎠ (2250±25psia)

4) 가압기 수위 ; 프로그램된 수위 ± 2%

나. 주발전기 및 소외전원 상실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되어 고온대기상태 유지 여부 

및 보조급수계통 성능 확인을 위해 다음 계통 변수가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 점

검한다.

- 증기발생기 수위 ; 23.8～90%(WR)내 유지

- 증기발생기 압력 ; 76～84kg/㎠ 내 유지

- 가압기 수위 ; 15～70% 유지, 33～52.6% 내로 복구 추세

- 가압기 압력 ; 134～165kg/㎠ 유지, 156.4～160kg/㎠ 내로 복구 추세

- 원자로냉각재계통 과냉각도 ; 노심 출구온도(CET) 대표온도 기준 15℃ 이상

- 원자로용기 수위 ; 16% 이상

주) 상세 변수 허용범위는 발전소 별로 다를 수 있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저출력 조건에서 동 시험을 수행할 경우에는 1차측 잔열이 적어 2차측 Heat

Loss만으로도 주증기 우회제어계통(SBCS) 및 주증기 대기방출밸브(MSADV) 동

작 없이 고온대기를 유지할 수 있으며, 증기발생기 수위가 보조급수동작신호 발

생 설정치까지 감소되지 않아 보조급수펌프가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계기용 공기계통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공기 구동밸브의 영향을 시험 

종료 시까지 주의 깊게 감시하여야 한다.

다. 터빈발전기의 비정상 상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하여 윤활유계통과 

밀봉유계통의 비상오일펌프를 시험전 기동하고 시험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라. 시험중 발전소가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 처하게 되면 즉시 시험을 중단하고 적합

한 비정상운전절차 및 비상운전절차를 수행한다.

III.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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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발전기 소외전원 상실시 비상전원에 의해서 적어도 30분 동안 원자로를 고온대

기상태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2. 보조급수계통 동작에 의해서 증기발생기의 수위가 광역범위로 23.8～90%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KINS/GE-N0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 지침서 10.4.9, 2009.

2. 표준형원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7장 및 14장

3. Reg. Guide 1.68 "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 2007. Re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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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소외전원상

실시험  

o 초기조건사항 확인

- 원자로 출력 10%～15%

- 원자로냉각재 저온관 온도 ; 295.8±0.3℃

- 가압기 압력 ; 158.2±1.7kg/㎠

- 가압기 수위 ; 프로그램된 수위 ± 2%

o 주발전기 및 소외전원 상실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되어 고온대기상태의 유지 여부  및 보조

급수계통 성능 확인을 위해 다음사항들을 점

검

1) 원자로 수동정지 및 스위치야드 차단기 수동 

개방 확인

2) 비상 디젤발전기 A/B 자동기동 및 출력차단

기 자동투입 확인 

3) 원자로냉각재계통 고온대기 30분간 유지 확인

4) 전원계통 전원복구후 계통 정상화 확인

5) 다음의 계통 변수들이 정상 범위내에 있는지 

확인

- 증기발생기 수위 ; 23.8～90%(WR)

- 증기발생기 압력 ; 76～84kg/㎠

- 가압기 수위 ; 33～52.6% 복구 추세

- 가압기 압력 ; 156.4～160kg/㎠ 복구 

추세

- 원자로냉각재계통 과냉각도 ; 15℃ 이상

- 원자로용기 수위 ; 16% 이상

6) 보조급수계통 자동동작으로 인해 증기발생기

의 수위가 상기 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

시 험 착 수 

전 또는 후,

시험결과의 

비교 및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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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28절 출력별 발전소 부하감발 시험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동 점검은 원자로 출력을 100%에서 50%까지 감발한 이후 다시 100%까지 증발하

여 핵증기공급계통이 운전과도상태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원자로 정

지,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신호 발생, 가압기 및 주증기 안전밸브 개방이 일어나지 

않는지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동 점검의 대상은 핵증기공급계통 및 터빈/발전기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계통 및 

제어계통이 포함된다.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핵증기공급계통은 원자로 출력을 100%에서 50%까지 감발한 이후 다시 100%까지 

증발하는 동안, 원자로 정지, 공학적안전설비의 작동신호 발생, 가압기 및 주증기 

안전밸브 개방없이 원자로 과도상태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원자로출력제어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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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출력제어계통(RRS)은 설정된 제한치내에서 터빈부하변동을 추종하기 위

해 원자로 냉각재 온도 및 원자로출력을 자동으로 조절토록 설계되어 있다. 원자

로출력제어계통은 부하의 선형함수인 터빈부하지수신호 및 원자로 냉각재 온도 

신호를 받는다.

나. 급수제어계통

급수제어계통(FWCS)은 5%에서 100%까지의 출력운전중 증기발생기 하향유로 수

위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설계되어 있다. 유량 요구신호를 만들기 위하여 

증기발생기 수위신호를 동적 보상하여, 핵증기 공급계통 출력이 15% 이하인 경

우 이 보상된 신호를 직접 이용하고, 15% 이상인 경우에는 이 신호를 총 급수유

량 및 총 증기유량신호를 이용하여 다시 보상한다. 보상된 신호와 수위설정치 신

호와의 차이가 비례적분기로 보내져 운전원에 의해 수동제어가 허용되는 주(자

동/수동)제어기에서 총급수 요구신호가 발생되며 이 신호는 개별(자동/수동)제어

기를 통해서 밸브 및 주급수 펌프로 전달된다.

다. 증기우회제어계통

증기우회제어계통은 주로 터빈우회밸브와 증기우회제어계통(SBCS)으로 구성되며 

증기를 발전소 복수기 또는 대기로 방출하는 터빈우회밸브의 위치를 제어한다. 증

기우회제어계통은 터빈부하 감발에 따른 핵증기공급계통의 잉여 열에너지를 제

거하기 위해서 총 터빈우회 용량을 이용하여 발전소 이용률을 증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라.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은 터빈우회밸브 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증기우회제어계

통과 연계되어 사용된다. 부가적으로 증기우회제어계통은 터빈에 부하가 걸릴 때 

원자로에 동일한 부하를 제공하기 위하여 터빈부하 장전시 사용되며  또한 증기

우회제어계통은 발전소 가열 및 냉각기간 동안에 핵증기 공급계통의 잉여 에너

지를 제거하고 온도변화율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마. 가압기 수위 및 압력제어계통

가압기 압력제어계통은 가압기 압력 신호를 이용하여 비례제어기를 통해 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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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기 및 살수밸브를 제어함으로 원자로 냉각재계통 압력을 설정치 이내로 유

지토록 설계되어 있다. 가압기 수위제어계통은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충전 유

량제어 밸브 및 3개의 유출 오리피스 격리밸브를 사용하여 가압기 수위를 일정

하게 유지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출력별 발전소 부하감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절차서가 적절한지 확인한다.

나. 원자로 출력이 증발 또는 감발되는 동안에 원자로 정지, 공학적안전설비의 작동

신호 발생, 가압기 및 주증기 안전밸브의 개방이 없고, 가압기 수위 및 압력, 증

기발생기 수위, 축방향 출력편차가 운전제한요건 내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

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시험 시작전 다음과 같은 초기조건을 확인한다.

1) COLSS(Core Operating Limit Supervisory System) 출력이 99.5 ~ 100% 열출력

에서 최소 14시간 동안 있어야 한다.

2) 증기발생기 수위가 급수 자동제어상태에서 정상 프로그램 범위이다.

3) 가압기 수위가 자동 상태에서 정상 프로그램 범위 이내이다.

4) 가압기 압력이 158.2±1.7 ㎏/㎠이고 자동으로 유지되고 있다.

5) RCS 저온관 온도는 290.6±0.3℃ 이다.

6) 증기발생기 압력은 70.3 ㎏/㎠ 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나. 시험 중 증기발생기 수위, 가압기 수위 및 압력이 설정치로 제어되는지 확인한

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시험 중 원자로냉각재계통 저온관 온도가 운전제한치에 도달 할 수 있음에 유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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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판정기준

가. 원자로출력을 100%에서 50%까지 감발한 이후 다시 100%까지 증발하는 동안,

원자로 정지, 공학적안전설비의 작동신호 발생, 가압기 및 주증기 안전밸브 개방

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경수로형원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4장

2. 경수로형원전 시운전 절차서(9S-I-000-3926), "100%-50%-100% Power Load Cycle

Test

3. Reg. Guide 1.68 "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

1978. Re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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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출력별 부하감발

시험

o 원자로출력을 100%에서 50%까지 

감발한 이후 다시 100%까지 증

발하는 동안, 원자로 정지, 공학

적안전설비의 작동신호 발생, 가

압기 및 주증기 안전밸브 개방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시험착수 전 또는

후, 시험결과의

비교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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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29절 출력 상승시 제어계통 시험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주급수제어계통(Feed Water Control System, FWCS)은 원자로 출력이 ±5%로 연

속 및 단계 변화 시 증기발생기 수위 설정치를 설정치에서 허용된 오차 범위 이내

로 안정시키도록 설계되며, 원자로출력제어계통(Reactor Regulation System, RRS)

은 자동 운전모드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평균온도(Tavg)와 프로그램된 온도(Tref)

간의 편차가 ±2.5℃ 이상 발생되면 편차를 ±1℃ 이내로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갖도

록 설계된다.

본 검사는 원자로출력 단계별로(예: 18%, 20%, 50%, 80%, 100%) 주급수제어계통

과 원자로출력제어계통의 운전성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각 출력 조건에서 원자로출

력,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 가압기 압력 및 수위, 그리고 증기발생기 수위 및 압

력 등이 제어 범위 내로 유지되는지와 과도상태에서도 제어요소들이 조절 범위내

로 전환되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2. 검사 대상

가. 주급수제어계통

나. 원자로출력제어계통

II. 검사 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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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기능

가. 주급수제어계통

주급수제어계통(FWCS)은 5%에서 100%까지의 출력운전 중 증기발생기 하향유로

(downcomer) 수위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설계되어 있다. 동 제어계통은 유량 

요구신호를 만들기 위하여 증기발생기 수위신호를 동적으로 보상하여, 핵증기공급계통 

출력이 15% 이하인 경우 이 보상된 신호를 직접 이용하고, 15% 이상인 경우에는 이 

신호를 총 급수유량 및 총 증기유량신호의 차이에 의해 다시 보상하여 사용한다. 보

상된 신호와 수위 설정치 신호와의 차이가 비례적분기로 보내져 운전원에 의해 수동

제어가 허용되는 주(자동/수동)제어기에서 총 급수 요구신호가 되어 개별(자동/수동)

제어기를 통해서 주급수 유량 제어밸브 및 주급수펌프로 전달된다.

핵증기공급계통이 저출력 운전모드에 있을 때, 증기발생기 내 급수 예열기

(economizer) 급수제어밸브는 닫히고 주 급수펌프 속도설정치는 최소값이 된다. 즉, 출

력이 20% 이하인 경우, 급수 요구신호는 하향유로 급수제어 밸브 위치 요구 프로그램

으로 보내져 하향유로 급수제어밸브 위치 요구신호를 발생한다. 이 신호는 개별 자동/

수동제어기를 통해서 급수제어밸브로 전달되어 급수제어밸브 위치를 제어한다.

핵증기공급계통 출력이 20%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하향유로 급수제어밸브는 

100% 원자로출력에서 요구되는 전체 급수유량의 약 10%에서 밸브 개방위치가 고정되

고 예열기 급수제어밸브 개방위치가 제어됨으로써 급수 유량을 조절한다. 즉, 총 급

수 요구신호는 예열기 급수제어밸브 위치요구 프로그램으로 입력되어 예열기 급수제

어밸브 위치 요구신호가 발생한다. 이 신호는 개별(자동/수동)제어기를 통해서 밸브로 

전달된다.

급수 요구신호는 두 개의 급수제어계통으로부터 전달된 총 급수 요구신호들 중 

큰 요구신호를 선택할 수 있는 신호 선택회로에 전달되어 이들 중 값이 큰 신호가 주

급수펌프 속도설정 프로그램으로 전달된다.

주급수계통은 55% 용량 터빈구동 급수펌프 세 대 및 55% 용량 전동기구동 급수

승압펍프 세 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대의 주급수펌프가 정지하여도 운전 중인 나머

지 두 대의 주급수펌프 속도가 상승하여 요구되는 급수 공급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 원자로출력제어계통

원자로출력제어계통(RRS)은 터빈부하변동을 추종하기 위해 원자로냉각재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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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원자로출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갖는다. 동 제어계통은 부하의 선형함수

인 터빈부하지수 신호 및 원자로냉각재 온도 신호를 받는다. 터빈부하지수신호는 기준

온도(Tref) 프로그램으로 입력되어 원자로냉각재 온도가 추종해야 하는 기준온도로 환

산되며 원자로 냉각재 고온관 및 저온관 평균온도(Tavg)와 비교되어 온도편차신호(원자

로냉각재 평균온도-기준온도)를 생성하게 된다. 여기서 생성된 온도편차신호는 제어채

널 중성자속 신호에서 터빈 부하지수 신호를 뺀 값으로 보상된다. 계산결과의 편차신

호는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CEDMCS)과 주제어실의 상태표시등으로 전달되어 제

어봉 집합체의 투입속도를 결정하고 제어봉 집합체 속도프로그램 및 제어봉 집합체의 

인출, 삽입 혹은 정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온도편차신호가 크면, 즉 원자로냉각재 평균온도가 기준온도보다 설정치 이

상 높으면, 자동인출 방지(AWP)신호가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으로 보내진다. 제어

봉집합체의 인출은 원자로냉각재 평균온도를 증가시키므로 인출방지는 편차신호의 증

가를 방지한다.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은 원자로출력제어계통으로부터 자동 제어

봉집합체 동작요구신호 또는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의 운전원 조작반으로부터 수

동 동작요구신호를 받으면 이 신호를 직류펄스 신호로 변환시켜서 제어봉 집합체를 

작동시키는 제어봉 구동장치 코일에 전달한다.

터빈지수함수가 15% 이하일 때 원자로출력 준위가 미리 설정한 출력준위(자동동작

금지(AMI) 설정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증기우회제어계통(SBCS)은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CEDMCS)으로 자동동작금지 신호를 전송한다. 자동동작 금지신호의 주요목

적은 터빈정지로 인한 부하감발 및 일시적인 고장으로 인한 소내 부하 운전까지 부하

감발로 원자로출력을 유지함으로써 원자로가 미임계상태로 정지되지 않고도 고장이 

수리된 후 출력 복귀가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원자로 출력이 15% 이

하일 때도 제어봉 구동장치제어계통에 자동동작금지 신호를 전송한다. 원자로보호계

통에 의해 발생되는 원자로정지는 트립 스위치기어에 의해 제어봉 구동장치제어계통

의 구동전원을 차단함으로써 모든 제어봉 집합체가 순차적으로 중력에 의해 노심 속

으로 낙하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은 안전기능이 요구되는 

계통이 아니며, 비정상적인 상황 또는 사고 시에는 원자로 보호계통 또는 공학적안전

계통에 의한 정지제어봉 동작으로 원자로가 정지된다.

펄스 계수식 제어봉 집합체 위치지시계통은 각 제어봉구동장치로 보내지는 삽입 

및 인출 펄스를 기록하여 각 제어봉 집합체의 위치를 나타내며 각 제어봉 집합체와 

연관된 펄스 계수식 제어봉 위치신호는(리드 스위치 전송기함 내에 있는) 제어봉 낙하



- 4 -

접점이 닫힐 때는 언제나 영으로 리셋 된다. 그러므로 원자로 정지가 일어나거나 제

어봉집합체가 노심 속으로 떨어질 때마다 제어봉 집합체의 위치는 자동으로 영으로 

리셋 된다. 제어봉집합체 위치지시계통은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에 편입되어 있으

며 제어봉 위치신호를 제어반의 디지털 표시기에 표시하도록 설계되며 디지털 표시기

는 제어봉그룹의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것과 각각의 제어봉집합체의 위치정보를 나타

내는 두 가지가 기능을 갖도록 설계된다.

제어봉 집합체의 제어는 수동순차(MS) 및 자동순차(AS)동작과 그룹수동(MG) 동

작 그리고 제어봉 집합체 개별수동(MI) 동작 및 대기모드 등 다섯 모드로 구별된다.

그룹순차동작 모드에서는 한 조절제어봉 그룹 내에서 먼저 동작을 시작한 그룹이 미

리 정해진 위치(저 또는 고)에 도달하면 다음 그룹이 동작(삽입 또는 인출)을 시작함으

로써 그룹간의 동작이 중첩되도록 한다. 그룹의 동작은 그 위치가 하부 또는 상부 제

한치에 도달할 때 멈춘다. 이러한 방식이 모든 조절 제어봉그룹에 순서대로 적용되면 

노심 내에서 완만한 연속적인 반응도변화를 얻을 수 있다.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

은 조절제어봉그룹의 순차적인 삽입 및 인출이 가능하도록 수동 및 자동 그룹순차동

작 모드에서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그룹간의 미리 설정된 중첩거리와 함께 순차 허용

변수들을 계산한다.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은 제어봉 집합체 위치와 이와 관련된 

계산치들을 발전소감시계통으로 보낸다. 정지제어봉 집합체는 수동제어모드인 그룹 

수동동작 혹은 개별 수동동작 모드에서만 동작시킬 수 있다. 선택 스위치는 한 번에 

하나의 정지제어봉 그룹의 동작만을 허용한다.

부분-강(part strength) 제어봉 집합체는 그룹 수동동작 혹은 개별 수동동작 모드

에서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다. 발전소 시운전, 정지 기간 및 15% 이하의 출력운전에

서는 수동으로 제어한다. 원자로출력제어계통에 의한 조절제어봉 집합체의 자동제어

는 원자로 출력 15% 이상에서만 운전원에 의해 선택될 수 있다. 수동제어는 항상 자

동제어에 우선하여 사용될 수 있다.

2. 안전 설계 사항

해당 사항 없음

3. 세부 검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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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급수제어계통 점검 

1) 원자로 출력 18%에서 증기발생기 수위가 설정치의 ±5% 이내로 안정화되는 

지 확인한다.

2) 원자로 출력 20%, 50%, 80% 및 100%에서 증기발생기 수위가 설정치의 ±4%

이내로 안정화되는지 확인한다.

3) 각 출력 조건에서 원자로출력,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 가압기 압력 및 수위,

그리고 증기발생기 수위 및 압력 등이 제어 범위 내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나. 원자로출력제어계통 점검

원자로출력제어계통(Reactor Regulation System) 자동모드에서 원자로냉각재계

통의 평균온도(Tavg)와 프로그램된 온도(Tref) 간의 편차가 ±2.5℃ 이상 발생할 때 

편차를 ±1℃ 이내로 안정화하는지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출력상승 시 제어계통에 대한 점검은 원자로 출력 단계별로 주급수제어계통

(FWCS) 및 원자로제어계통(RRS)의 운전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발전소 부하변동 시

험은 2차측 출력 변화에 따라 핵증기공급계통(NSSS)의 변수가 허용범위 이내로 복귀

되어야하며, 원자로정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1차 및 2차측 안전밸브(POSRV,

MSSV)의 열림이 없으며, 수격현상에 기인한 주급수계통의 진동이 없어야하는 등 관련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동 점검 동안 증기발생기 수위 변화를 감시하여 이상 징후 여부를 확인한다.

나. 주증기 우회밸브들이 모두 닫힌 상태인지를 확인한다.

다. 가압기 수위 및 압력제어계통은 자동 운전모드 상태이어야 한다.

III. 판정기준

1. 주급수제어계통(Feed Water Control System)은 증기발생기 수위 설정치를 변화 

시킨 후 약 5분 이내에 허용된 오차범위 이내에서 안정화되어야 한다.(18%에서는 

±5%이내 그리고 20%, 50%, 80%, 100%에서는 ±4%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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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출력제어계통은(Reactor Regulation System) 자동전환 상태에서 Tavg와 Tref

의 편차가 ±1℃ 이내에서 안정화되어야 하며 가압기 실제 수위와 수위 설정치 간

의 편차는 ±1%이내에서 안정화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2. KINS/GE-N0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 지침서 10.4.7절 “복수 및 급수계

통”

3. 표준형원전 안전성분석보고서 제7장 “계측제어”, 제10장 “동력변환계통”, 제14장 

“초기시험계획”

4. 표준형원전 시운전 절차서 “PAT Control System Checkout”

5. 표준형원전 원자로 출력제어 도면, 주급수계통 계장도면

6. USNRC Regulatory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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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가. 주급수 제어 

계통

나. 원자로출력 

제어계통

1. 발전소 안정상태에서 주급수 

제어계통 점검

- 원자로 출력 18% / SG수위 :

설정치 ±5% 이내 안정화

- 원자로 출력 20%, 50%, 80%

및 100% / SG수위 : 설정치 

±4% 이내 안정화

1. 원자로냉각재 온도가 

프로그램된 온도(Tref) ±1%로 

유지/복구되는 지 확인

시험착수 전 

또는 후,

시험결과의 비교 

및 검토

시험착수 전 

또는 후,

시험결과의 비교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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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30절 출력상승 시 대기방출 및 증기우회밸브 용량 시험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가압경수형 원전에는 주증기 격리밸브가 닫혀 있거나 주복수기가 열제거원으로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증기발생기를 냉각시키기 위해 주증기관에 대기방출 밸브가 설

치되어 있다. 각 대기방출 밸브는 노심 붕괴열을 제거하여 고온대기 운전상태로 발

전소를 유지하거나 인가된 원자로 냉각률을 유지하기 위한 양의 증기를 방출할 수 

있도록 크기가 정해진다. 주증기 대기방출 밸브는 주제어실 또는 원격정지반에서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하며 별도의 수동 구동기가 현장에 갖추어져있다.

이외에도 외부 부하상실 그리고/또는 터빈 발전기 트립후 정격 주증기 유량의 

55%를 방출할 수 있는 8개의 증기우회 밸브가 갖추어져 있다. 이중에서 정격 주증

기 유량의 40%는 복수기로 우회되고 15%는 대기로 방출된다. 이 용량은 원자로 출

력급감발계통과 연계되어 원자로 정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안전밸브 그리고/또는 

주증기 안전밸브의 열림 없이 발전기 부하가 발전소 소내 부하까지 급감발되는 것

을 허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동 점검은 주증기 격리밸브 전단에 있는 각 주증기 대기방출 밸브 및 각 증기우회

밸브의 최대 증기유량이 안전성 분석시 가정된 값 이하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또한 

각 증기우회밸브의 용량을 개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함이다.

2. 검사 대상

가. 주증기 대기방출 밸브

나. 증기우회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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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증기우회계통은 주로 증기우회 밸브와 증기우회 제어계통(SBCS)으로 구성되며 증기

우회 제어계통은 증기를 복수기 또는 대기로 방출하는 증기우회밸브의 위치를 제어

한다. 증기우회제어계통은 터빈 부하 감발에 따른 핵증기공급계통의 잉여 열에너

지를 제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증기우회밸브의 선택적 사용 및 증기 방출

량의 조절을 통해 가능하며 불필요한 원자로정지를 방지하고 가압기 혹은 주증기 

안전밸브의 열림을 방지한다. 증기우회밸브들은 8개의 공기구동식 밸브로 구성되

며, 모든 증기우회밸브 용량은 정격 증기유량의 55%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밸브들은 정상적으로는 증기우회제어계통에 의해 조정되나 원격 혹은 현장에서 

수동으로 운전될 수도 있다. 자동조절모드에서 운전될 때, 밸브들은 최소 15초 및 

최대 20초 내에 완전히 열리거나 닫힌다. 증기우회계통에서 급속열림신호를 받을 

경우 밸브들은 1초 내에 열릴 수 있도록 설계되며, 열림 허용신호가 제거될 경우 

밸브들은 5초 내에 닫히도록 설계되었다.

대기방출밸브는 주증기격리밸브 전단에 위치하여 주증기격리밸브가 닫혀있거나 

주복수기가 이용 불가능할 때 원자로 붕괴열을 제거하여 고온대기 운전상태에서 

발전소를 유지하거나, 원자로 냉각율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증기를 방출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증기우회계통은 격납건물 및 보조 건물에 위치해 있으며 이 건물들은 지진,

태풍, 홍수, 외부 비산물 및 기타 자연 현상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

었다.

나. 증기우회계통은 안전정지기간 동안 및 이후에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

계되었다.

다. 증기우회계통의 안전관련 기능에 필요한 모든 전원 공급 및 제어는 1E급이다.

라. 주증기 대기방출 밸브는 주제어실 및 원격정지 제어실에서 운전 가능하다.

마. 증기우회계통은 증기과도현상(Steam Hammer Transient)의 발생을 방지하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3. 세부 검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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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행조건 확인사항

1) 원자로는 전출력의 15%를 초과한 상태로 운전중이어야 한다.

2) 제어계통은 자동상태로 적절히 작동됨을 확인한다.

3) 주증기 대기덤프, 증기우회 및 정지냉각계통의 운전은 고온기능시험의 일부

로 입증되어 있어야 한다.

나. 각 대기방출밸브의 용량이 정격 증기유량의 6% 이상 11% 미만임을 확인한다.

다. 각 증기우회밸브의 용량이 정격 증기유량의 11% 미만임을 확인한다.

라. 전체 증기우회밸브의 용량은 정격 증기유량의 55% 이상이어야 하며, 증기우회

밸브(#1～#6)의 용량은 정격 증기유량의 40% 이상이며, 증기우회밸브(#7～#8)

의 용량은 15% 이상임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출력상승 시 주증기 대기방출밸브 및 증기우회밸브 용량에 대한 점검은 최종안

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각 밸브들의 설계용량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가. 출력상승 시 주증기 대기덤프밸브의 기능 및 용량을 점검한다.

나. 출력상승 시 증기우회밸브의 기능 및 용량을 점검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시험 수행 결과 밸브 개방시 1, 2차 출력 조정 위해 Boration & Dilution으로 

출력 증감발을 실시하는 것보다 ASI등 다른 운전변수가 만족되는 한도내에서 

제어봉 집합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나. 밸브 개방전의 시험 시작 출력을 30%에 고정시키지 말고, 30～40%범위 내에서 

시험 수행 당시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 부여가 

필요하다.

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밸브 개방전 대기방출밸브 주위 작업자 유무 확인 후,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라. 시험순서는 복수저장탱크 충수를 대기방출밸브 및 증기우회밸브를 적절히 조

합해야 한다.

III. 판정기준

1. 각 대기방출밸브의 용량이 정상출력 운전조건에서 주증기 유량의 6%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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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만이어야 한다.

2. 각 증기우회밸브의 용량이 정상출력 운전조건에서 주증기 유량의 11% 미만이

어야 한다.

3. 정상출력 운전조건에서 증기우회밸브들(#1～#6)의 총 용량은 주증기 유량의 

40% 이상이어야 하며, 증기우회밸브들(#7～#8)의 총 용량은 주증기 유량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4. 증기우회밸브들(#1～#8)의 총 용량은 정상출력 운전조건에서 주증기 유량의 

55% 이상이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KINS/GE-N0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 지침서 10.4.4 터빈우회계통

2. 표준형원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o 10.3 " Main Steam System"

o 10.4.4 " Turbine Bypass System"

o 14.2.12.5.16 "Steam Bypass Valve Capacity"

3. 표준형원전 시운전 절차서, "PAT ADV and Steam Bypass Valve Capacity“

4. Reg. Guide 1.68 "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 1978. Re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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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대기방출 밸

브 및 증기

회밸브 성능

점검  

o 선행조건 확인사항

- 원자로는 전출력의 15%를 초과한 

상태로 운전중이어야 한다.

- 제어계통은 자동상태로 적절히 

작동됨을 확인한다.

- 주증기대기덤프, 증기우회 및 정

지냉각계통의 운전은 고온기능시

험의 일부로 입증되어 있어야 한다.

o 각 대기방출밸의 용량이 정격 증기 

유량의 6% 이상 11%미만임을 확

인한다.

o 각 증기우회밸브의 용량이 정격 증

기 유량의 11%미만임을 확인한다.

o 전체 증기우회밸브(#1～#8)의 용량

이 정격 증기 유량의 55% 이상임

을 확인한다.

o 증기우회밸브(#1～#6)의 용량이 정

격 증기 유량의 40% 이상이고 증기

우회밸브(#7～#8)의 용량이 정격 증

기 유량의 15% 이상임을 확인한다.

시험착수 전 또

는 후, 시험결과

의 비교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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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31절 출력 상승시 주급수 제어밸브 전환 시험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주급수제어계통(FWCS)은 5%에서 100%까지의 출력운전 중 증기발생기 하향유로

(downcomer)수위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설계되어 있다. 모든 다른 제어계통

이 자동 운전모드에서 운전되고 있다고 가정하여 (그러나 5%에서 15%까지의 출력

에서는 제어봉집합체는 수동으로 운전됨) 5%에서 15%까지의 원자로 출력에서 터빈

부하가 분당 ±1% 연속/단계별 변화시, 15%에서 100%까지의 원자로 출력에서 터빈

부하가 분당 ±5% 연속/±10% 단계별 변화시, 그리고 이외의 부하 상실 또는 운전

중인 두 대의 주급수펌프 중 한 대 상실시 증기발생기의 수위가 안정화되도록 설계

되어 있다

따라서 동 점검은 발전소 원자로출력 20% 조건에서 출력 증발 및 감발 중 급수 

제어 계통의 밸브 전환이 설계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되고, 급수 제어 계통이 

증기 발생기 수위를 특별한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

2. 검사 대상

가. 급수제어계통

II. 검사 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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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기능

가. 급수제어계통

급수제어계통은 유량 요구신호를 만들기 위하여 증기발생기 수위신호를 동적

으로 보상하여, 핵증기공급계통 출력이 15% 이하인 경우 이 보상된 신호를 직

접 이용하고, 15% 이상인 경우에는 이 신호를 총 급수유량 및 총 증기유량신호

의 차이에 의해 다시 보상된다. 보상된 신호와 수위설정치 신호와의 차이가 비

례적분기로 보내져 운전원에 의해 수동제어가 허용되는 주 자동/수동제어기에

서 총급수요구신호가 되어 개별 자동/수동제어기를 통해서 밸브 및 주급수펌프

로 전달된다.

핵증기공급계통 출력이 20% 이하인 경우, 급수요구신호는 하향유로 급수제어밸

브위치요구프로그램으로 보내져 하향유로(Downcomer) 급수제어밸브 위치 요구

신호가 발생된다. 이 신호는 개별 자동/수동제어기를 통해서 급수제어밸브로 전

달되어 급수제어밸브 위치를 제어한다. 원자로출력  20% 이하인 저출력 운전모

드일 경우에는, 이코노마이저(Economizer) 급수제어밸브는 닫히고 주 급수펌프 

속도설정치는 최소값이 된다.

원자로 출력이 20%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하향유로 급수제어밸브는 100%

원자로출력에서 요구되는 전체급수유량의 약 10%에서 밸브위치가 고정되고 이

코노마이저 급수제어밸브가 급수 유량을 조절한다. 총 급수요구신호는 예열기 

급수제어밸브 위치요구 프로그램으로 입력되어 이코노마이저 급수제어밸브 위

치 요구신호가 발생한다. 이 신호는 개별 자동/수동제어기를 통해서 밸브로 전

달된다.

또한 급수요구신호는 두 개의 급수제어계통으로부터 전달된 총급수 요구신호

들 중 큰 요구신호를 선택할 수 있는 신호 선택 회로에 전달되어 이들 중 값이 

큰 신호가 주급수펌프 속도설정치 요구 프로그램으로 전달된다.

급수제어계통은 55% 용량 터빈구동 급수펌프 세 대 및 55% 용량 전동기구동 

급수승압펍프 세 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대의 주급수펌프가 정지하여도 운전 

중인 나머지 두 대의 주급수펌프 속도가 상승하여 요구되는 급수 공급량을 충

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2. 안전 설계 사항

없 음



- 3 -

3. 세부 검사내용

가. 원자로 및 발전기 출력 증발시작 확인

나. 원자로 출력 20%(제어 채널 기준) 도달/급수제어밸브(FWCS) 전환 신호 발생으로 인해 

하향유로 유량제어밸브 50% 개방유지하고 이코노마이저 유로 유량제어밸브 14～

15% 개방되어  유량 제어 확인

다. 원자로 출력 25% 도달(CPC BDT 출력 기준) 확인

라. 원자로 및 발전기 출력 감발 시작 확인

마. 원자로 출력 18%(제어 채널 기준) 도달/급수제어밸브 전환 신호 발생으로 하향유로 유

량제어밸브 77∼78% 개방되어 유량제어하고 이코노마이저 유로 유량제어밸브 

완전 닫힘 유지 확인

바. 원자로 출력 16%도달 안정화 확인

사. 출력 증․감발시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1) 밸브 전환 Bias 발생시 원자로 출력 확인

2) 밸브 전환 상태 확인

3) 증기발생기 최대 수위 변화 확인

4) 밸브 전환후 S/G 수위 제어 상태 확인

4. 검사 중점 사항

출력상승 시 주급수제어밸브 전환 시험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바와 같

이 원자로 출력 20% 조건에서 제어밸브가 전환되어도 증기발생기에서 요구하는 급

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가. 원자로 출력 20% 조건에서 출력 증발 및 감발 중에 급수제어계통의 밸브 전환

이 설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확인한다.

나. 원자로 출력 상승시 급수제어계통이 증기 발생기 수위를 특별한 문제없이 안정

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주급수제어밸브 전환 과정에서 원자로 정지, 가압기 및 주증기안전밸브의 개방 

등과 같은 과도현상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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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 점검이 수행되기 전에 원자로 출력 15%에서 이미 제어계통 점검을 완료하여 

결과가 만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동 점검시 주증기우회밸브는 항상 닫혀있어야 한다.

다. 급수제어밸브가 전환하기 전에 터빈 출력과 원자로 출력이 일치하는지를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III. 판정기준

1. 원자로 출력 20% 에서 이코노마이저 (Economizer) 급수제어 밸브의 개폐 동작으

로 인해 원자로가 정지되지 않아야 한다.

2. 원자로 출력 20% 에서 이코노마이저 (Economizer) 급수제어 밸브의 개폐 동작으

로 가압기 안전밸브 및 주증기안전밸브가 개방되지 않아야 한다.

3. 원자로 출력 20% 에서 이코노마이저 (Economizer) 급수제어 밸브의 개폐 동작으

로 인해 급수배관의 건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9조(사용전검사의 시기 등)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외적요

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설비의 공유),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제44조(신뢰성),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

로.09)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원자로.15) “원자로

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로.33)“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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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INS/GT-N024 안전관련 펌프, 밸브 가동중시험 지침

5.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2000) MOA “원전가동중시험 - 일반요건”, MOB “펌프 

가동중시험”, MOC “밸브 가동중시험”, MOD “압력방출장치 가동중시험”, MOF

“냉각계통 성능시험”, MOH “동력구동 압력방출밸브 성능시험”

6. 표준형원전 시운전절차서 "PAT FWCS Valve Transfer Test"

7. 표준형원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o 3장 구조물, 부품, 기기 및 계통의 설계

o 10장 증기 및 출력 전환계통

o 14장 초기시험계획

8. KINS/GE-N0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 지침서 10.4.7 복수 및 급수계통

9. Reg. Guide 1.68 "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

1978. Re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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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20% 출력에서 

주급수제어밸브 

성능 점검

1.원자로출력 및 발전기 출력 증발시작 확인

2. 원자로 출력 20%(제어 채널 기준) 도달/급

수제어밸브(FWCS) 전환 신호 발생으로 인

해 하향유로 유량제어밸브 50% 개방유지

하고 이코노마이저 유로 유량제어밸브

14～15% 개방되어 유량 제어 확인

3. 원자로 출력 25% 도달(CPC BDT 출력

기준) 확인

4. 원자로 및 발전기 출력 감발 시작 확인

5. 원자로 출력 18%(제어 채널 기준) 도달/급

수제어밸브 전환 신호 발생으로 하향유로

유량제어밸브 77～78% 개방되어 유량제

어하고 이코노마이저유로

유량 제어밸브 완전 닫힘 유지 확인

6. 원자로 출력 16%도달 안정화 확인

7. 출력 증․감발시 다음사항을 확인

- 밸브 전환 Bias 발생시 원자로 출력 확인

- 밸브 전환 상태 확인

- 증기발생기 최대 수위 변화 확인

- 밸브 전환후 S/G 수위 제어 상태 확인

시험착수 전 또

는 후, 시험결과

의 비교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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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32절 주터빈 보호기능 시험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터빈은 1대의 복류 고압터빈과 3대의 복류 저압터빈 그리고 2개의 재열단을 

가지는 2대의 습분분리 재열기를 포함하며, 그 외에 터빈 및 발전기 보조설비로 

베어링 윤활유계통, 고압 제어유계통, 터빈 증기밀봉계통, 터빈 제어 및 보호계통,

저속 회전장치(터닝기어), 발전기 밀봉유계통, 고정자 냉각수계통, 그리고 발전기 

가스제어계통이 포함된다.

터빈은 전기적 과속도 보호설비와 기계적 과속도 보호설비를 이용하여 과속

도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터빈의 전기적/기계적 과속도 보호

설비에 의하여 터빈 정지신호가 발생하면 고압 정지밸브 및 터빈 제어밸브가 증

기공급을 차단하여 터빈을 정지하게 된다.

동 시험에서는 전기적 및 기계적 과속도 보호설비의 설정치 확인과 고압 정

지밸브의 작동시간 그리고 터빈 제어밸브 및 고압 정지밸브의 누설여부를 확인하

여 과속 보호기능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주터빈 과속보호 장치

나. 주터빈 정지 및 제어 밸브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기능

터빈보호 정지계통은 과속도 발생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적

/기계적 과속도 보호 설비를 구비하고 있다. 전기적 과속도 보호설비는 터빈의 

속도가 과속도 설정치를 초과하면 터빈제어기가 터빈을 정지시킨다. 기계적 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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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호설비는 터빈의 속도가 설정치 이상으로 증가하면 기계적으로 트립 장치가 

작동되어 터빈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고압터빈은 터빈에 공급할 증기를 차단시키는 4개의 정지밸브를 가지고 있

다. 각 밸브는 수력학적으로 열리고, 용수철의 압력으로 닫히는 글로브 밸브이다.

정지밸브의 출구는 터빈 증기실과 용접되어 있어 제어밸브의 입구에 증기를 공급

한다. 2번 정지밸브는 증기실을 천천히 가열하기 위한 소량의 증기를 보내는 작은 

내부 우회밸브를 가지고 있다. 우회밸브를 제외하면 다른 정지밸브들은 2번 정지

밸브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모든 정지밸브들은 터빈이 가동 중일 때 전자-수력 

유압에 의해 완전개방 위치에 유지된다. 만약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전자-수력 유

압은 제거되고, 정지밸브들은 용수철 압력에 의해 0.2초 내에 닫히게 된다. 이러한 

밸브동작은 증기를 고압 터빈내부에 가두게 되고, 이를 터빈정지라고 불린다.

정지밸브의 출구로부터 증기는 증기실로 흐르고 제어밸브로 향하게 된다.

증기실은 제어밸브 입구압력을 고르게 하는 기능을 가진 배관의 한 부분이다. 4개

의 터빈 제어밸브들은 평형 글로브 밸브들이다. 열리게 하는 힘이 밸브 스템에 작

용했을 때 작은 파일럿 밸브가 열리고, 조화실내의 증기 압력을 감소시킨다. 압력

의 감소는 밸브를 여는데 필요한 힘을 최소화한다. 스템을 더 이상 올리게 되면 

주 디스크가 개방된다. 4개의 제어밸브들은 터빈으로 공급되는 증기유량을 제어하

기 위해 연속적으로 열리고, 닫힌다. 밸브들은 보통 전자-수력 유압에 의해 위치

가 결정되나 터빈 불시정지 신호를 받으면 용수철의 압력에 의해 닫히게 된다. 터

빈 불시정지 시에 제어밸브를 닫음으로써 고압터빈으로 공급되는 증기를 다중 차

단한다. 또한 제어밸브들은 큰 부하감발 시 닫혀 터빈 과속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

다.

2. 안전설계사항

가. 터빈 비산물 발생확률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적절한 다중성을 가진 터

빈 과속보호계통을 설치함으로써 터빈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안전성에 중요

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보호에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구조건이 만족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터빈 및 보조계통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불시 발전정지 시 터빈을 안

정적으로 제어하고, 계통의 기능 상실이나 오동작 등에 의해 발전정지에 영

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또한 터빈에 유입되는 증기량을 제어 및 차단하는 장치와 터빈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고온, 고압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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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계적 과속도 보호설비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나. 터빈 정지신호 발생 후 고압 정지밸브(MSV)의 닫힘시간을 확인한다.

다. 터빈속도 1800 rpm으로 운전 중 MSV와 제어밸브(CV)를 닫아 디스크와 시

트의 접촉부에 누설이 없는 지를 확인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터빈 기계적 과속도 보호설비가 1980～1998 rpm이내에서 동작하는 지를 확

인 

나. 증기압이 있는 상태에서 터빈 정지신호 발생후 MSV 닫힘시간은   0.2초 이

내임을 확인

다. 터빈 정격속도 1800 rpm에서 CV를 동시에 모두 닫아 터빈을 정격속도의 

67%인 1206 rpm 이하로 감속시켜 CV누설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터빈 정

격속도 1800 rpm에서 MSV를 동시에 모두 닫아 터빈을 저속 회전장치가 자

동 기동될 때까지 감속시켜 MSV의 누설이 없음을 확인

5. 검사 유의사항

가. 저온기동 시 터빈을 10%정도 저출력에서 최소 3시간 이상 운전 후 발전기를 

계통에서 병해하고, 터빈이 무부하상태에서 정격속도(1800 rpm)로 안정되게 

운전되면 기계적 과속도 보호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나. 전기적 과속도 정지시험은 모의 회로 시험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다. 기계적 과속도 정지시험 결과, 판정범위를 벗어나면 기계적 과속도 장치를 

조절한 후 재시험을 수행하여 판정범위를 만족할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라. 시험수행 전에 주제어실과 시험현장 간 통신설비가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는

지를 확인한다.

III. 판정 기준

1. 터빈 기계적 과속도 정지 설정치가 1940～1998 rpm이내이어야 한다.

2. 터빈 고압 정지밸브의 닫힘 시간은 0.2초 이하가 되어야 한다.

3. 고압 정지밸브와 제어밸브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 점검표



- 4 -

V. 참고 문헌

1. KINS/GE-N0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 지침서 10.2 터빈 발전기

2. 표준형원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4장

3. 표준형원전 출력상승 시험절차서(9S-I-000-41), "주터빈 보호 기능 시험"

4. Reg. Guide 1.68 Rev. 3,"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 2007

5. ASME Code Sec. Ⅷ, Pressure Vessels; ASME B31.1, Code for Power Piping;

TEMA and HEI Standards for Heat Exchangers; NEMA Standards; IEEE

Standards; Hydraulic Institute Standards; 및 National Board of Fire

Underwriters



- 5 -

검사 점검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주 터빈 보호기능 
시험

◦ 터빈 기계적 과속도 보호 설비 
동작; 터빈속도 1940～1998 
rpm 이내

◦ 증기압이 있는 상태에서 터빈 
정지신호 발생 후 
고압정지밸브(MSV) 닫힘시간;  
0.2초 이내

◦ 터빈 정격속도 1800 rpm에서 
제어밸브(CV)를 닫아 터빈을 
정격속도의 1206 rpm 이하로 
감속시켜 제어밸브 누설이 
없음을 확인

◦ 터빈 정격속도 1800 rpm에서 
고압 정지밸브 (MSV)를 닫아 
터빈을 저속 회전장치가 
자동기동 할 때까지 감속시켜 
고압정지밸브 누설이 없음을 
확인

 시험착수 전 또는 
후, 시험결과의 
비교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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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4.33절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시험 (누설률 측정시험)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 누설은 허용되지 않으며, 계측불확실도를 고려하여 

1차계통의 총 확인누설은 10gpm(2.27㎥/hr) 이하, 미확인누설은 1gpm (0.227㎥
/hr)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어느 한 증기발생기의 1차측에서 2차측으로의 누설

은 0.567㎥/day(150gpd) 이하이어야 한다. 본 검사에서는 원자로 운전모드 1,2,3,4

에서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72시간 주기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원자로 

냉각재계통 누설량 측정시험결과를 검사하여 계통의 밀봉건전성을 확인하고 발전

소의 누설률 시험 및 점검이 적합하게 수행되어 발생 가능한 누설징후를 신속히 

파악하는데 적절한 것인지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률 측정시험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72시간 주기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원자로 냉

각재계통 누설량 측정시험결과를 검사하여 계통의 밀봉건전성을 확인하고, 발생 

가능한 누설징후를 신속히 파악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확인 누설을 측정하기 위하여 원자로배수탱크, 안전주입탱크 및 기기배수탱크의 



재고량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설비가 있다.

3. 세부 검사내용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률을 측정하여 운영기술지침서 및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됨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률 시험에서는 다음 사항이 만족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시험절차서의 기술내용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운영기술지침서 등 관련 

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나. 시험에 사용되는 계측기들의 사전시험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률 시험의 결과가 판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시험 전 원자로냉각재 저온관 평균온도 및 압력이 고온대기상태로 유지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험에 사용되는 계측기들의 검·교정 성적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III. 판정기준

1.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누설은 없어야 한다.

2. 확인누설은 10gpm(2.27㎥/hr) 이하, 미확인누설은 1gpm (0.227㎥/hr) 이하로 

제한된다.

3. 어느 한 증기발생기의 1차측에서 2차측으로의 누설은 0.567㎥/day(150gpd) 이

하이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KINS/GE-N0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 지침서

2. 경수로형원전 안전성분석보고서 3장, 5장, 14장

3. 경수로형원전 운영기술지침서 제1편 3.4.12항

3. 경수로형원전 시운전 절차서, "Post-Core RCS Leak Rate"



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 제한치 점검

-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누설이 없

는지 확인한다

- 확인누설은 10gpm(2.27㎥/hr) 이

하, 미확인누설은 1gpm (0.227㎥
/hr) 이하임을 확인한다.

- 어느 한 증기발생기의 1차측에서 

2차측으로의 누설은 0.567㎥
/day(150gpd) 이하임을 확인한

다.

시험착수 전 또는 

후, 시험결과의 비

교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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