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NS/GE-N001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개정6판)

Safety Review Guidelines for Light Water Reactors

(Revision 6)

제 2권 (4장 ~6장)



작 성 참 여 자

총괄 : 심사총괄실 이종민

작성 및 검토자

심사총괄실: 이정재, 이종민

기계재료평가실: 강석철, 김낙철, 김선혜, 김진겸, 노우진, 이상민 

안전해석실: 양채용, 김병순, 우승웅, 김갑, 안승훈, 정훈영, 오덕연, 한범석, 강동구, 윤

동혁, 정혜동, 진창용, 최용원. 김태훈B, 김정윤

계통평가실: 이기대, 이심원, 박준상

계측전기평가실: 정윤형, 이동훈, 김지태, 한지윤, 이해현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서영하, 김혜민, 김태훈, 박수경, 이승우 

방사선평가실: 김홍태, 이관희, 이호진

전문위원: 정충희, 김세원, 김용범, 이세열, 방영석, 김인구



서     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인허가 단계에서 건설 및 운영허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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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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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허가신청자는 원자력발전소를 상세하게 설계 및 분석하고 원자력안

전법 제10조 및 제20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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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허가신청자가 작성·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

에 기술된 내용이 원자력안전법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

부를 평가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심사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서는 안전심사과정에서 검토자에게 필요한 규제요건과 허용

기준 기술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내부의 검토절차 또는 

규제입장을 밝힌 문서이다. 따라서 검토자는 본 안전심사지침서를 활용하여 안

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이 해당 규제요건과 허용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 평가

하여 안전성을 심사한다. 허가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심층검토를 위하

여 경우에 따라서는 원자력발전소 설비의 설계자와의 직접적인 논의를 통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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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침이 법적인 강제규정은 아니므로 허가신청자는 해당 규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검토자는 대안의 기술적 타당성과 규제요건 

만족 여부를 판단하여 안전성을 평가한다.  

  허가신청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함에 있어 검토자는 본 안전심

사지침 외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기준과 규제지침을 동시에 참고하여



야 하며, 규제기준과 규제지침은 본 안전심사지침보다 우선하는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규제기준과 규제지침이 본 안전심사지침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규제기준

과 규제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규제기준과 규제지침의 기술적 근거가 불명

확한 경우에는 본 안전심사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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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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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검토부서의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동시에 검토부서간의 상호보완 

및 연계검토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검토주관부서는 해당 절의 안전성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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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며 검토의견을 검토주관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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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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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검토분야

  검토주관부서에 의해 검토되어야 할 안전성 검토업무 범위가 기술되어 있다.  

또한, 검토주관부서가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검토연계

부서가 수행하고 상호 공유하여야할 검토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Ⅱ. 허용기준

  규제요건 및 관련 기술기준이 기술되어 있다. 기술기준은 국내법규에 의한 

해당기준 및 현재 국내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준에 대해서는 외국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의 일부 절에서는 검토주관부서의 기술적 입장이 

부록에 기술되어 검토자가 허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 및 접근방식을 제공한다.



Ⅲ. 검토절차

  검토업무가 어떻게 수행되는가를 기술하고 있으며, 검토자가 검토대상인 안전

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계통, 기기, 분석데이터 또는 정보가 허용기준에 만족함

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계별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Ⅳ.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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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의 각 절에 대해 이러한 형태의 검토결론을 안전심

사보고서에 수록할 수 있다. 본 안전심사보고서에는 검토업무를 어떤 측면에서 

수행하였으며, 어떤 면을 강조했었는지를 포함해서 추가 요구되는 정보, 추후 

해결되어야 할 사항 및 미해결사항과 원전설계자 또는 신청자 계획사항 중 안

전심사지침에 규정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안전심사지침에서 위배된 

사항의 근거 등을 포함한 검토업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Ⅴ. 참고문헌

  안전심사지침서 개발에 사용한 참고문헌의 목록을 열거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은 국내원전 안전성평가와 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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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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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축적된 규제기술 및 국내외 최신기술을 본 지침에 시의 적절하게 반영하여 

심사에서 누락되는 항목이나 다루어지지 않는 분야가 없도록 꾸준하게 개정작

업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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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1 부압형 격납건물을 포함한 건식형 격납건물

6.2.1.2 부격실 분석

6.2.1.3 가상 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분석 



6.2.1.4 가상 2차계통 배관파열에 대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분석 

6.2.1.5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평가를 위한 격납건물 최소압력 분석

6.2.2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6.2.3 이차 격납건물 기능설계

6.2.4 격납건물 격리계통

6.2.5 격납건물내 가연성기체제어 

6.2.6 격납건물 누설시험 

6.2.7 격납건물 압력경계 파단방지 

6.3 비상노심냉각계통 

6.4 주제어실 상주보장 설비

6.5.1 공학적안전설비 공기정화계통 

6.5.2 핵분열생성물 제거계통으로서의 격납건물 살수

6.5.3 핵분열생성물 제어계통 및 구조물 

6.6 KEPIC 코드등급 2 및 3 기기의 가동 중 및 시험

부록 6.1.1-1 비상노심냉각수의 pH 제어

부록 6.2.1.5-1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 평가를 위한 격납건물 최소압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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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6.2.4-1 정상 운전중 격납건물 환기 및 배기

부록 6.2.5-1 냉각재상실사고 시 격납건물내 수소농도 계산 방법

부록 6.3-1 재장전수저장탱크와 재순환집수조로부터 안전주입 펌프까지의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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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7장 ~ 8장)

제7장 계측제어

7.0 계측 및 제어 - 검토절차 개요



7.1 계측 및 제어 - 서론

7.2 원자로정지계통 

7.3 공학적 안전설비계통 

7.4 안전정지계통 

7.5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

7.6 안전에 중요한 연동계통 

7.7 제어계통

7.8 다양성 계측제어계통 

7.9 데이터 통신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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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7.0-1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검토절차

부록 7.0-2 가동 중 원전의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변경허가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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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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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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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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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7-1 고압력의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저압력계통의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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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7-3 원자로냉각재펌프 비가동중 원자로 운전을 위한 보호계통의 정지 

설정치 변경

부록 7-4 보조급수계통의 설계기준 

부록 7-5 가압경수형 원자로 단일제어봉의 불필요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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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7-7 Regulatory Guide 1.22의 적용에 관한 지침 

부록 7-8 원자로보호계통의 예상정지에 관한 요건

부록 7-9 Regulatory Guide 1.97 적용을 위한 지침



부록 7-10 격리장치의 적용과 품질 

부록 7-11 계측장비의 설정치 설정과 유지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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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7-13 디지털 컴퓨터기반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소프트웨어 검토지침

부록 7-14 자기시험 및 감시시험 설비에 대한 평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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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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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7-17 디지털 컴퓨터 실시간 성능에 관한 평가지침

부록 7-18 일반의제, 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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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전력계통

8.1 전력계통 - 서론

8.2 소외전력계통 

8.3.1 소내 교류전력계통

8.3.2 소내 직류전력계통

8.4 발전소 정전사고(SBO)

부록 8.2-1 발전차단기(GCB) 및 부하차단스위치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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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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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8-2 디젤발전기의 첨두부하 시 이용

부록 8-3 소외전력계통의 안정도 

부록 8-4 수동제어 전기구동밸브에 대한 단일고장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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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8-6 발전소 전력계통의 전압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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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8-8 발전소 현장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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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9장 ~ 10장)

제9장 보조계통

9.1.1 신 핵연료 저장 

9.1.2 사용후 핵연료 저장 

9.1.3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9.1.4 경하중 취급계통 

9.1.5 중하중 취급계통 

9.2.1 용수계통 

9.2.2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 

9.2.4 식수 및 위생수 계통 

9.2.5 최종 열제거원 

9.2.6 응축수 저장시설 

9.2.7 필수냉방계통 설계 심사지침

9.3.1 압축공기계통 

9.3.2 공정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

9.3.3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 

9.3.4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9.4.1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

9.4.2 사용 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계통

9.4.3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 건물 환기계통

9.4.4 터빈건물 환기계통



9.4.5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

9.5.1 화재방호계획

9.5.2 통신계통

9.5.3 조명계통

9.5.4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

9.5.5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

9.5.6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

9.5.7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

9.5.8 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

부록 9.5.1-1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 지침

제10장 동력변환계통

10.2 터빈 및 발전기계통

10.2.3 터빈 회전자 건전성 

10.3 주증기 공급계통 

10.3.6 증기 및 급수계통 재료 

10.4.1 주복수기 

10.4.2 주복수기 진공계통

10.4.3 터빈축 밀봉계통 

10.4.4 터빈우회계통 

10.4.5 순환수계통

10.4.6 복수정화계통 

10.4.7 복수 및 급수계통

10.4.8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10.4.9 보조급수계통 



10.5 담수계통

부록 10.2-1 터빈 및 발전기 보조계통에 대한 설계 지침

부록 10.4.7-1 증기발생기에서의 수격현상예방 설계지침

부록 10.4.9-1 비상급수계통 펌프구동 및 동력원 다양성에 관한 설계

제5권 (11장 ~ 19장)

제11장 방사성폐기물 관리

11.1 방사선원항

11.2 액체폐기물 관리계통

11.3 기체폐기물 관리계통

11.4 고체폐기물 관리계통

11.5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

부록 11.3-1 기체폐기물계통 누설 또는 고장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배출

부록 11.4-1 고체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 설계지침

부록 11.4-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임시저장에 대한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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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물 감시기의 설계지침

제12장 방사선방호

12.1 직업상 방사선피폭(ORE)의 ALARA 보증

12.2 방사선원

12.3-4 방사선방호 설계특성

12.5 방사선방호계획 



제13장 운영관리

13.1.1 관리 및 기술지원 조직 

13.1.2-3 운전조직

13.2.1 원자로운전원 훈련

13.2.2 면허 미소지 직원 훈련

13.4 운전단계 활동사항 

13.5.1.1 행정절차서 - 일반사항 

13.5.1.2 행정절차서 - 초기시험 프로그램 

13.5.2.1 운전 및 비상운전절차서 

13.5.2.2 정비 및 기타 운전절차서 

부록 13.5.2.1-1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 평가를 위한 검토절차

제14장 초기시험계획

14.2 발전소 초기시험계획 

제15장 사고해석

15.0 서론 - 과도 및 사고해석

15.0.2 사고해석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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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유량 증가, 증기발생기 압력 방출밸브나 안전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15.1.5 증기관 파단사고

15.2.1-3 외부 부하상실, 터빈정지, 복수기 진공 상실

15.2.6 발전소 보조계통용 비비상교류전원 상실

15.2.7 정상급수유량 상실

15.2.8 격납건물 내·외부의 주급수계통 배관파단



15.3.1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

15.3.3-4 원자로냉각재펌프 회전자 고착 및 펌프축 파손사고

15.4.1 우발적 제어군 인출(미임계 또는 저출력에서)

15.4.2 우발적 제어군 인출(출력 운전중)

15.4.3 제어봉 오작동 

15.4.4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우발적 기동

15.4.6 우발적 원자로냉각재 붕소희석

15.4.7 핵연료집합체 오장전 

15.4.8 제어봉이탈 사고

15.5.1-2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부주의한 작동 및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오작동

15.6.1 가압기 압력방출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15.6.2 격납건물 외부로 일차계통 냉각재를 수송하는 소형배관의 파단에 대

한 방사능 영향

15.6.3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에 의한 방사능 영향

15.6.5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내에서의 가상된 배관파단의 스펙트럼으로부터 

정해지는 냉각재상실사고

15.6.5.1 격납건물 누설분을 포함한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

15.6.5.2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 : 격납건물 외부 공학

적안전설비 부품으로부터의 누설

15.7.3 액체탱크 손상에 따른 방사성물질 누출

15.7.4 핵연료취급사고

15.7.5 사용 후 수송용기 낙하사고

15.8 원자로정지불능 예상과도

부록 15.1.5-1 격납건물 외부 증기관 파단사고의 방사선량 평가

부록 15.4.8-1 제어봉이탈 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평가 



제16장 기술지침서

16.0 기술지침서

제17장 품질보증계획

17.1 설계 및 건설단계 품질보증

17.2 운전단계 품질보증

제18장 인간공학

18.1 인간공학 - 개요

18.2 제어실

18.3 안전변수지시계통

제19장 중대사고 및 위험도 평가

19.1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19.2 중대사고 대처능력

19.3 중대사고 관리계획

부록 19-1 일차계통 급속감압 능력 확보 



제4장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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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4.2절 핵연료계통 설계

검토주관 : 노심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과도 및 사고해석 검토 담당부서는 핵연료계통의 열설계, 기계설계, 재료설계 내용

을 평가한다. 핵연료계통의 구성은 핵연료 소결체, 절연용 소결체(Insulator Pellets), 스

프링, 피복관, 봉단마개(End Closures), 수소 흡착제(Getter), 충진 가스 등을 포함하는 

핵연료봉, 핵연료봉과 유사한 부품을 포함한 가연성 독물질봉, 지지격자 및 스프링, 상

하단 고정체(End Plate), 반응도 제어봉 다발 등으로 되어있다. 제어봉의 경우, 제어봉 

구동장치의 결합 연계부분(Coupling Interface)에서 노심에 이르는 반응도 제어 요소들

을 망라한다.

핵연료계통에 대한 안전성 검토 목적은 (1) 핵연료계통이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

도 결과로 손상되지 않으며 (2) 제어봉 삽입을 방해할 정도의 심한 핵연료계통 손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3) 가상사고시 파손된 핵연료봉 개수가 과소평가되지 않으며 (4) 노

심 냉각능력이 항상 유지됨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는 상기의 검토 목적 

(1)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 과도의 결과로 인하여 초과하지 

않아야 할 연료허용손상한계(Specified Acceptable Fuel Design Limit, SAFDL)를 정의

하고 있다. 연료허용손상한계는 핵연료가 손상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립되었

다.

상기 문장에 사용된 “손상되지 않는다”는 용어는 핵연료봉이 파손되지 않고, 핵연료

계통의 제원이 운전공차 내로 유지되며, 기능적 성능이 사고해석에서 가정된 것 이하로 

저하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핵연료봉 파손”이란 핵분열생성물의 1차 방벽인 핵연료봉 

피복관의 기밀성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 핵연료봉 파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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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의해 요구되는 가상사고의 선량분

석에 고려되어야 한다. “노심 냉각능력”이란 일반적인 설계기준사고(예, 냉각재상실사

고) 이후에도 핵연료집합체가 잔열제거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냉각유로를 지닌 핵연료봉

-다발의 기하학적 구조를 유지함을 의미한다. 제어봉 삽입능력 및 노심 냉각능력의 유

지를 위한 요건들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제시되어 있다(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 제어계통” 및 제30조“비상노심냉각장

치”). 냉각재 상실사고에 대한 세부적인 냉각능력 요건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

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에 기술되어 있다.

모든 핵연료손상 기준은 안전심사지침 4.2절에 기술되어 있다. 핵비등이탈율 제한

치 등 세부적인 열수력적 기준들은 안전심사지침 4.4절에 기술되어 있다. 핵연료봉 내

의 가용 방사성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Available Radioactive Fission Product

Inventory 즉, 방출 분율로 표시되는 Gap Inventory)은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에 제공

되어 방사학적 영향분석에 이용된다.

핵연료계통 심사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분야들을 포함한다.

1. 설계기준

안전성 분석을 위한 설계기준은 핵연료계통 손상기구(Damage Mechanism)를 기

술하고 핵연료 손상 정도를 허용수준 이내로 제한시킬 수 있도록 주요 변수에 대

한 제한치를 제공한다. 설계기준에는 전술한 바와 같은 안전성 검토 목적이 반영 

되어야 한다.

(과거의) 설계기준 및 연료허용손상한계와 관련된 기준들이 주어진 운전조건(온

도, 연소도 및 출력)에서 신 핵연료 설계(신재질의 사용도 포함)에도 적용 가능한

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만일 적용이 불가능 하다면 적절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운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2. 계통설명 및 설계도면

핵연료계통에 대한 설명 및 설계 도면을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핵연료에 대한 설명은

공정시방(Process Specification)에 대한 것보다는 제품시방(Product Specification)

에 대한 것을 강조한다.

3. 설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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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설계기준들이 만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가상사고시의 핵연료계통 성능을 검토한다. 앞에서 열거된 핵연료계통 부품들은 

개별 부품으로서의 검토뿐만 아니라 핵연료봉 및 핵연료집합체와 같은 조합체

(Integral Unit)로써도 검토되어야 한다. 핵연료계통에서 신 핵연료설계, 운전제한

치(연소도 및 출력 등) 및 재질의 사용은 기존의 설계기준, 해석 모델 및 평가 방

법이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가상사고시에서도 적용 가능함을 입증하는 검토

가 수반되어야 한다. 검토는 운전경험, 직접적인 실험에 의한 비교, 상세한 수학

적 해석(핵연료성능해석  코드 포함) 및 기타 정보 등에 대한 평가로 수행된다.

4. 시험, 검사 및 감시계획

핵연료가 설계시방에 부합하여 제작되고 발전소 부지에 손상없이 운반되어 노심

에 장전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연료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한다. 핵연료계

통의 이상을 탐지하기 위하여 또는 예상대로 기능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속

적(On-Line) 핵연료봉 파손 감시 및 조사 후 감시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반응

도 손실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B4C를 함유한 제어봉의 감시도 수행하여야 한

다. 원자로 노심분야 담당부서는 중요한 핵연료설계 고려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

하여 보고 규정과 함께 시험, 검사 및 감시계획들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안전심사지침 4.2절에는 모든 종류의 핵연료손상 기준이 기술되어 있으며, 안전심

사지침 4.3절에는 축방향 출력 분포 이상 현상(Axial Offset Anomaly; AOA)에 관한 

기준이 기술되어 있다. 핵비등이탈률 제한치와 관련한 열수력학적 기준은 안전심사지

침 4.4절에 기술되어 있다. 4.2절 검토주관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5장에 의거 핵연료봉 

내의 가용한 방사성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방출 분율로 표현되는 간극 재고량)을 방사

학적 영향분석 담당 부서에 제공할 책임이 있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4.2절에 기술되어 

있는 핵연료 저장에너지, 유로 막힘(flow blockage), 피복관 최대온도, 부식률 제한치를 

15장 검토 담당부서에 제공할 책임이 있다.

본 절과 타 안전심사지침의 연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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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심사지침 4.3절 검토주관부서는 핵연료집합체, 제어계통 및 원자로 노심의 핵

설계를 검토한다.

2. 안전심사지침 4.4절 검토주관부서는 열적 여유도, 부식 생성물(crud)의 영향, 수력

적 부하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한다.

3. 안전심사지침 6.3절 검토주관부서는 일반설계기준 및 비상노심냉각계통 허용 기

준을 포함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설계 기준을 검토한다.

4. 안전심사지침 15장 검토주관부서는  피복관 과열, 핵연료 소결체 과열, 과도한 핵

연료 엔탈피(Enthalpy), 소결체-피복관 상호작용 및 피복관 파열(Bursting) 등에 

의한 가상 핵연료 파손에 대하여 검토한다.

5. 안전심사지침 3.9.4절 검토주관부서는 제어봉 구동장치 설계와 안전심사지침 3.9.5

절 검토주관부서는 노심 구조물(Reactor Internals) 설계를 검토한다.

6. 안전심사지침 15장 검토주관부서는 방사선량 평가치를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핵연료계통 설계의 허용여부는 관련 법규, 규

제 지침, 산업기술기준 그리고 핵연료계통 기능과 부품 선택에 대한 독립적 계산 및 

검토자의 판단에 근거한다. 핵연료계통 설계에 관련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허용 가능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냉각성능을 해석하고 비상

노심냉각계통의 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

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 요건을 충족하

여야 한다. 허용될 수 있는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 평가 방법은 규제지침 

KINS/RG-N07.01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의 보수적 평가 방법” 또는 

KINS/RG-N07.02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의 최적 평가 방법”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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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Guide(이하 “RG”) 1.126, “An Acceptable Model and Related

Statistical Methods for the Analysis of Fuel Densification”은 허용될 수 있는 상

업용 경수로형 원자로 핵연료의 고밀화 영향 예측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2. 주요 사고 시나리오 후 핵분열 생성물의 환경 누출 결과에 따른 개인 피폭선량 

계산에 근거한 부지의 수용여부 결정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RG 1.4,

“Assumptions Used for Evaluating the Potential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a

Loss of Coolant Accident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는 가압경수로의 냉각

재상실사고와 관련된 방사선량 결과 평가에서 사용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가정

을 제시한다. RG 1.25, "Assumptions Used for Evaluating the Potential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a Fuel Handling Accident in the Fuel Handling

and Storage Facility for Boiling and Pressurized Water Reactors"는 원자로내 핵

연료취급 및 저장 시설에서의 핵연료취급 사고와 관련된 방사선량 결과 평가에서 

사용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가정을 제시한다. 또한 RG 1.77, ”Assumptions

Used for Evaluating a Control Rod Ejection Accident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는 가압경수로에서의 제어봉 인출 사고결과의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해석적 방법 및 가정을 규정한다.

3.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의 영향이 포함된 모든 조건에서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음을 보증하도록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

자로의 설계”를 충족하여야 한다.

4. 반응도 제어계통은 적절한 여유도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사고 조건 후에는 

비상노심냉각계통과 함께 반응도 제어 및 노심냉각이 가능하도록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를 충족하여야 한다.

5. 비상노심냉각계통은 어떠한 냉각재 상실 후에도 연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노심을 

냉각하여 냉각유로를 방해하는 핵연료 및 피복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

한 피복재-물의 산화 반응이 무시 가능한 양으로 제한될 수 있게 노심으로부터의 

열전달이 가능하도록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비상노심

냉각장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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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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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원자

로.24)“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 그리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제30

조 “비상노심냉각장치” 등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계 기준

핵연료계통 설계기준에는 I절 검토 분야에 기술된 4가지 목적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핵연료계통 손상, 핵연료봉 파손 및 핵연료

의 냉각능력에 대한 허용기준이 필요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핵연료계통 손상

이 부분은 정상운전시 적용되며 검토해야 할 정보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4.2

절에 수록되어야 한다.

예상운전과도를 포함한 정상운전 조건에서 연료허용손상한계에 대한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알려진 모든 핵연료 손상기구에 대한 핵연료계통 손상기준이 설정

되어야 한다.

핵연료계통 손상기준은 핵연료봉의 파손방지뿐만 아니라 핵연료계통의 제원

이 운전 공차내로 유지되고 기능적 성능이 안전해석 시 가정된 것 이하로 저

하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능한 경우 핵연료 손상기준은 조사된

(Irradiated) 재료/성질 자료에 근거한 고연소도 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

러한 손상기준이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

1) 지지격자, 안내관, 씸블(thimble), 핵연료봉, 제어봉, 기타 핵연료 계통 구조

부품에 대한 응력, 변형률 또는 하중 제한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ASME

Code Section III에 제시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계산한 응력 제한치는 허

용 가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제안된 제한치는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2) 상기 1)항에 기술된 구조 부품에 대한 변형률피로주기(Strain Fat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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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s) 누적 횟수는 적절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응력 진폭에 안전계수 2

또는 주기 횟수에 안전계수 20을 포함하고 있는 설계 피로수명(Design

Fatigue Lifetime)보다 훨씬 작아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제안된 제한치는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3) 상기 1)항에 기술된 구조 부품간 접촉점에서의 프레팅 마모(Fretting Wear)

는 제한되어야 한다. 설계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기 위한 프레팅 마모 시

험과 분석은 지지격자 스프링 이완을 고려하여야 한다. 허용 가능한 프레

팅 마모량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하며 상기 1)항의 응력 제한

치 및 2)항의 피로 제한치에는 이러한 마모의 존재가 가정되어야 한다.

4) 산화, 수소화 및 부식 생성물(Crud) 누적은 제한되어야 하며, 제한치는 핵

연료계통 부품별로 설정되어야 한다. 제한치는 각 부품들이 허용 가능한 

강도 및 연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계적 시험자료를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허용될 수 있는 산화, 수소화 및 부식생성물 누적 정도

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상에서 토의되어야 하며 적절하다는 것이 입증되어

야 한다. 상기 1)항 및 2)항에서는 이러한 정도의 산화, 수소화 및 부식생

성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되어야 한다. 부식생성물이 열수력학적 사항

에 미치는 영향은 안전심사지침 4.3 및 4.4 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검토되

어야 한다.

5) 핵연료봉 휨이나 핵연료봉, 핵연료집합체, 제어봉 및 안내관의 조사 성장

과 같은 제원 변화는 핵연료파손 혹은 안전심사지침 4.4절에 기술된 열수

력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되어야 한다. 조사성장은 핵연료봉의 상

부 봉단마개와 집합체의 상부 노즐이 간섭하여 핵연료봉 휨을 발생 시킬 

수 있다.

제어봉 및 안내관의 휨은 (1) 조사성장의 차이(중성자 조사량의 구배에 의

해 발생), (2) Shadow 부식 (수소흡수로 인한 팽창 발생), (3) 삽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응력이완에 의해 발생된다. 만일 제어봉의 간섭이 발생 가

능하다고 판단되면 제어봉 삽입능력이 안전성분석에서의 가정과 부합함을 

시험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설계, 제원 및 재질을 사용 

한 경우 만족할만한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노내 감시(삽입 시간 등)가 필

요할 것이다.

6) 핵연료봉 및 가연성 독물질봉의 내부기체 압력은 정상운전중에 정격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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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이하로 유지되거나, 아래에 열거된 최소한의 기준(그러나 제한되지는 

않음)을 바탕으로 설정된 신 기준의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가) 정상운전 중 피복관의 lift off 금지

나) 피복관내 수화물의 반경방향 재배치 금지 

다) 과도 및 가상사고 시 봉내압의 과압에 기인한 핵비등이탈 발생 및 전

파와 이로 인한 핵연료봉의 추가적인 파손에 대한 기술  

7) 핵연료의 안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어봉 삽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시 최악의 수력학적 부하에 대

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상운전 조건에서 최악의 수력학적 부하는 

핵연료집합체의 수직하향지지력 (Holddown Capability, 중력 또는 

Holddown Springs)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평가를 위한 수력학적 

부하는 안전심사지침 4.4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

8) 제어봉 반응도 및 삽입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 다음 사항

이 검토되어야 한다.

가) 제어봉 배열 변화

나) 신 재질 도입

다) Neutronics 및 기계 수명 변화

라) 기계 설계 변화

마) 수용성(Water Soluble) 또는 가용성 물질(Leachable Material, 예 : B4C)

이 사용될 때에는 제어봉의 수밀성(Water Tight)이 유지되어야 한다.

기계 및 Neutronics 수명의 변화는 허용 가능한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한

다. 안전성분석에서는 노내에서 시간에 따라 감소되는 중성자 흡수 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핵연료봉 파손

이 절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가상사고 조건에 적용된다. 아래에 열거

된 여러 가지 파손기구들 중 1)항에서 3)항까지는 정상운전 조건에서 더 제한

적인 파손기구를 기술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검토되어야 할 정보는 안전성분

석보고서의 4.2절에 포함되어야 한다. 4)항에서 8)항까지는 예상운전 과도 및 

가상사고 조건에서 보다 더 제한적인 파손기구를 기술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검토되어야 할 정보는 주로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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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운전과도를 포함한 정상운전 조건에서의 연료허용손상한계와 관련된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의 요건을 충족

시키고 가상사고 조건에서의 핵분열 생성물 방출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

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요건을 충족시키

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모든 핵연료봉 파손기구들에 대한 핵연료봉 파

손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핵연료봉 파손은 핵연료봉 기밀성(Hermeticity)의 

상실로 정의된다. 비록 모든 핵연료봉의 파손을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

수의 누설 핵연료봉 영향을 처리하기 위한 정화계통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핵연료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조건에서 특정 원

인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것이 본 검토의 목적이다. 가상사고 

조건에서는 핵연료봉 파손이 허용되나 이러한 핵연료봉 파손은 선량 분석에 

고려되어야 한다.

핵연료봉 파손은 과열, 소결체/피복재간 상호작용(Pellet/Cladding Interaction

; PCI), 수소화, 피복재 붕괴, 파열, 기계적 파괴 및 프레팅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가능한 경우 핵연료봉 파손 기준은 조사된(Irradiated) 재료 성질 자료

에 근거한 고연소도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핵연료봉 파손기준이 완전한 것

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

1) 수소화 : 내부 및 외부 원인에 의한 수소화는 지르코늄 합금을 사용한 부

품의 파손을 유발할 수 있다. 파손 원인으로서의 내부수소화 (즉, 1차 수소

화)는 제조 시 핵연료봉 내 습분 및 기타 수소 함유 불순물의 준위를 아주 

낮게 유지함으로써 방지 할 수 있다. 지르칼로이로 피복된 산화 우라늄 핵

연료에 대한 허용 가능한 습분 준위는 20 ㎍/g(20 ppm) 이하여야 한다.

산화우라늄 핵연료 소결체에 대한 현행 ASTM 사양에서는, 모든 원인에 

의한 등가수소량 제한치를 2 ㎍/g(2 ppm)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르칼로이 

관으로 피복된 다른 재료에 대해서는 이에 상당하는 양의 습분이나 수소

를 허용할 수 있다. 지르칼로이 피복재 내부의 습분 준위를 고온 기공 체

적 1cm3 당 2 mg H2O 이하로 유지하면 1차 수소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외부 수소화는 냉각수와 접하는 부분에서의 부식에 

의해 발생되며 냉각수와 지르코늄 합금의 반응결과 지르코늄 수화물과 이

산화지르코늄이 생성된다.

2) 피복관 붕괴 : 소결체의 고밀화(Densification)로 인하여 핵연료 소결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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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에 축방향 틈새가 발생한다면 피복재가 그 틈으로 붕괴할 가능성

이 있다(즉, 편평화 ; Flattening). 이러한 과정에서 동반되는 국부적인 큰 

변형률 때문에 붕괴된(편평하게 된) 피복재는 파손된 것으로 가정한다.

3) 피복재 과열 : 열적 여유도 기준(종종 DNBR로 표현되는)이 충족된다면 파

손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전통적인 관례가 되어 있다. 이 

기준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4.4절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정상운

전 및 예상운전과도 상태 시 열적 여유도 기준의 위반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상 사고에서는 이 기준을 초과한 모든 연료봉은 방사능 선량 계산 목적

상 전부 파손된 것으로 가정한다.

열적 여유도 기준은 불충분한 냉각기구에 의한 과열 방지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 조건이 필요조건은 아니며(즉, 핵비등이탈은 파손기구

가 아님) 다른 역학적 방법도 허용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에 대

한 경험이 거의 없지만 다른 기준을 권고하는 새로운 입장을 취할 경우 

피복재 온도, 압력, 시간, 산화 및 취성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4) 핵연료 소결체의 과열 : 핵연료 소결체의 중심선 용융이 발생하면 파손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는 것도 전통적인 관례로 되어 있다. 이러한 해석은 모

든 고온점 및 고온 수로인자를 포함하는 노심내 모든 위치에서 최대 선출

력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핵연료의 연소도 및 성분이 용융점에 미

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조건에서는 중심

선 용융이 허용되지 않는다. 가상사고에서는 중심선 용융이 발생한 모든 

핵연료봉은 방사능선량 계산 목적상 전부 파손된 것으로 가정한다. 중심선 

용융 기준은 용융 핵연료의 축방향 또는 반경 방향 재배치로 인하여 용융

된 핵연료가 피복재와 접촉하게 되거나 국부적인 고온점을 형성하지 않음

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중심선 용융이 핵연료 파손을 초래한다는 

가정은 보수적이다.

5) 과도한 핵연료 엔탈피 : 핵연료 용융 이하에서 반응도사고(Reactivity

initiated accident: RIA)에 의한 핵연료 엔탈피의 급격한 증가는 소결체/피

복관 기계적 상호작용(Pellet/Cladding Mechanical Interaction; PCMI)에 

의한 핵연료 파손을 유발할 수 있다. 가압경수로에서 반응도사고 시 핵비

등이탈률(DNBR)을 초과할 경우 피복관 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

6) 소결체/피복재간 상호작용(Pellet/Cladding Interaction) : 현재 PCI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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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MI에 의한 핵연료 파손에 적용되는 기준은 없다. PCI와 PCMI의 차이

는 미묘하며, 파손부위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구분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있다. PCI는 일반적으로 핵분열생성물질(요오드)에 의한 피복관 취화현상

인 응력부식균열에 의해 발생되지만, PCMI는 우선적으로 응력에 의해 구

동되는 파손기구이다. PCI 및 PCMI를 위한 설계 기준은 일반적으로 언급

할 수 있다. PCI 및 PCMI에 의한 핵연료봉 파손을 방지하기에는 불충분

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련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첫째, 피복재

의 균일 변형률은 1%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균일변형률(탄성 및 

비탄성)은 정상상태 조건에서의 Creepdown 및 조사 성장(Irradiation

Growth)을 제외한, 과도 조건에 의하여 발생되는 변형률로 정의된다. 최대 

부식(수화물 취성)이 발생한 지점에서 조사된 파복관의 연성은 1% 기준을 

만족함을 기계적 시험 결과로 보여야 한다. 이러한 변형률 제한치는 PCI

및 PCMI에 의한 핵연료봉 파손을 일부 방지할 수는 있으나 낮은 변형률

에서 발생하는 부식여기파손(Corrosion-Assisted Failure) 및 핵연료 외부 

직경상의 소결체 칩(chips)에 의해 발생하는 국부적으로 집중된 과도 변형

률에 의한 파손은 방지할 수 없다. 둘째, 핵연료 용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소결체 중심의 용융에 의한 소결체 체적 증가는 피복재에 응력을 발

생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PCI에 의한 파손은 핵연료 용융을 방지

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 피복재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동일한 기준

이 4)항에 명시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핵연료 공급자들은 PCI 및 PCMI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력 조정(Power

Maneuvering) 및 출력 상승률에 대한 핵연료 설계 제한치를 도입하고 있

다. 이러한 제한치는 기본적으로 시험로에서 시험기본적으로 설계별 출력

증발 시험 자료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핵연료 공급자들은 

PCMI가 발생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피복관 변형률 예측 결과에 더욱 

의존하고 있으며 출력증발 시험자료에는 보다 덜 의존하고 있다. 기체에 

의한 핵연료 팽윤(Swelling) 및 열팽창이 고연소도 및 중간 정도의 연소도

에서 피복관 변형률에 관련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시의 피복관 변형률을 통한 PCI 및 PCMI 해석에는 승인된 핵연료 열

팽창 모델 및 기체에 의한 핵연료 팽윤 모델이 조사된 피복관 특성자료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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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열(Bursting) :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 평가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24)“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고

시”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복관내 온도 분포와 피복관 내/외의 

압력 차이에 의한 지르칼로이 피복관의 팽창(Swelling)과 파열(Rupture)에 

대한 계산이 비상노심 냉각계통 평가 모델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규제지침 

KINS/RG-N07.02 또는 RG 1.157, “Best-Estimate Calculations of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Performance”은 피복관 팽창과 파열 정

도 계산에 사용될 수 있는 최적 평가 모델(Best-Estimate Model)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방법으로 규제지침 

KINS/RG-N07.01은 피복관 팽창과 파열 정도 예측용 평가 모델의 수용 

가능한 특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비록 핵연료 공급자가 상이한 파열 

온도와 차압 곡선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허용 가능한 곡선은 참고문헌 15

에 기술된 것과 유사해야 한다. 비냉각재상실사고에 의한 피복관 파열도 

피복관 온도 및 방사학적 영향 관점에서 평가되고 기술되어야 한다.

8) 기계적 파괴 : 기계적 파괴란 수력학적 부하나 노심지지판(Core Plate) 운

동에 기인한 부하처럼 외부에서 작용한 힘에 의해 초래된 핵연료봉의 결

함을 말한다. 가해진 응력이 해당 온도에서의 조사 항복 응력의 90% 미만

이면 피복재 건전성은 유지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제안된 제

한치는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지진 및 냉각재 상실사고 분석(본 

절의 부록 4.2-1 참조) 결과로부터 이러한 기구에 의한 파손은 보다 덜 심

각한 사고에서는 발생하지 않음을 보일 수도 있다.

다. 핵연료 냉각능력

이 절은 가상사고에 적용되며 검토되어야 할 대부분의 정보는 안전성분석보

고서의 15장에 기술되어 있다. 아래에 열거된 여러 가지 사항중 제 5)항은 두 

가지 사고의 동시 발생에 의한 복합 효과를 기술하고 있지만 그 정보는 안전

성분석보고서의 4.2절에 수록되어야 한다. 가상사고 조건에서의 제어봉 삽입

능력 및 노심 냉각능력과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28조, “반응도 제어계통”,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심각한 손상 기구에 대한 핵연료 냉각능력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냉각능력 또는 냉각 가능한 기하학적 구조란 일반적으로 잔열제거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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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적절한 냉각 수로를 갖는 연료봉-다발의 기하학적 구조를 핵연료 집합

체가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냉각능력 저하는 피복재 취화, 핵연료의 격렬한 배출(Expulsion), 전체적인 피

복재 용융, 전체적 구조 변형 및 극단적인 동일 평면상의 핵연료봉 팽창

(Ballooning) 등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다. 제어봉 삽입능력에 대한 기준도 본 

절에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이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

이 기술되어야 한다.

1) 피복재 취화 :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분석 결과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 제

3조에 규정되어 있는 핵연료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급냉

후 핵연료 피복관의 연성을 적절히 유지하여 냉각 가능한 노심 형상을 보

장한다. 현재의 설계기준은 1) 피복관 최대온도가 1204oC(2200oF)를 초과해

서는 아니 되고, 2) 피복관 최대 산화도는 17% ECR을 초과해서는 아니 됨

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준은 비조사된 지르칼로이 시험편을 사용하여 개

발 되었으나, 지르코늄 합급 성분, 제조 과정 및 노내 부식 현상은 핵연료 

피복관 재질의 급냉후 특성을 변화시킨다.

2) 격렬한 핵연료 배출(Violent Expulsion of Fuel) : 제어봉 이탈과 같은 가상 

반응도사고 조건에서 대량으로 매우 빠르게 핵연료에 집결(Deposition)되

는 에너지는 핵연료의 용융, 파편화 및 분산(Dispersion)을 발생시킬 수 있

다. 핵연료 분산과 관련된 기계적 작용은 피복재와 핵연료봉-다발의 기하

학적 구조를 파괴하고 1차 계통에 압력파를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매

우 큰 것이 될 수 있다. 핵연료의 광범위한 파편화 및 분산의 방지 그리고 

가압경수로 1차 계통내의 압력파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반경방향 평균 엔

탈피 제한치 0.96 kJ/g(230 cal/g)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전체적인 피복재 용융 : 피복재의 전체적인(즉, 비국부적인) 용융은 연료봉

-다발의 기하학적 구조 상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피복재 취화에 대한 상

기 1)항의 기준은 용융 기준보다 더 엄격하며 따라서 추가적인 상세 기준

은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신합급 혹은 원자로 형태에 따라 항상 

적용되지는 않는다.

4) 핵연료봉 팽창(Ballooning) : 가상사고조건에서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평가

에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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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핵연료봉 팽창

에 의한 파열 변형률 및 유로차단이 노심 유량 분포 해석에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한다. 규제지침 KINS/RG-N07.02 또는 RG 1.157, “Best-Estimate

Calculations of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Performance”은 냉각재

상실사고중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의 최적 계산(Best-Estimation)에 대한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모델, 상관관계, 자료 및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방법으로 규제지침 KINS/RG-N07.01는 파열 변

형률 및 유로차단을 고려하기 위한 보수적 평가 모델의 수용될 수 있는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파열 변형률 및 유로차단에 대한 모델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해 적용 가능한 자료[참고문헌 15, 17 및 18]에 근거를 두어

야 한다. (1) 피복재가 파열되는 온도 및 차압이 적절히 평가되어야 한

다.(II.1.나 절의 8)항  참조) (2) 피복재 팽창의 최종 정도가 과소평가되어

서는 안된다. (3) 관련된 집합체 유로면적 감소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

다.

유로차단 모델 평가는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에 제공되어 1204 oC(2200oF)

의 피복재 온도와 17%의 피복재 산화 제한치가 초과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포괄적인 비상노심냉각계통 평가 모델에 반영된다. 검토자는 또한 계

통 감압을 포함하는 다른 사고의 해석에서 핵연료봉 팽창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상운전과도 혹은 사고시의 핵연료봉 팽창 가

능성은 핵연료봉 봉내압이 계통압력보다 높을 경우 높아지게 된다. 피복관 

팽창을 유발하는 비냉각재상실사고에서는 피복관 팽창으로 인한 핵비등이

탈 전파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비냉각재상실사고에서 피복관 팽창에 

의한 영향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되며, 핵비등이탈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피복관 팽창 제한치(원주방향 변형률)가 필요할 수 있다.

5) 구조적 변형 : 안전심사지침 부록 4.2-1, "외력에 대한 핵연료집합체 구조응

답 평가"에 해석적인 절차가 기술되어 있다.

2. 계통설명 및 설계도면

검토자는 핵연료계통에 대한 설명 및 설계도면이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며 검증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만큼 완전한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완

전성이란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만족할 만한 핵연료계통 설명에는 다음과 같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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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계통 정보 및 관련 공차들이 필요하다 :

- 피복재 형태 및 금속학적 상태 (Metallurgical State)

- 피복재 외경

- 피복재 내경

- 피복재 내부표면 거칠기(Roughness)

- 소결체 외경

- 소결체 표면 거칠기

- 소결체 밀도

- 소결체 재소결 자료

- 소결체 길이

- 소결체 디쉬 제원(Pellet Dish Dimensions)

- 가연성 독물질 함량

- 소결체 입계 크기 및 개 기공(Open Porosity)

- 절연용 소결체 변수(Insulator Pellet Parameters)

- 핵연료 열(Column) 길이

- 핵연료봉 총 길이

- 핵연료봉 내부 기공 체적(Rod Internal Void Volume)

- 충진 기체 종류 및 압력(Fill Gas Type and Pressure)

- 흡수된 기체 성분 및 함량(Sorbed Gas Composition and Content)

- 스프링 및 마개 제원

- 농축도

- 수력학적 등가 직경

- 냉각재 압력

- 특정 설계연소도 제한치(Design Specific Burnup Limit)

- 제어봉 설명, 제원, 수명 제한치  

- 주위 구조물(예, 안내관)과 간섭하는 제어봉 접합부

다음과 같은 설계도면도 핵연료계통 기술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핵연료 집합체 단면도

- 핵연료 집합체 개략도(Outline)

- 핵연료봉 개략도(Schematic)

- 지지격자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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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관 및 노즐 결합부

- 제어봉 제원과 관련된 안내관 도면

- 제어봉 집합체 단면도

- 제어봉 집합체 개략도

- 제어봉 개략도

- 가연성 독물질봉 집합체 단면도

- 가연성 독물질봉 집합체 개략도

- 가연성 독물질봉 개략도

- 오리피스(Orifice) 및 중성자 선원 집합체 개략도

3. 설계 평가

검토자는 설계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입증한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는 운전경험, 모형 시험 및 해석적 예측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 

중 많은 것은 일반적으로 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 기술되며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참

고문헌으로서 반영된다.

가. 운전경험

동일하거나 유사한 설계의 핵연료계통에 대하여 최대 연소도 경험이 포함된 

운전경험이 기술되어야 한다. 운전경험으로써 특정 설계기준이 만족되고 있음

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그러한 경험을 얻기 전에 수행되었던 모형시

험이나 설계해석에 대한 검토는 수행할 필요가 없다. 프레팅마모, 산화, 수소

화 및 부식생성물 누적에 대한 설계기준은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될 수 있다.

나. 모형시험

설계 변경이 도입되어 확실한 운전경험이 활용될 수 없을 때에는 모형시험을 

검토하여야 한다. 새로운 설계의 특성 결정에 필요할 경우 노외시험이 수행되

어야 한다. 조사 전에 시험해야 할 설계 특성들에 대한 명확한 요건들이 개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노외 실증시험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

하여 수행되어졌으며 검토자에게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다.

- 지지격자 구조시험(Spacer Grid Structural Tests)

- 제어봉 구조 및 성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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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집합체 구조시험(횡방향, 축방향 및 비틀림 강성(Torsional

Stiffness), 진동수 및 감쇄 (Damping))

- 핵연료집합체 수력학적 유동시험(부양력, 제어봉 마모, 진동, 핵연료봉 

프레팅(스프링 이완이 고려되어야 함), 집합체 마모 및 수명)

설계 특성에 대한 노내시험 및 새로운 설계의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선행 시

험집합체 연소시험(Lead-Assembly Irradiation)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

험과 관련된 최대 연소도 혹은 중성자 조사량에 대한 경험 또한 검토되어야 

하며 새로운 설계에 대한 특정 최대 연소도 혹은 중성자 조사량 제한치와 관

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새로운 설계에 대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시험되었던 

다음의 현상들은 검토자에게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다.

- 핵연료봉 및 가연성 독물봉 성장

- 핵연료봉 휨

- 핵연료봉, 지지격자의 산화 및 수소화 정도

- 핵연료봉 프레팅

- 핵연료 집합체 성장

- 핵연료 집합체 휨

- 핵연료봉 원주방향 주름(Fuel Rod Ridging)

- 부식생성물 형성

- 핵연료봉 건전성

- Holddown 스프링 이완(Relaxation)

- 지지격자 스프링 이완

- 안내관 마모 특성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핵연료집합체 설계 또는 새로운 설계 특성에 대한 

노내시험을 새로운 집합체로 전 노심을 장전하고 운전하기 전까지 수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내시험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새로운 설계와 이

전 설계가 양립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시계획(아래의 

II.4 절 참조)에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다. 해석적 예측

어떠한 설계기준 및 관련 변수들은 오직 계산 절차에 의해서만 평가할 수 있

으므로 성능 예측에 사용된 해석적 방법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많이 수행되어 왔으며 많은 전례가 있다. 다음 항목에서는 보다 확립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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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및 관련된 많은 참고문헌들을 기술하고 있다.

1) 핵연료 온도(저장에너지) : 정상운전 조건에서의 핵연료온도와 저장 에너지

는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계산의 입력자료로써 필요하다. 온도 계산은 여

러 가지 상이한 현상들을 모델화한 복잡한 컴퓨터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

된다. 규제지침 KINS/RG-N07.02 또는 RG 1.157, “Best-Estimate

Calculations of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Performance”은 냉각재

상실사고중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의 최적 계산(Best-Estimation)에 대한 

모델, 상관관계, 자료, 방법 및 불확실도 평가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방법으로 규제지침 KINS/RG-N07.01에 기술된 수용 가능한 

특성과 부합되는 비상노심냉각계통 평가모델이 사용될 수 있다. 검토되어

야 할 현상학적 모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반경 방향 출력 분포

- 핵연료 및 피복재 온도 분포

- 핵연료의 연소도 분포

- 핵연료, 피복재, 피복재 부식생성물 및 산화층의 열 전도도

- 핵연료의 고밀화

- 핵연료 및 피복재의 열 팽창

- 핵분열 기체 생성 및 방출

- 고체 및 기체 핵분열 생성물에 의한 팽윤

- 핵연료 구조 재편 및 재배치

- 핵연료 및 피복재 제원 변화

- 핵연료-피복재 간 열전달 계수

- 혼합 기체의 열 전도도

- Knudsen 영역에서의 열 전도도

- 핵연료-피복재 간 접촉 압력

- 핵연료 및 피복재의 열용량(Heat Capacity)

- 피복재의 성장 및 크립(Creep)

- 핵연료봉 내부 기체 압력 및 조성

- 헬륨 및 기타 충진 기체의 흡수(Sorption)

- 피복재 산화층 및 부식생성물 누적 두께

- 피복재-냉각재간 열전달 계수(핵연료 성능 코드에 필요하나 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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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안전심사지침 4.4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검토된다)

- 피복재 수소화

이러한 모델들간의 밀접한 상호작용 때문에 실측 자료(표준 문제 또는 검

증) 및 검증코드[참고문헌 19, 20]와 비교하여 전체적인 코드의 거동을 점

검해 보아야 한다. 이전에 수행된 핵연료 성능 코드의 검토 사례가 참고

문헌 21～25에 기술되어 있다.

2) 고밀화 효과 :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핵연료 고밀화는 핵연료 온도에 

대한 영향 이외에 노심 출력분포(출력 스파이크, 안전심사지침 4.3절 참

조), 핵연료 선형열생성율(안전심사지침 4.4절 참조) 및 피복관 붕괴 가능

성에 영향을 준다. 출력 스파이크 및 선형열생성율 해석에 대한 고밀화 영

향의 크기는 참고문헌 26 및 RG 1.126, "An Acceptable Model and

Related Statistical Methods for the Analysis of Fuel Densification"에 토

의되어 있다. 고밀화 모델이 허용 가능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RG 1.126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피복관 붕괴시간에 대한 모델도 검토되어야 하며 이

전에 수행된 검토 사례가 참고문헌 28 및 29에 기술되어 있다.

3) 핵연료봉 휨 : 핵연료봉 휨 분석에 대한 지침이 참고문헌 30에 기술되어 

있다. 이 지침을 충족시키기 이전에 사용될 수 있는 임시 지침은 참고문헌 

31에 기술되어 있다. 현재까지 핵연료봉 휨의 원인은 규명되어 있지 않으

며 핵연료봉 휨에 대한 역학적 해석은 승인되지 않고 있다.

4) 피복관 붕괴 : 승인된 해석적 모델/방법들이 핵연료 수명기간 동안 피복관 

붕괴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피복관 혹은 핵연

료 재질의 변화(첨가 혹은 제조의 중대한 변화), 제조후 피복관 간극의 감

소는 승인된 해석적 모델/방법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핵연료 재질

의 변화는 고밀화에 영향을 미치고 피복관 재질의 변화는 피복관 크리프

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들은 피복관 붕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변수들이 변한다면, 피복관 붕괴를 평가하기 위하여 승인된 해석적 

모델/방법들에 미치는 영향이 평가되어야 한다.

5) 구조 변형 : 안전심사지침 부록 4.2-1, “외력에 대한 핵연료집합체 구조응

답 평가”에 허용 기준이 기술되어 있다.

6) 파열 및 유로 차단(팽창) : 지르칼로이 파열 및 유로 차단 모델은 비상노심

냉각계통 평가 모델의 일부분이며 원자로심분야 담당부서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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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들은 경험적인 것이므로 관련 자료와 비교해 보아야 하고, 고온에

서 피복재의 상변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료 및 이전의 검토 사례

들이 참고문헌 10, 12 및 13에 기술되어 있다.

7) 핵연료봉 압력 : II.1.가 절의 제 6)항에 기술된 핵연료봉 내부기체 압력 기

준을 만족하는 지 확인하기 위한 연료봉 내압 계산은 본 절 제 1)항에 기

술된 온도 계산용 열적 성능 코드를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이 계산은 

예측된 봉 출력, 코드 모델 및 연료봉 제조에서의 불확실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온도 계산을 위하여 반영된 보수성이 연료봉 압력 계산에

서 비보수적으로 작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8) 금속/물간 반응률(Metal/Water Reaction Rate) : 사고 조건에서의 비상노

심냉각계통 성능 평가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

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 제3조의 요건을 충족

시키기 위하여 지르칼로이 피복관과 수증기간 반응에 의한 에너지 방출

율, 수소 생성율 및 피복재 산화율이 계산되어야 한다. 현재 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규제지침 KINS/RG-N07.02 또는 RG 1.157,

“Best-Estimate Calculations of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Performance”은 적합한 자료와 분석으로 기술적 근거가 입증된 최적 평가 

모델(Best-Estimate Model)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방법으로 규제지침 KINS/RG-N07.01은 Baker-Just 식[참고문헌 32]를 사용

하여 금속/물간 반응에 의한 에너지 방출율, 수소 생성율 및 피복재 산화

율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Non-LOCA 사고 해석에 적용할 

때는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다른 상관식들도 사용할 수 있다.

9)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 : 핵분열 생성물 방출과 관련된 RG 1.4,

“Assumptions Used for Evaluating the Potential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a Loss of Coolant Accident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1.25

“Assumptions Used for Evaluating the Potential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a Fuel Handling Accident in the Fuel Handling and Storage Facility

for Boiling and Pressurized Water Reactors", 1.77 ” "Assumptions Used

for Evaluating a Control Rod Ejection Accident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1.195 ”Methods and Assumptions for Evaluating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Design Basis Accidents at Light-Water Nuclea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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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ors" 및 1.196 "Control Room Habitability At Light-Water Nuclear

Power Reactors"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핵연료봉내 가용 방사성 핵분열 생

성물 재고량(즉, 간극 재고량)은 상기의 RG내에 가정으로써 규정되어 있

다. RG 1.195 및 1.196은 RG 1.4, 1.25 및 1.77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ANS 5.4는 비냉각재상실사고 환경과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시에 핵연

료가 경험한 온도 이상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

에서의 핵분열생성물 방출에 관한 승인된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ANS 5.4는 정상운전 조건중 산화물 핵연료 소결체 내부로 부터 휘발성 핵

분열 생성물(Volatile Fission Product) 방출 계산을 위한 허용 가능한 해석

적 모델을 제공한다. 핵종 수율(Nuclide Yield)과 함께 이 모델은 피복관이 

파열되었을 때 핵연료봉에서 방출될 수 있는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 재고

량을 계산할 수 있다. NSRR 및 Cabri 원자로에서 수행된 최신 반응도사고

시의 실험 결과는 제어봉 방출 사고 시 간극 재고량의 수정이 필요할 수

도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4. 시험, 검사 및 감시 계획

각 발전소별 신연료 시험 및 검사계획, 조사핵연료의 연속 감시 및 점검 계획들

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신연료 시험 및 검사

신연료에 대한 시험 및 검사 계획에는 피복관 건전성, 핵연료계통의 제원, 핵

연료 농축도, 가연성 독물질 농도 및 중성자 흡수체 성분 등에 대한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작자의 시험 및 검사 계획 세부 내용은 품질관리보고서에 

문서화되어 있어야 하며 품질관리보고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인용되고 내

용이 요약되어 있어야 한다. 발전소로 운반된 후 신연료 및 제어봉집합체에 

대한 소내 검사 계획 또한 기술되어야 한다. 전반적인 시험 및 검사 계획이 

이전에 승인된 발전소의 계획과 본질적으로 같은 경우 그 효력에 대한 기술

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계획의 세부 내용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

될 필요는 없으나 적절한 참고자료로 인용되고 요약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나. 핵연료계통 연속 감시(On-line Fuel System Monitoring)

연속적 핵연료봉 파손 감지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계기의 민감도 및 그러

한 계기를 사용하겠다는 신청자의 약속을 평가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36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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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감시 방법을 평가하고 있으며 본 검토시 활용

되어야 한다.

B4C 제어봉이 반응도를 상실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감시 또한 필요하다.

붕소 화합물은 피복관 결함 발생시 용해(Leaching)에 취약하다. 참고문헌 38

에 기술된 것과 같은 주기적인 제어능 시험은 허용 가능하다.

다. 조사후 감시(Post-irradiation Surveillance)

핵연료봉 이상을 검사하거나 핵연료의 예상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각 발전소별 

조사핵연료 감시 계획이 기술되어야 한다. 허용 가능한 감시 계획의 범위는 고

려중인 핵연료의 설계이력 즉, 제안된 핵연료설계가 현재 사용되는 핵연료와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설계 특성이 도입된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

운전중인 다른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핵연료설계인 경우, 최

소한의 허용 가능한 감시 계획은 매 주기 재장전시 방출되는 일부 핵연료집

합체에 대한 정성적인 육안검사를 포함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계획은 구조적 

건전성, 핵연료봉 파손, 핵연료봉 휨, 제원 변화 또는 부식 산화물 누적 등의 

전체적인 문제점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감시 계획에는 육

안검사시 비정상적인 거동이 발견되거나 발전소 기기가 심한 핵연료 파손을 

나타내는 경우 추가의 감시 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감시 

계획에는 파손 핵연료의 처분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

발전소 고유의 감시 계획에 추가하여 유사한 핵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발전소

에서 적절히 인용할 수 있는 동종 또는 유사 핵연료에 대한 지속적인 핵연료 

감시 활동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일반 계획이 없을 경우, 보다 상세한 발

전소 고유의 감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특성이 도입된 핵연료 설계의 경우, 변경 특성에 상응하는 보다 구체

적인 감시 계획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러한 감시 계획에는 매 주기 재장전 정

지시기 및 핵연료가 최대 수명까지 연소된 시기에서 수행되어야 할 적절한 

정성적/정량적 검사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검 계획은 II.3.나 절에서 

토의된 모형시험과 같이 종합되어야 한다. 모형시험이 수행될 수 없는 경우에

는, 새로운 설계의 핵연료를 최초 조사(Irradiation)한 후 수행하여야 할 특별

한 상세 감시 계획이 계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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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본 안전심사지침 I 절에서 규정된 분야의 검토를 위해 검토절차를 아래에 나타내었

다.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 상에서 확인된 허용기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허용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체 기준들이 II 절에서 도출된 요건들과 

부합하며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평가되었는지를 검토 하여야 한다.

1. 건설허가 신청의 경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들이 Ⅱ.1 절에 

주어진 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허가 

검토에서는 예비적인 핵연료계통 설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최종적인 핵연료계

통 설계가 설계기준들을 만족할 것이라는 타당한 보증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하

며 유사 설계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2. 운영허가 신청의 경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들이 Ⅱ.1 절에 

기술된 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핵연료계통 설계가 설계기준들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핵연료계통 검토의 많은 부분은 일반적인 것으로 유사한 발전소 각각에 대해 반복

하지 않는다. 즉, 검토자는 이전의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최종안전성보고서 및 인허가 

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 있는 핵연료 설계 또는 핵연료 설계의 특정 측면들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현재 검토를 수행하여야 할 신청자료와 관련된 기

존의 모든 검토 결과들이 안전심사보고서에 적절하게 인용되어 완벽하게 문서화된 안

전성 평가가 되어야 한다. 특히, 관련된 모든 인허가 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 대한 안전

성평가보고서가 인용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핵연료와 관련하여 발간된 보고서로

는 NUREG-, WASH-보고서(참고문헌 16, 26, 35, 36, 39, 40 등)들이 있으며 이들 보고

서들은 발전소 안전심사보고서에 적절히 인용되어야 한다. 적용 가능한 RG [참고문헌 

11, 27, 33, 34, 45, 46] 또한 발전소 안전심사보고서에 인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이

나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경우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발전소 안전성평가는 관련된 

과거의 검토에 대하여 간략히 논의한 후 주로 신청서의 내용 중 과거에 검토, 승인된 

것과 다른 부분 및 새로 발견된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집중 검토를 수행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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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다 절에서 토의된 해석적 예측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또는 인허가 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서 검토될 것이다. 핵연료계통 설계의 성능 예측에 

사용되는 해석적 모델의 타당성 및 특정 설계연소도 제한치까지 해석 모델의 적용 가

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핵연료 연소도 제한치는 노심 내에 사용되는 각 핵연료 종류

별로 규정되어야 하며 조사된(Irradiated) 재료성질 자료 및 모형시험 결과를 근거로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모형 시험집합체의 경우 예외가 허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대 연소도 평가치가 제시되어야 한다. 해석적 예측 방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경우 해석적 방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자도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해석

적 방법에 대한 검토 수행 이후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기승인 방법들의 결

과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계산은 수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석적 방법의 적합성을 재

확인할 분명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계산, 벤치마킹(Benchmarking)

작업 및 해석적 예측 방법에 대한 추가 검토가 수행될 수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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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발전소의 핵연료계통이 1)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조건에서 

손상되지 않고 2) 가상사고 조건에서 제어봉 삽입을 방해할 정도의 심한 핵연료계통 

손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3) 심각한 가상사고 이후에도 노심 냉각능력이 항상 유지되도

록 적합하게 설계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및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

그리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제28조 “반

응도 제어계통”,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등의 관련 요건들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

론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1. 신청자는 운전경험, 모형시험 및 해석적 예측을 근거로 하여 상기의 설계 목적

들이 만족될 것이라는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공하였다. 구조물 응답, 가압경수

로에서의 제어봉 이탈 및 핵연료 고밀화 등에 대한 해석적 예측은 RG 1.60,

1.77, 1.126의 지침 및 검토 결과 상기 RG에 대한 허용 가능한 대안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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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방법 그리고 안전심사지침 4.2절의 부록 4.2-1의 지침에 따라 수행되었다.

2. 신청자는 신연료의 노심 장전 시 설계 공차 이내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핵

연료 시험 및 검사 계획을 제시하였다. 신청자는 핵연료의 이상을 탐지하거나 

핵연료가 예상대로 기능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핵연료 파손 연속감시 및 

조사후 감시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가상 사고시의 핵연료봉 파손을 적절히 예측하는 방법을 기술

하고 있으므로 가상사고에서 방사능 방출이 과소 평가되지 않으며 따라서 원자력안전

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관련 요건들을 만족

하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요건들을 만족시킴에 있어 신청자는 RG 1.4, 1.25,

1.77 및 1.195의 핵분열 생성물 방출에 대한 가정들을 사용하였으며 RG 1.77의 지침 

또는 허용 가능한 대안으로 확인된 방법을 사용하여 제어봉이탈사고에 대한 핵연료봉 

파손 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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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4.3절 핵설계

검토주관 : 노심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핵연료집합체, 제어계통 및 노심에 대한 핵설계 검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

인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1.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시 핵연료 설계제한치가 초과되지 않는다.

2. 가상 반응도사고로 인해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가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노심 냉각

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6조,

제28조를 만족하여야 한다.

주요 핵설계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설계기준이 원자력안전법시행령 및 일반설계기준에 따라 정립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

2. 노심출력분포에 관련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노심주기(cycle)동안의 모든 운전조건, 허용 제어봉 위치, 핵연료 연소도 분포

등을 감안하여 정상 및 극한상태 조건에서의 정적상태 및 허용된 부하추종 

과도상태에 대하여 예측된 출력 분포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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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도상태 및 사고해석에 사용된 축방향, 반경방향, 국부 출력 분포 및 첨두출

력인자(peaking factor) 제시 여부. 핵연료봉 내의 출력 분포 제시 여부. 연료 

고밀화현상 등이 미치는 영향을 해석 시 고려하였는지의 여부.

다. 설계 출력 분포를 운전 출력 분포로 전환할 때 계측과 계산간의 상관, 운전 

절차서와 측정,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제한사항 등이 적절히 고려되었는지 여부

라. 계기, 계기 사용상 수반되는 교정 및 계산, 계측치를 출력 분포로 전환할 때 

포함되는 불확실성 등에 대한 요건

마. 계기계통의 작동, 경보, 정지에 관한 제한치와 설정치 및 계측제어계통에 의

해 원자로는 설계 출력 분포 제한치 이내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이는 자료

바. 기존 원자로와 임계실험 장치 등에서의 측정자료 및 이들이 불확실성 분석에 

사용된 내용과, 심사 해당 원자로에서의 기동시험 및 주기적 측정 등의 시험

내용

사. 설계제한치, 불확실성, 운전제한치, 계기요건, 설정치 등이 기술지침서에 적절

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3. 반응도 계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상온정지(Cold Shutdown)에서 전출력까지의 모든 운전범위와 과도 및 사고

해석시의 극한조건, 주기초에서 주기말 및 제어봉 삽입범위 등 모든 운전상

황을 포함하는 원자로 상태에서의 감속재온도계수, 핵연료온도계수, 출력계수 

등의 반응도 계수의 공칭 값

나. 공칭값에 대한 불확실도 분석, 불확실도의 크기, 계산시 이용된 방법의 정확

성을 통한 공칭 값의 타당성 입증 및 원자로 실험과의 비교

다. 원자로 정상상태 분석과 안정성(stability) 분석 및 사고해석에 사용된 값들의 

보수성 확보에 필요한 공칭 값과 불확실도 적용의 적절성

4. 반응도 제어요구량 및 제어요건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핵연료 및 독물질의 연소, 핵분열생성물이나 초우라늄원소의 축적에 기인한 노

심의 장기적인 반응도 변화를 보상하기 위한 반응도 제어요구량 및 제어요건

나. 고온 영출력(Hot Zero Power)에서 상온정지(Cold Shutdown)까지의 온도변

화에 따른 반응도 변화를 보상하기 위한 반응도 제어요구량 및 제어요건

다. 전출력에서 영출력으로의 출력변화에 따른 반응도 제어요구사항 및 제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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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기 초, 주기 말 그리고 주기 중에서의 반응도 제어요구량 및 제어요건

마. Xe-135가 출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보상하기 위한 반응도 제어요구량 및 

제어요건

바. 운전 중 언제라도 원자로를 상온정지(Cold Shutdown)시키고 상온정지를 유

지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제어계통의 적절성 

사. 최대 반응도를 가지는 고착 제어봉의 반응도 값 결정을 위한 분석 및 실험적 

근거

아. 2개의 독립된 제어계통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5. 제어봉 배치 및 반응도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단일 제어봉 및 제어군 구동방법, 인출순서, 그리고 출력과 노심수명에 따른 

삽입제한치 등 노심주기 동안 사용되는 제어봉 배치를 나타내는 그림 및 기

술내용

나. 오정렬 제어봉(misaligned rods), 고착제어봉, 출력 분포 형성을 위한 제어봉 

위치 등에 대한 허용편차의 기술내용

다. 제어봉 낙하, 인출, 이탈사고 시 적용되는 출력 및 노심 주기수명에 따른 각 

제어봉 또는 제어군의 위치에 따른 최대 반응도 값에 관한 다음을 포함하는 

설명, 표 및 그림

- 제어봉 인출 시 최대반응도 증가율에 대한 그림 및 기술내용

- 제어봉 반응도 값의 실험적 입증 또는 제어봉 사고분석에 사용된 반응도 

증가율을 정당화하는 기타 자료

- 잠재적으로 가용한 제어봉 반응도 값을 제한하는 설비, 절차, 경보장치 등

라. 비상정지 후 시간에 따른 정지반응도의 변화 및 비상정지시 반응도 계산방법

을 포함한 다른 관련 인자에 대한 그림 및 기술내용

6. 핵연료 재장전동안의 원자로 임계도를 검토한다. 건조상태와 침수상태에서 1개 

핵연료 집합체 및 임계에 필요한 갯수까지의 다수 핵연료 집합체의 유효증배계수

에 대한 기술내용이 검토한다. 유효증배계수 최댓값이 허용치를 넘지 않는다는 

가정의 근거를 확인한다.

7. 안정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제4.3절                                                     개정 5 - 2015. 12- 3 -

가. 원자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및 지표

나. 제논에 의한 출력 분포 진동의 계산 및 고려

다. 기타 현상 및 조건에 의한 잠재적 안정성 현안

라. 측정자료와 비교를 통한 해석방법론의 검증

8. 해석방법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임계도, 반응도계수, 연소도, 안정성 등을 포함하는 핵설계에 이용된 분석방

법에 대한 기술내용

나. 중성자 단면적 및 기타 핵설계 변수 생산을 위해 사용된 기본자료

다. 측정치와의 비교 등을 통한 분석방법의 검증 

9. 압력용기의 중성자 조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노심, 노심 가장자리(core boundaries), 압력용기 내면에서의 1 MeV 이상의 

속중성자 스펙트럼

나. 출력, 이용률, 핵연료 주기 형태, 용기의 설계수명 등 계산 시 사용된 가정

다. 해석에 사용된 전산코드

라. 속중성자 단면적 자료

마. 원자로, Support Barrel, Water Annulus, 압력용기의 기하학적 모델링 

바. 계산 불확실도

검토연계분야

본 절과 연계되어 있는 타 안전심사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심사지침 4.2절 검토주관부서는 핵연료계통에 대한 열, 기계 및 재료설계를 

검토한다.

2. 안전심사지침 4.4절 검토주관부서는 열적여유도, 출력 분포 제한의 적절성, 부식

생성물(crud)의 영향 및 수력학적 부하 등을 검토를 검토한다.

3. 안전심사지침 15장 검토주관부서는 피복재 및 핵연료 펠렛의 과열, 핵연료 엔탈

피, 펠렛/피복재 반응, 파열 등에 의한 가상 핵연료 손상을 검토한다.

4. 안전심사지침 15.4.8절 및 15.4.9절 검토주관부서는 반응도사고 요구조건(원자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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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준수를 확인한다.

핵설계 검토주관부서는 다음 계통의 전반적인 검토를 위해 담당 부서와 협조한다.

1. 안전심사지침 5.3.1 및 5.3.2절의 검토주관부서인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중성자

조사에 의한 압력용기 취화를 검토한다.

2. 안전심사지침 7.1에서 7.6절까지의 검토주관부서인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원자

로를 규정된 제한치 이내로 운전하기 위해 제시된 계측설비의 적절성을 검토한

다.

3. 안전심사지침 9.1.1절 및 9.1.2절의 검토주관부서는 신연료 및 사용후 핵연료 저장

설비가 가능한 모든 저장조건에서 핵연료의 미임계 배열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

인하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해당 절의 안전심사지침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예상운전과도 및 정상운전 중에서도 필요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유지하기 위하

여 초과해서는 안되는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원자로의 고유보호“

출력운전 영역에서의 즉각적인 핵궤환(nuclear feedback) 특성에 의해 급격한 반응

도 증가에 대한 상쇄작용이 있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원자로출력 및 출력 분포 진동 제

어”

규정된 핵연료 설계제한치를 초과하게 하는 출력진동은 일어날 수 없거나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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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되어 억제될 수 있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상태에서 핵분열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나 계

통을 감시하고 이들을 규정된 운전 영역에 유지할 수 있도록 계측제어장치가 구

비되어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예상운전과도시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반응도 제어계통이 자동적

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사고 시 안전계통이 자동 작동하여야 한다. 반응도 제어계

통의 단일고장에 의해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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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개념으로 설계된 두 개의 독립적인 반응도 제어계통이 구비되어야 하

며 각 계통은 정상출력 변동에 따른 반응도 변화율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중 어느 한 개의 계통만으로 예상운전과도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저

온 상태시 원자로를 미임계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요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핵설계 

검토시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

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

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

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를 평가해야 한다.

1. 정상상태나 부하추종등 정상운전시의 출력밀도와 출력분포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

치는 없지만 이 제한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4.2절의 핵연료 제한치, 4.4절의 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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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치, 7장의 원자로 불시정지 제한치 및 15장의 사고해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정상운전중 출력밀도(첨두계수)의 설계제한치와 연관된 것으

로는 예상운전과도시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설계기준 사고

시에는 기타 제한치, 예를 들면, LOCA시 허용되는 피복관 온도 1204℃(2200℉)

등이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출력분포의 제한은 출력밀도나 첨두계수가 운전중 

제한치 이내로 유지되도록 결정된다. 계측설비에 의해 운전원에게 충분한 정보나 

경보가 제공된다면 이러한 허용 출력분포는 자동정지가 아닌 적절한 운전관리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

출력분포에 대한 허용기준은 제시된 자료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

이다.

가. 제시된 설계제한치가 원자로 운전범위 내에서 적절한 확률로 준수될 수 있어

야 한다. 이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서는 설계 계산에 사용된 해석적 방법

과 자료; 설계계산에 대한 불확실도 분석 및 실험치와의 비교; 주기중의 시

점, 제어봉 위치, 부하추종 과도상태 등 설계시 충분히 많은 경우를 계산하였

는지 여부; 고밀화에 의한 출력첨두현상, 비대칭성 및 제어봉 오정렬과 같은 

특수문제 등이 있다.

나. 정상운전중 확률적으로 설계제한치가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이때 고려되는 

사항들은 출력분포 감시 계기로 부터의 정보, 그 정보의 처리 및 계산, 주기

적 점검 측정, 주요변수(primary variable)를 직접 측정할 수 없을 때 상관식

과 관련된 설계계산의 정확도, 정보처리시스템의 불확실도 분석, 정상 및 비

정상 운전상태시 제한치에 대한 계기경보(예를 들면 상하부출력편차, 제어봉

삽입한계, 출력편차 등) 등이 있다.

운전중 불확실도의 사용 및 허용치에 대한 기준, 계기의 수치적 요건, 경보 혹은 

정지에 대한 제한치 설정, 출력분포 측정주기와 측정범위, 노내외 계측기 사용과 

이와 관련된 상관식 및 편차와 출력경사도에 대한 제한 등은 노형에 따라 다르

다. 이러한 기준은 발전소별 안전심사보고서나 운영기술지침서 및 유사발전소 기

술지침서의 근거를 참조한다.

Westinghouse형 원전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정 상하부출력편차 제어(CAOC :

Constant Axial Offset Control) 방법론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따른다(부록 

4.3-1 참조).

출력첨두현상 모델에 관한 허용기준은 고밀화 현상에 대한 기술보고서를 참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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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참고문헌 8).

일반적으로 노심출력분포에 관한 새로운 문제점은 정규 검토의 일부로서가 아니

라 특별한 종합적 검토로 취급된다. 고밀화 현상 및 이와 관련된 출력첨두 현상

과 설계제한치에 대한 불확실도 적용 등이 이러한 예에 해당된다.

2. 반응도 계수에 직접 적용되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고유한 전체적인 즉발 반응도 궤환특성이 급격한 반응도 증가를 상쇄하는 경향

이 있다”는 것을 요구한다. 경수로에서는 도플러계수 및 음의 출력계수로 이를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허용되는 반응도계수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

적인 기준이 없으며, 가압경수로의 주기초에 나타날 수 있는 양의 감속재온도 계

수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반응도 제어요건 분석, 안정성분석, 과도 및 사고해석 등의 검토에 의해 반응도

계수의 범위가 각각 정해진다. 각 과도상태에 적합한 가중근사법 등의 공간적 효

과도 검토에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의 본 절에 의해 내려질 판단은 반응

도 계수가 충분히 보수적으로 결정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 판단의 근거로서 반

응도 계수의 용도 즉 그 반응도 계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석 대상, 반응도 

계수 계산방법, 그에 따른 불확실도, 운전중인 원자로에서의 실험을 통한 확인 및 

해당 원자로의 기동시험중 요구되는 반응도 계수 점검사항 등이 포함된다.

3. 제어봉 배치 및 반응도가와 관련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예측 제어봉가와 반응도 삽입율은 원자로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값들을 적절히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값들은 과도 및 사고해석에서 사용되며 이 값의 

불확실도 허용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과도 및 사고해석 내용을 통해 검토

된다.

나. 제어봉 제어능과 반응도 삽입율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기기, 운전제한치 

그리고 절차서는 적절한 기능을 발휘할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하며, 가능하다

면 각종 제한치가 초과되지 않도록 경보기능을 설치해야 한다.

4. 분석방법이나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당시의 대표적인 

기술수준인 것이어야 하며  분석방법을 확인하는 실증실험은 적절하고 여러 상황

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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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본 검토절차는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검토단계에 적용된다.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일부 설계내용 및 변수값들은 예비적이며 변경될 수 있다.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최종 

변수값들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분석에 사용되어야 한다. 핵설계 검토는 안전

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내용과 회의, 토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자료에 기초하여 수

행되며 필요시 독자적인 검증계산으로 보완된다. 검증계산 결과들은 검토자의 참고자

료로서 검토주관부서에서 관리 유지하며 검토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검토자는 핵설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설계기준, 설계형태, 설계제한치 등이 Ⅱ절

에서 기술한 핵설계에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는

지 확인한다.

2.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부하추종운전을 포함한 정상운전중 

원자로의 출력분포가 설계제한치 이내에 들어오는지, 사용되는 계기, 정보처리계

통 및 경보 등은 정상운전중 출력분포를 제한치 이내로 유지시킬 수 있는지 검토

한다.

유효 지발 중성자 분율(βeff)과 즉발 중성자 수명(ℓ*)의 계산내용을 검토하고 안전

심사지침 15.4.8 및 15.4.9절의 반응도 사고에 사용된 값들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유효 지발 중성자 분율과 즉발 중성자 수명의 계산에 대해서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77을 참조한다.

정상적으로 출력분포와 관련되는 부분의 검토는 일반적인 검토로 수행되거나 노

심의 특성 및 계기가 유사한 원자로에 대해 기 수행되었던 검토자료를 통해 수

행되며 상당부분이 과거의 자료들과 비교, 검토되게 된다. 비교, 검토는 원자로 

운전범위에서의 정상/한계 출력분포에 대한 출력첨두인자, 고밀화에 따른 출력첨

두영향, 불확실도 및 그 처리방법, 계산방법 및 사용된 자료, 제어계통에 사용된 

상관식, 계기 요건,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처리 방법, 운전 및 경보설정치, 중성자

속 비대칭 등의 비정상 경보 제한치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운영허가단계에서 중요한 검토사항으로서는 운영기술지침서상의 출력 분포, 제어

봉 삽입한계 등의 제어요건을 검토하는 것이며, 운영기술지침서에서는 계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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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치, 측정주기 및 그 요건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운영기술지침서의 비

교 검토를 통해 노심 특성이 같은 원자로간의 어떠한 차이점도 밝혀져야 하며 

노심 특성이 다른 원자로간의 차이점의 결여도 밝혀져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 나

타날 경우 그 중요도와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3. 검토자는 제어요건, 안전성, 과도상태 및 사고 등의 원자로해석에 적절한 보수적

인 반응도계수가 적용되었는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유념하여 판단한다.

가. 계산방법의 적합성과 정확성

나. 도플러계수 분석시의 유효연료온도 계산에 이용된 모델 등의 계산모델

다. 반응도계수 계산시의 원자로 상태의 가정

예를 들면 증기관 파단 사고해석에 사용되는 감속재온도계수는 주기말, 고온

대기상태의 냉각수 온도조건에서 최고 제어능의 고착제어봉을 제외한 모든 

제어봉이 삽입된 상태에서의 값을 적용한다.

라. 허용 불확실도를 결정하거나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임계실험시설이나 운전

중인 원자로에서의 실험자료에 대한 적합성과 정확성

가압경수로의 경우 기동 시 및 출력운전중의 감속재온도계수와 전출력 도플

러계수의 측정치는 검증되어야 한다. 심사의 일환으로 당해 원자로의 반응도

계수값과 허용 불확실도를 이미 검토되고 승인된 유사 원자로의 값과 비교한

다. 일반적으로 주요사항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유사 원자로 심사 시 검토된 

경우가 많다. 검토자는 이 값들이 유사 원자로에 대하여 차이가 있거나 노심

특성이 다른 원자로에 대하여 차이점이 없다면 이를 검토하고 타당성 및 중

요성을 판정한다.

마. 감속재온도계수의 범위. 감속재온도계수는 유효한 출력을 내는 전체 노심주

기 동안 양이 아닌 값을 가져야 한다.

바. 안전심사지침 15.4.8 및 15.4.9절의 반응도 사고해석 시 사용된 반응도 계수값

들의 적절성 

4. 반응도 제어요건과 반응도 제어설비에 대한 검토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설계가 서로 다른 두개의 독립적인 반응도 제어계통이 있는가 확인한다.

나. 제어요건, 관련 불확실도, 제어계통의 능력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검사 

및 실험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이들이 현실적이고 보수적인지 확인한다.



제4.3절                                                     개정 5 - 2015. 12- 10 -

다. 한 개의 제어계통으로 주기 중 언제라도 원자로를 상온정지상태로 전환, 유

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상온정지에서 고온 전출력으로 전환할 때 반응도

의 변화를 유발하는 모든 구조에 대하여 적절한 여유도가 있어야 한다. 원자

로가 전출력에서 상온정지상태로 변화할 때 핵연료와 감속재의 온도 감소에 

적절한 여유도가 있는지 검토한다.

라. 검토자는 한 개의 반응도 제어계통으로 주기중 임의 시점 및 임의 출력준위

에서 원자로를 고온대기상태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현재 모

든 경수로에서 제어봉의 급속한 삽입으로써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최대 제어능을 가진 제어봉이 완전인출상태에서 고착된 경우에 대하여 적절

한 여유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압경수로에서의 운전 중 반응도제어는 제어

봉의 움직임이나 냉각재의 붕산수 농도조절로 수행된다. 원자로 출력을 급격

히 감발시키고 고온대기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출력운전

영역에서 제어봉 삽입한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으로서 제어봉이 과도하게 삽입된 상태에서 출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용성 독물질 농도를 감소시키는 경우 비상정지시 제어봉의 완전삽입에 의

한 가용 반응도값이 원자로를 고온대기 상태로 정지시키는데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 각 반응도 제어계통이 계획된 정상출력운전으로 인한 반응도 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지 판정한다. 이는 계획 및 정상운전시의 반응도 변화율과 각 반응도 

제어계통의 제어능력을 비교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판정하며, 반응도 변화율

의 불확실도를 수용하기 위해 충분한 여유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5. 제어봉 배치와 반응도값에 대한 검토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본 안전심사지침 I.5항에 의거한 검토를 통하여 제어봉과 제어뱅크의 제어능

이 적절한 가를 판정한다. 여기에는 해석모델이 적절한지, 모델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실험자료가 적절한지, 그리고 유사 원자로에 대한 이전의 평가자

료나 일반적인 입장이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나. 제어봉의 제어능값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기기, 운전제한요건, 행정적 절차 등

을 평가하고 본 안전심사지침 II.3.나항에서 기술된 경보기준이 만족되는지 

판정한다. 만일 기기의 고장이 빈번하면 다른 대안이 마련되었는지 혹은 제

시된 보수기간이 적절한 수준인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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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안전심사지침 I.5항의 내용에 근거하여 정지반응도 자료를 평가할 때 위 

5.가항의 절차에 따른다. 정지반응도는 원자로 설계특성으로서 쉽게 변경되지 

않으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위 5.나항의 절차에 따른다.

라.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15.4.8 및 15.4.9절의 반응도 사고해석시 사용된 제어

봉가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RG 1.77은 가압경수로의 제어봉 이탈사고 해석 

시 사용되는 최대 제어봉가의 계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6. 핵연료집합체의 임계도에 관한 내용은 노물리 계산내용 및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임계도 계산능력 관점에서 검토한다. 이 내용은 안전성분석보고서 9.1절의 핵연료

저장과 관련있으며 안전심사지침 9.1.1 및 9.1.2절에 따라 검토된다. 임계도 계산

은 원자로심분야 담당부서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7. 해석방법에 대해 다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토자의 전문적인 판단과 경험

을 필요로 한다.

가. 전산코드는 그 이론적인 기초, 가정, 수치근사법 등에 현행 최고 수준의 기술

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나. 스펙트럼 계산에 사용되는 중성자 핵자료단면적 자료의 출처가 충분하게 자

세히 기술되어야 하고, 해당 자료는 최신 ENDF/B 자료 또는 JENDL과 

JEFF3 등과 같은 다른 핵자료에 준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핵단

면적 자료가 수정 혹은 정규화되었으면 그 근거가 타당한지 확인한다.

다. 문제 의존형 핵단면적 생산절차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고 최신의 방법을 반영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다음 사항을 계산하는 방법은 적절한 정확도를 

가지는지 확인한다.

열중성자 및 속중성자 스펙트럼 계산; Pu-240 및 U-238 등의 공명적분과 실

험자료와의 상관식; 주어진 핵연료 격자에 대한 Dancoff 보정인자 계산; 핵

연료봉, 제어봉 및 가연성독물봉과 각 집합체 및 집합체군의 격자 세포계산;

핵연료와 가연성독물질의 연소 계산, 핵분열 생성물 및 초우라늄핵종의 축적 

계산.

라. 핵설계에 사용된 전체적인 공간적 중성자속 분포계산이 상세히 기술되고 정

확도가 적절한지 확인하되 다음 사항에 유념한다.

계산방법(확산이론, Sn 수송이론, Monte Carlo, 합성법), 에너지군 수, 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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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1, 2, 3), 공간격자의 수, 경계조건의 형태

마. Xe에 의한 축 및 반경방향 등의 출력진동과 다른 반응도 과도상태에 의한 출

력진동 및 안정도지표 계산이 세밀히 검토되어 이 계산방법(노달 해석, 확산

이론, 수송이론, 합성법) 및 계산의 공간적 차원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바. 임계실험 및 가동 중인 원자로로부터의 실험치와 계산치를 비교하여 data

base, 컴퓨터 코드 및 분석절차 등을 검증한다. 이 비교를 검토항목의 충분한 

범위까지 수행하고 신청자의 결론이 타당한지 확인한다.

8. 원자로 용기의 중성자 조사에 대한 분석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된다. 첫째, 원

자로 용기의 중성자 조사량의 함수로서 취성천이온도에 관한 설계기준을 제공하

며, 둘째 원자로 용기와 노심 사이의 여러 위치에서의 상대적 중성자 스펙트럼을  

제공하여 여러 조사시편에서의 중성자 스펙트럼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이 정보

는 원자로 용기재질의 주기점검 계획과 안전심사지침 5.3.2 및 5.3.3절에 따른 운

전 중 압력-온도 제한치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원자로심분야 담당부서는 본 지

침에 따라 중성자 조사량 계산방법, 기하학적 모델, 계산 불확실도를 검토한다.

원자로 압력용기 중성자 조사에 대한 검토절차는 다음 각 사항의 판정이 포함된

다.

가. 중성자 확산이론보다 근본적으로 더 정확한 수송계산방법을 사용한다.

나. 노심경계와 원자로 압력용기 사이의 여러 위치에서 상대적인 스펙트럼 변화

가 적절히 계산되도록 기하학적 모델이 상세하게 설정된다.

다. 발전소 설계수명기간 동안 1 MeV 이상의 중성자에 의한 원자로 용기 벽에서

의 시적분 중성자속 최대값이 1020n/㎠ 보다 작다. 시적분 중성자속 최대값이 

이를 초과하면 안전심사지침 5.3.2와 5.3.3절의 검토주관부서에 이 내용을 알

린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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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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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원자로설계의 핵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사용된 전산코드와 계산방법을 설

명하였고, 이 방법이 실험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이는 예를 제시하였다. 검토

자는 제공된 자료가 당해 발전소의 반응도 및 물리적 특성을 예측하는 분석 능력을 

적절히 입증하였다고 판단한다.

원자로 가열, 운전조건의 변화, 핵연료 연소, 핵분열 생성물 축적 등에 의한 반응도 

변화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잉여반응도가 설계되어 있다. 신청자는 제 1주기에 요구되

는 반응도량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어느 경우에나 잉여반응도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설계상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였다. 신청자는 주기중 어느 때에도 최대 

반응도 값을 갖는 제어봉이 완전인출 고착된 상태에서, 기술지침서에서 요구하는 미임

계 여유도를 가지고, 원자로를 고온상태로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어봉가가 확보

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제 1주기의 반응도 요구량에 대한 신청자

의 평가가 적절히 보수적이며, 제어계통이 원자로 정지에 필요한 충분한 음의 반응도

값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후속주기에 대한 반응도 제어요구량은 자료가 

가용한 때에 검토하도록 한다.

검토자는 핵설계가 적절히 수행되었으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6조, 제28조의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평가한

다. 이러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요건을 만족한 사실로부터 결론 지워진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원자로 고유 보호” : 출력운전 

범위에서의 고유한 즉발 핵궤환 특성

가. 음의 Doppler 반응도계수

나. 계산방법의 타당성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원자로출력 및 출력 분포 진

동 제어” : 핵연료 설계제한치를 초과하는 출력진동

가. 출력진동이 없으며, 있다면 이를 감지, 제어할 수 있음

나. 계산방법의 타당성, 출력진동 평가의 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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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 핵분열과

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감시를 위한 계기 및 제어

가. 노심출력분포, 제어봉 위치와 배치, 온도 및 압력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계

기 및 계통의 구비

나. 이러한 감시변수에 대한 적절한 경보계통과 주제어실의 지시장치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 설계가 다

른 두 개의 독립적인 반응도 제어계통의 구비

가. 예상운전과도상태를 신뢰성있게 제어할 수 있는 계통의 구비

나. 저온상태에서 노심을 미임계로 유지할 수 있는 계통의 구비

다. 계획적이거나, 정상적인 출력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 계통의 구비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 비상노심

냉각계통의 독물주입과 합동으로 가상사고시의 반응도 제어

가. 이동식 제어봉과 액체독물질계통의 구비

나. 최고 제어능을 가진 제어봉을 제외하고서도 정지여유도가 충분함을 입증하

는 계산 수행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 가상 반응

도사고

가. 가압경수로의 경우 RG 1.77의 요건 만족

나. 안전심사지침 4.2절에 기술된 핵연료 엔탈피 제한치 만족

다. 노심 냉각능력 기준 만족

라. 반응도 주입사고에 대한 계산방법의 타당성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및 제26조 ,

“원자로보호계통” : 해석 결과로부터 제공되는 연료허용손상한계

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핵연료 설계기준 만족

나. 예상운전과도시 핵연료 설계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반응도 제어계통이 자동

으로 작동되고, 사고시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들이 자동으로 운전됨

다. 반응도 제어계통의 단일 고장으로 핵연료 설계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제4.3절                                                     개정 5 - 2015. 12- 15 -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원자로의 고유보호”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원자로출력 및 출력 분포 진동 제

어”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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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Regulatory Guide 1.77, "Assumptions Used for Evaluating a Control Rod

Ejection Accident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8. NUREG-0085, "The Analysis of Fuel Densification", July 1976.



지 침 번 호 KINS/GE-N001

분 류 번 호 4.4

개 정 번 호 5

발 행 일 자 2015.1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분류번호 : 4.4

제 목 : 열수력 설계

검토주관부서 : 안전해석실

제․개정 

번   호

작   성 확   인 부  분   개  정

성 명 일 자 성 명 일 자 쪽 작성자 확인자 일자

0 ‘92.4 ‘92.4

1 ‘93.5 ‘93.5

2 ‘99.10 ‘99.10

3 김병순 ‘09.12 우승웅 ‘09.12

4 박주엽 ‘14.11 우승웅 ‘14.12

5 박주엽 ‘15.12 황태석 ‘15.12
김태훈 양채용 `18.10
단순 용어 변경



제4.4절     개정 5 - 2015. 12- 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4.4절 열수력설계

검토주관 : 노심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의 검토목적은 노심 및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열수력 설계가 타당한 해석적 방

법을 사용하며, 기입증된 설계와 동등하거나 그로부터 정당하게 확장되고,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연료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조건으로부터 허용가능한 안전 여유

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열수력적 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

다. 세부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본 절은 열수력 설계에 대한 통상적인 검토, 즉 노심 및 원자로냉각재계통 설계가 

이전에 검토된 발전소와 유사한 발전소에 대한 검토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새로운 

원형 발전소(prototype plants), 새로운 임계열속(CHF: Critical Heat Flux) 상관식 

및 새로운 해석방법에 대한 검토시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독립적인 검증해석이 

추가로 요구된다.

가. 원자로 공급자 해석 결과를 입증하기 위한 독립적인 컴퓨터 계산

나. 원자로 설계에 적용된 절차 및 현상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자료의 처리(reduction)

및 상관관계 분석

다. 실험 자료에 대한 독립적인 비교 및 상관관계 분석. 이러한 검토에는 실험 기법,

시험 반복성, 자료 처리방법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2. 열수력 설계 검토에는 안전제한치 및 안전계통제한설정치가 온도-출력 운전도

(operating map)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안된 운영기술지침서 사항들

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3.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원자로 정지 및 저출력 운전 조건에서의 열수력 조건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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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해석 및 절차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4. 정상운전 및 설계기준사고 조건 시 노심 및 원자로냉각재계통 부품에 가해지는 최

대 수력학적 부하를 결정하며 여기서 얻어진 정보는 핵연료지지(Holddown) 요건 

검토시 사용된다.

5. 불확실도 분석방법 및 변수와 임계열속(CHF)과 같은 상관식들의 불확실도를 평가

한다. 또한 변수들의 조합과 관련된 불확실도도 평가한다.

6.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심 및 원자로냉각재계통 구성품의 특성, 원자로냉각

재계통의 주요 공정 변수, 열적 성능을 특징짓는 계산된 매개변수, 새로운 상관식

이나 기승인된 상관식의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지원하는 자료, 해석에 사용된 

방정식 및 해법에 포함된 가정 등을 조사한다. 신청자가 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 기

술되고 안전성평가보고서에 적용된 기승인된 해석방법을 사용하였는지 결정한다.

제시되어야 할 해석방법에는 국부 냉각재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노심 열수력계산,

핵비등이탈 또는 비등천이 계산, 열수력적 안정성 평가 등에 대한 해석 방법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신청자가 승인된 바 없는 상관식이나 해석 방법을 사용하

였다면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든 특정 발전소에만 해당되는 것이든 상관없이 평가

를 수행한다. 승인된 전산 코드, 상관식이나 해석 절차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내용

이 있다면 이들을 검토하여 그것이 이론적 또는 실험적 근거하에 정당화될 수 있

는 지를 결정한다.

7. 부적절한 노심냉각(ICC) 감시계통 하드웨어에 대한 성능 및 요건들에 대해 평가한다. 

검토연계분야

본 절과 연계된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노심 열수력 해석에 사용되는 출력 분포의 가정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4.3

절의 노물리 계산에 대한 검토와 협조하여 수행한다. 검토자는 노내, 외 중성자 

감지기 입력에 의존하는 노심감시기법이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사고 부하에서의 부품 및 구조물의 적합성과 가동전 진동시험계획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3절 및 3.9.6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3. 노심 보호 및 원자로 보호 하드웨어가 원자로정지계통에 적용되는 요건에 적합한

지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2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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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적절한 노심냉각감시계통 (ICC Monitoring System) 하드웨어가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에 적용되는 요건에 적합한 지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5절 검토

주관부서가 수행한다.

5. 신청자의 훈련계획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3.2.1절 및 13.2.2절 검토주관부

서가 수행한다.

6. 비상운전지침 (EPG: Emergency Procedure Guidelines) 및 발전소 고유의 비상운

전절차서 (EOP: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의 개발 계획에 대한 검토는 안

전심사지침 13.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부적절한 노심냉각 (ICC) 상태의 인

지 및 대응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검토도 포함된다.

7. 정보 표시의 인간공학적 측면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8장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8.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정지 위험도평가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9장 검토주

관부서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정상운전 또는 예상운전과

도(AOO)시 연료허용손상한계(SAFDL)가 초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

록 충분한 여유를 갖고 원자로심이 설계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

할 수 있는 출력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신뢰성있고 용이하게 감지되어 중

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자로심 및 원자로냉각재계통, 제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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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및 보호계통이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의 본 절에서 상기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은 다

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안전심사지침 4.2절은 연료허용손상한계 평가에 대한 허용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한 허용기준들 중의 하나는 정상운전 또는 예상운전과도 시 노심내 최고온 

연료봉이 최소 95% 신뢰도와 95%의 확률로 핵비등이탈을 겪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열여유도 평가시 사용되는 공정변수 (예; 원자로 출력, 냉각재 유량, 노심 우회유

량, 입구온도 및 압력, 핵적/공학적 고온수로 인자) 및 노심설계 변수 값과 계산 

방법의 불확실도는 최소 95% 신뢰도와 95% 확률로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열여

유도 평가는 계측 불확실도도 고려해야 한다. 제작 공차 및 계산 불확실도 또는 

원자로 출력, 냉각재 온도, 유량 등에 대한 측정 불확실도와 같은 각 불확실도 

변수의 출처가 확인되어야 한다. 각 불확실도 변수는 통계적 변수인지 결정론적 

변수인지가 확인되어야 하며, 불확실도의 조합에 사용된 방법론이 분명하게 기술

되어야 한다.

출력증강에 따른 노심 설계 및 운전 변경은 적절한 안전여유도를 확보하는 방식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정상운전 또는 예상운전과도 시 원자로 노심 내 최고온 

연료봉이 핵비등이탈 또는 천이상태를 겪지 않을 확률이 최소한 95% 신뢰도에서 

95%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전기준은 임계열속비(CHFR)의 변경을 포함하여,

반경 및 봉다발 출력 분포의 변경을 반영하는 가운데 충족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또한 출력증강 분석에서 사용된 상관식들이 출력이 증가된 정상운전 및 예상운

전과도 상태에서 유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킴에 있어 허용가능한 접근책의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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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핵비등이탈률(DNBR) 또는 임계열속비(CHFR) 상관식들에 대해서는 정상운전 

또는 예상운전과도 시 노심내 최고온 연료봉이 핵비등이탈 또는 비등천이 

상태를 겪지 않을 확률이 최소한 95% 신뢰도에서 95%가 되어야 한다.

나. 핵비등이탈률(DNBR) 또는 임계열속비(CHFR) 상관식의 제한치(최소값)은 노

심내 핵연료봉의 최소 99.9%가 정상운전 또는 예상운전과도 시 핵비등이탈 

또는 비등천이 상태를 겪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임계열속 상관식들은 추가적으로 실험자료가 확보되거나, 또는 핵연료집합체의 

설계가 변경되거나, 또는 냉각재 혼합 및 축방향 출력 분포 등에 대한 계산기법

이 개선됨에 따라 계속 수정될 수 있다.

2. 연료 고밀화 또는 연료봉 휨과 같이 DNBR 제한치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실험적 

또는 해석적으로 결정된 적절한 설계 페널티에 의해 고려될 수 있다. CHF 상관

식에 사용되는 핵연료집합체 내의 국부 유동조건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수로

(subchannel) 해석 전산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한 코드들은 대형격자(large

lattice) 실험이나 동력로 노심에서의 측정치 등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노심 유

량분포에 있어 반경방향 압력구배의 영향이 평가되어야 한다.

3. 원자로 용기 및 다른 구성품에서의 단상 및 이상 유체 유동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고전유체역학 관계식 및 적절한 실험 상관식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운영기술지침서는 계통변수들의 예상되는 모든 조합을 고려한 정상상태 조건시 

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안전제한치 및 안전계통

제한설정치는 변수 각각에 대해 또는 몇몇 변수의 조합에 대해 상기 세부허용기

준 1이 충족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5. 가동전 및 초기 시운전 시험계획은 열수력 설계 사항의 측정 및 확인과 관련된 

Regulatory Guide(이하 “RG") 1.68의 권고사항들을 따라야 한다.

6. 금속파편감시계통에 사용할 설계 사양 및 절차서는 RG 1.133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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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식생성물(crud)의 영향은 노심내 임계열속 계산이나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강하 계산에 포함시킴으로써 열수력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공정감시설비는 3%

의 원자로냉각재유량 감소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해야 하며 유량은 적어

도 12 시간마다 감시되어야 한다.

8. 부적절한 노심냉각(ICC) 조건을 명확히 지시하기 위해 설치되는 일차냉각재계통

의 포화온도계, 원자로 용기 수위 측정계통 및 노심 출구 열전대 등은 NUREG-

0737의 II.F.2 항목에 기술된 설계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부적절한 노심냉각 조

건의 탐지 및 복구 절차서는 TMI 후속조치로 개발된 해당 비상운전지침을 포함

하여 적절한 해석에 근거하여 예측되는 발전소 응답을 반영한 기술적 지침을 따

라야 한다.

9. ATWS 사건동안 노심의 열수력적 안정성에 대한 성능은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15.8절에는 그러한 해석에 대한 허용가능한 

수행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III. 검토절차

건설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시에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 설계

근거 및 예비설계가 II절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운영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시에는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종설계에 

타당하게 적용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운영허가 검토시에는 제안된 운영기술지침서

가 안전제한치, 안전계통제한설정치 및 운전제한조건에 대하여 타당한지 확인한다.

1. 검토할 원자로 유형에 대해 현재 허용가능한 열수력설계 기술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설계 기술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다.

가. 임계열속 상관식, 계통의 수력학적 모델 및 시험, 노심 부수로 해석방법 등을 

기술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

나. 방법론 및 기술 전문용어를 정립해 놓은 표준 교재 및 기타 문헌

다. 허용가능한 설계방법에 대하여 현재의 규제입장을 요약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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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에 기술된 검토절차는 대체로 일반적인 것으로서 모든 발전소에 대하여 일률

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즉, 노심설계 및 운전변수들을 기 검토된 발전소들과 

비교하여 신청서 내용이 기 검토된 발전소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집

중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3.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정보를 신청자에 의해 또는 안전심사지침 본 

절에서 인용된 문서와 비교하여 그러한 문서에서 설정된 제한범위에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가. 유동조건(유량, 압력, 건도)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기포, 압력 강하 및 열전달 

상관식들이 개발자나 기 검토된 바에 의해 명시된 적용범위 내에 있는가?

나. 해석방법들이 개발자나 기 검토된 바에 의해 명시된 방식에 따라 사용되는가?

다. 원자로 설계가 승인된 해석방법에 대하여 명시된 적용범위 내에 있는가?

라. 원자로 설계가 II절에 명시된 허용기준 내에 있으며 다른 열수력 설계로부터 

설명될 수 없거나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았는가?

4. 사용된 코드 및 상관식의 적용성과 불확실도 분석 방법론을 포함하여 열수력 해석

에 사용된 해석방법들을 평가한다. 과도해석에 대해서는 과도상태 개시에 앞선 정

상상태 조건을 설정하는 데 사용된 제한 설정치 및 계측 불확실도 값들이 적절한 

보수성을 갖는지 평가해야 한다. 검토에서는 열수력 해석에서 첨두 인자 및 고온

수로 인자들을 고려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한다. 또한 불확실도 평가에 사용된 입

력 변수들의 근거와 원자로 열수력 변수 불확실도 계산결과도 평가해야 한다.

5. 검토자는 계산과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통계적 

설계 방법론을 근거로 한 신청서에 대해서는 통계 모델에서 요구되는 계수들을 포

함하고 있고 그러한 계수들을 적용할 수 있는 변수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지 확인

해야 한다. 전산코드, 상관식, 설계방법 및 설정치 방법론에 대한 불확실도가 정량

화되어야 하며 설계절차에서 이러한 불확실도를 고려하는 방법이 논의되어야 한

다. 예를 들면 웨스팅하우스사의 개선열설계절차 (ITDP : Improved Thermal

Design Procedure)나 개량열설계절차 (RTDP : Revised Thermal Design

Procedure)를 사용하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민감도 인자 및 그 적용범위를 검토해

야 한다. 때때로 새로운 설계나 새로운 설계방법이 제안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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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서는 설계 타당성을 확인하거나 새로운 방

법의 적용범위 및 정확도를 결정하게 되며, 검토자는 그것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

지 확인한다.

6. 노내 출력 분포나 냉각재 온도 측정치와 같이 안전에 중요한 열수력 변수들을 감

시하는데 사용되는 계측기에 대한 기능요건들을 평가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7

장이나 안전심사지침 7장의 검토요건들은 그러한 계측기의 설계 및 논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7. 노심보호계통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하여 평가하며, 기 승인된 설계와 

비교하여 차이점들이 계통 성능 및 안전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만족

여부를 결정한다. 소프트웨어 실행 프로그램과 함께, 노심보호 알고리즘 및 논리함

수가 열수력 해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프트웨어가 적절하게 실행되는

지는 소프트웨어 계산계통이 타당한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계통이 적절히 통

합되었는지, 그리고 열수력 설계 해석의 예측 결과와 비교하여 통합계통이 정적으

로나 동적으로 타당하게 작동되는지를 입증하는 문서화된 시험결과에 근거하여 확

인해야 한다. 노심보호계통의 하드웨어 부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계측제어분야와 협

의한다.

8. 최소임계열속율(MCHFR : Minimum Critical Heat Flux Ratio) 또는 DNBR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열수력 설계에 대해서는 운전도로부터 결정되는 가능한 모든 원자로 

운전 상태를 고려하여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 

4.4절의 출력 분포에 대한 가정이 안전성분석보고서 4.3절의 노물리 해석에서 유도

된 출력 분포 중 보수적인, 즉 최악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포이며, 동 해석시 타당

한 국부 기포율 계산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산에 사용된 

질량 유속에 대해서는 노심 유량분포 (부분 유로운전의 경우를 포함) 및 최악의 

경우의 노심우회유량이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운전도에 주어진 일차냉각

재 유량 범위가 시운전 시험에 의하여 입증될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안전심사지침 15.8절의 요건에 인용된 지침을 사용하여 ATWS 및 열수력적 불안

정성과 관련된 설계검토 적용분야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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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자로냉각재펌프 중 1 대가 운전 불능인 (N-1) 유로 운전을 신청자가 제안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유형의 운전이 신청자의 안전성분석 및 제안된 운영기술지침서

에 근거하여 타당한지를 평가한다 (Generic Letter(이하 “GL") 82-28). (N-1) 유로 

운전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전성 문제들은 발전소 고

유의 안전성분석 결과를 통하여 도출할 수 있다. 원자로 열수력 설계와 관련해서

는 노심유량 및 온도 분포에 미치는 영향과 계기가 DNBR 또는 MCHFR의 허용

한계와 관련된 노내 변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지를 고려한다.

11. 노심 내의 CHF, 증기발생기에서의 열전달량, 원자로냉각재에 대한 압력강하 계산 

등에 대해서는 일차냉각재계통에서의 부식생성물의 영향이 적절히 고려되었는지 

확인한다.

12. 열수력적 부하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에 대해 적절히 예측되었는지 확인하기 위

해 예상운전과도를 포함한 정상운전에 대한 계산결과를 검토한다. 핵연료에 대한 

양력(lifting force)해석(안전심사지침 4.2절)을 위해서는 정상운전동안 가능한 최대 

수력부하를 사용해야 한다. 검토자는 또한 다른 분야 검토자의 요청에 따라 설계

기준사고 조건에 대한 계산결과들을 제공한다. 설계기준사고의 부하 조건하에서 

노심 부품 및 구조물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3절 및 3.9.6절에 

따라 수행된다. 냉각 가능한 노심 기하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4.2절에 따라 수행된다.

13. 적절한 금속파편감시계통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계

통의 설계기준과 설치하고자 하는 모든 감지기의 형태, 위치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한다. 이 계통의 설계에 대한 검토시에는 RG 1.133 및 비교 가능한 발전소에

서 사용되는 장비 및 활용경험 등을 비교하여야 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민감

도 사양 및 운전절차서를 포함하여 금속파편감시계통의 보다 상세한 기술사양을 

검토한다. 계통의 금속파편 탐지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운전절차서 및 

훈련방안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직원 훈련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는 안전심사지침 13.2절에 따라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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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진동감시 장비 및 절차서가 비교 가능한 발전소에서의 경험에 근거하여 적절한지 

확인한다. 중성자 감시 감지기를 노심 진동시험 분석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평

가한다.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9.3절 및 3.9.6절에 기술된 바와 

같은 가동전 진동시험계획에 대해 검토하며, 영구 진동감시 설비의 필요성에 대

해 원자로심분야 담당부서에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15. TMI 후속조치 II.F.2 항목에 따라 부적절한 노심냉각상태(ICC)를 탐지하고 복구하

기 위한 계측설비 및 절차서가 반영된 타당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가. 신청자가 선정된 계측설비 부품에 대한 예비설계 정보를 제시하고 NUREG-

0718, II.F.2 항목의 지침에 따라 계측설비에 대해 선정된 설계 개념을 명시하였

는지 확인한다.

나. 신청자가 NUREG-0737, II.F.2 항목에 기술된 문서요건 및 설계요건들을 준수하

고 있는지 확인한다. GL 82-28에는 허용가능한 ICC 계측설비가 기술되어 있다.

다. 검토자는 ICC 계측설비 및 표시계통의 설계 적합성에 대해서는 계측제어 및 인

간공학분야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부적절한 노심 냉각조건의 인지 및 대응을 위

한 지침과 절차서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운전절차서 분야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16. GL 88-17이 적용되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원자로정지 및 저출력 운전 동안의 열수

력 거동에 대한 해석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 상기 해석은 기존의 정보를 보완

하고, 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지 상태에서의 급속한 붕소희석 (NUREG-

1449)과 같은 열역학적, 물리적 상태를 포함해야 한다. 그 해석은 원자로정지 절

차, 계측설비, 장비의 상호작용, 장비의 반응 및 운전원 대응에 대한 근거를 제공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이 있게 수행되어야 한다.

17. 신청자가 제안한 가동전 및 초기 시운전 시험계획이 RG 1.68의 취지와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시험목적, 시험방법 및 허용기준을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시험범위에는 열수력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서 기 입증된 바가 없는 안전해

석 코드나 방법에 대한 검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초기 시운전 시험에는 금속

파편감시계통의 경보 설정치를 결정하기 위한 징후 분석(signature analysis) 계

획과 ICC 계측설비의 평가, 검증 및 교정을 위한 시험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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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통해 노심 및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기능 요건이 만족된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제안된 시험계획을 평가한다. 이러한 상세 평가에 대한 

대안으로서 검토자는 노심 및 원자로냉각재계통 설계를 이전에 검토된 발전소들

과 비교할 수도 있다. 만약 그 설계가 사실상 동일하고 제안된 시험 계획도 다른 

발전소에서 이전에 수행된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면 노심 및 원자로냉각재계통에 

대한 시험 계획이 적절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노심 또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이 이전에 검토된 발전소와 매우 다르다면 건설허가 

단계에서 제안된 설계 변경이 가동전 및 초기 시운전 시험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특히 이러한 검토에서는 시험계획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특별한 설계사항의 필요성을 평가해야 한다.

18. 노심 및 원자로냉각재계통과 관련된 운영기술지침서에 대해서는 노심의 열수력 성

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안전제한치 및 기술적 배경들을 평가하여야 한다.

안전계통제한설정치(LSSS)에 대하여는 각 변수 또는 변수들의 조합에 대해 원자로

가 자동 정지되는 값과 안전제한치 사이에 충분한 여유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검토를 수행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과 관련된 안전계통제한설정치(LSSS)와 운

전제한조건(LCO)이 발전소가 II절의 세부 허용기준 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의 조합 상태로 운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면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운전제한조건에서는 예상되는 모든 운전 모드에 있

어 적절한 유효흡입수두(NPSH)가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검토결과 (필요시 

검증계산 포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또한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한 근거를 기술한다.

1. 발전소에 대한 노심 열수력 설계를 검토하였다. 검토범위에는 노심 열수력 성능에 

대한 설계기준, 노심 설계 및 노심 열수력 성능에 대한 정상상태 해석이 포함되었

다. 제안된 노심 설계 및 설계기준과 기 검토되어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존 설계 및 

설계기준과의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모든 차이점에 대해서는 신청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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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충분히 타당성이 입증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신청자의 열수력 해석은 기 검토

되어 타당성이 확인된 해석방법 및 상관식들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2. 노심의 열수력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및 제19조의 

요건들을 만족하며 타당하다. 노심과 원자로냉각재계통, 제어 및 보호계통은 정상운

전 및 예상운전과도 시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음을 보증하기 위해 충분한 

여유도를 갖고 설계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에서 원자로가 수

명기간 동안 모든 운전모드에서 안전하게 운전된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검토를 통해 타당성이 확인된 신청자의 노심 열수력 성능해석에 근거한다.

신청자는 열수력 설계특성을 측정하고 확인하기 위해 RG 1.68에 따라 가동전 시험 

및 초기 시운전 시험계획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가동전 시험 및 초기 시운전 

시험계획은 검토결과 타당하다. 금속파편 감시계획이 RG 1.133의 지침에 따라 수립

되었으므로 타당하다. 부적절한 노심냉각 상태를 탐지하기 위한 계측설비를 검토한 

결과 NUREG-0737, II.F.2 항목의 요건을 따르고 있으므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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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4.5.1절  제어봉구동 구조재료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에서 예상되는 반응도 변화를 신뢰성 있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연료

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규

정하고 있다.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어재구동장치”는 고

체제어봉을 구동시키는 장치가 원자로의 특성에 적합한 속도로 제어재를 구동시켜야 

하며 제어봉의 낙하, 기타 충격으로 제어재, 핵연료집합체, 감속재 및 반사체 등을 손

상시키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제어봉구동장치설계 시 재료관점에서 아래에 언급하는 분야를 검토한

다. 검토분야는 안전심사지침 5.2.3절의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재료”의 검토분야와 유

사하다. 본 절에서는 제어봉구동장치 및 노심에 삽입되는 반응도제어(독물질)요소의 접

속부분까지만 포함되며 제어봉구동장치 작동에 필요한 전기 및 수력학계통은 포함하

지 않는다.

1. 재료시방

제어봉구동재료가 발전소(또는 기기)의 설계수명기간 동안 적절한 성능을 유지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냉

간가공 포함), 크롬도금 스테인리스강,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강, 17-4 PH 같

은 석출경화 스테인리스강, 기타 코발트기 합금(Stellites), Inconel-750,

Colmonoy-6 및 Graphitar-14와 같은 특수목적 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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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의 검토분야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제작 및 처리공정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안전심사지침 5.2.3절의 내용과 유사하다.

예민화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사용은 발전소 운전중 재료의 응력부식

균열 방지를 위하여 검토 및 관리되어야 하며 예민화 및 미세균열(microfissure)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용접절차를 관리해야 한다. 냉간 가공된 오스테나이

트계 스테인리스강은 발전소운전 중 응력부식균열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항복강도가 620 MPA(90,000 psi)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기타 재료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이외의 재료에 대한 특수요건으로서 발전소운전 중 

응력부식에 의한 재료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강 및 

석출경화 스테인리스강의 뜨임 및 시효처리온도를 검토하여야 하며 수명기간동안 

기기 재료의 성능이 만족스럽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 재료의 원

자로냉각재와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제어봉구동계통에 사용된 재료 중 

KEPIC-MNZ에 포함되지 않은 금속 및 비금속재료를 확인한다.

4. 세정 및 청결관리

제어봉구동장치 재료와 부품의 제작, 선적(운반), 현장보관시에는 세정용액, 공정화

합물, 그리스 제거제 및 기타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수세후 모든 부품이 건조되고 적절히 보호처리 되어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4.5.1절 제어봉구동 구조재료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심사지침 3.13절 검토주관부서는 볼트 및 나사 고정구(threaded fastener) 건

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2. 안전심사지침 3.9.4절 검토주관부서는 “제어봉구동계통”에서 반응도제어요소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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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제어봉구동계통의 기계적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3. 안전심사지침 4.2절 검토주관부서는 “핵연료계통 설계”에서 반응도제어요소의 기

계적 설계, 열적 성능, 화학적 적합성을 검토한다.

4. 안전심사지침 5.2.3절 검토주관부서는 원자로압력경계의 일부로서 제어봉구동계통

을 평가하고 제어봉구동계통의 건설 및 제작관리가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재

료”에 적용하는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5. 안전심사지침 5.3.1절 검토주관부서는 원자로용기의 부속품으로서의 제어봉구동계

통을 평가하고 제어봉구동계통의 건설 및 관련제작이 “원자로용기 재료”에 적용

하는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부식제어 및 제어봉구동구조재료의 적합

성과 관련하여 원자로냉각재의 수화학과 이와 관련된 부식 억제재와 같은 첨가재

를 포함하는 수화학 관리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6. 안전심사지침 9.3.4절 검토주관부서는 제어봉구동 재료의 부식 관리 및 적합성과 

관련하여, 원자로 냉각재 수화학 및 부식 억제제와 같은 첨가제를 포함한 수화학 

관리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7. 안전심사지침 12.1절 검토주관부서는 “직업상 방사선피폭의 합리적 최소성취

(ALARA) 보증” 에서 방사화생성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선정을 포함하여 발

전소설계가 직업상방사선피폭이 방사선방호의 최적화(ALARA)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해야 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Ⅱ. 허용기준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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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관련된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 되어야 한다.

2.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는 비정상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

의 발생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하여야 한다.

3.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제어봉은 허용된 핵연료설계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뢰성있게 반응도변화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4.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어재구동장치”

제어재를 구동시키는 장치는 원자로의 특성에 적합한 속도로 제어재를 구동할 수 

있어야 하며, 구동 동력원이 상실된 경우에 원자로의 반응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

로 제어재를 구동시키지 않아야 하며, 제어봉구동장치는 제어봉의 낙하, 기타 충

격으로 제어재, 핵연료집합체, 감속재 및 반사체 등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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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그 기기가 수행하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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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하야하고, 또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재료시방

제어봉구동장치에 사용되는 재료의 성질은 KEPIC-MNZ이나 MD에서 주어진 것과 

동등해야 한다. 냉간 가공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인 경우 응력부식균열의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항복강도(0.2% offset)가 620 MPa(90,000psi)이하이어야 

한다. 안전규제지침 3.1,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규격 및 기준 적용에 관한 세부사

항” (또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84 “Design, Fabrication, and Materials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Section Ⅲ Division 1”)은  상기의 ASME 규격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재료를 제시하고 있다.

2.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

허용기준은 안전심사지침 5.2.3절의 II. 4. 마항과 아래에 기술하는 사항과 같다.

안전규제지침 3.15,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 사용 제한” (또는 RG 1.44, “Control of

the Processing and Use of Stainless Steel”)은 스테인리스강 기기의 입계간 부식 

방지에 적용되는 허용기준이다. 열처리로에서 예민화된 재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안전규제지침 3.15 (또는 RG 1.44)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취급,

보관, 시험 및 제작시의 오염 방지와 기기 및/또는 계통의 세정시 적용되며 용접

에 의하여 발생된 예민화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적용한다. 안전규제지침 3.14, “스

테인리스강 용접금속에서의 페라이트량 관리” (또는 RG 1.31) 은 제어봉구동계통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강 기기의 용접건전성을 확인하는데 적용하는 허용기준이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표면의 연마작업은 응력부식균열을 조장하는 오염

을 방지하기 위하여 KEPIC-QAP의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응력부식균열을 

야기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거나 또는 스테인리스강 이외의 사용으로 인하여 

응력부식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공구는 오스테나이

트계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기타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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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봉구동계통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EPIC-MNB-2160 및 MNB-3120에 기술

하는 바와 같이 원자로냉각재와 적합하도록 선정해야 한다. 마르텐사이트계 스테

인리스강의 뜨임온도와 석출경화 스테인리스강의 시효처리온도는 사용중 응력부

식균열로 인하여 열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승인된 열처리온도는 17-4 PH인 경우 565℃～595℃ (1,050℉～1,100℉)에서 

시효처리하고, 410 스테인리스강인 경우 565℃ (1,050℉)에서 뜨임 처리 한다.

4. 세정 및 청결관리

현장에서의 세정 및 세정관리는 KEPIC-QAP에 따라야 한다. 배출탱크내의 수중의 

산소함량은 제한하지 않는다. 탈이온수 배출탱크수 또는 탈염수 배출탱크수가 최

종 표면세척이나 최종 세정의 수원(water source)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할로겐화 

탄화수소화합물은 세정제로 사용할 수 없다.

Ⅲ.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검

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재료 시방

제어봉계통에 사용될 재료의 성질을 KEPIC-MNZ 및 MD 또는 안전규제지침 3.1

(또는 RG 1.84)의 코드 허용 재료에 제시된 재료의 성질과 비교한다. 반응도제어계

통의 제작에 사용된 냉간 가공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본 안전심사지

침 II.1절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2.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 5.2.3절의 III.4.마에 포함되어 있다. 검토자는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의 관리방법을 검토하고 안전규제지침 3.15,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 

사용 제한” (또는 RG 1.44)에 기술된 내용과 비교한다. 이 검토에서는 특히 취급,

보관중 오염방지와 세정, 재료의 비예민화여부 확인, ASTM A-262에 따라 수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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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접공정에 대한 검증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예민화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용접검증 시험에 대한 대체방법을 신청자가 제시했을 경우, 검토자는 이 대체방법

이 기 적용된 기술적 견해와 일치하느냐 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 대체방법이 만족

한가를 결정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방법이 승인된 방법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기술적 근거를 입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스테인리스강 용착금속의 델타

페라이트양의 측정 및 조절방법을 검토하고 이를 안전규제지침 3.14 (또는 RG

1.31)과 비교한다. 특히 델타페라이트양 결정을 위한 용가재 승인절차를 비교한다.

ASTM A-708-1974와 같은 대체 방안을 신청자가 제시했을 경우 제시한 대체 방안

이 만족스러운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본 안전기술지침서 II.2절에 기술된 허용기준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기

술적 근거를 입증하도록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표면의 연마작업 관리에 대한 기술내용을 검토하고  

응력부식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오염물질에 의한 오염 및 표면의 냉간가공을 최  

소화하기 위한 작업방법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3. 기타 재료

원자로냉각재와 접하는 재료(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이외의 재료)의 적합성

에 관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내용을 검토한다. 이들 재료가 사용 환경에 적합

하여 기기의 수명기간동안 부식이나 응력부식균열로 인하여 허용할 수 없는 재료

의 열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본 안전심사지침 I.3절에 명시된 금속 및 비금속 

재료가 기기의 수명기간 동안 건전성을 상실하지 않고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한다.

운전경험에 의하면 어떤 Ni-Cr-Fe 합금(예, Inconel)은 응력에 의하여 균열을 일으

키기 쉽다. Inconel 690은 원자로에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Inconel 600 보다 부식저

항이 개선되었다. Ni-Cr-Fe 합금이 사용되면 기술적인 근거가 입증(만족스러운 유

사 적용 사례)되었는지 또는 제출된 자료가 그 재료의 사용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제시된 Ni-Cr-Fe 합금에 대하여는 부식저항성 및 응력부

식균열 저항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한다.

모든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뜨임온도와 석출경화 스테인리스강의 시효

처리 온도가 명시되고 또한 이것이 본 안전심사지침 II.3절의 허용기준을 따르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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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정 및 청결관리

현장에서의 세정 및 세정관리 절차가 만족되며 본 안전심사지침 II.4절에 따르는지 

검토한다.

Ⅳ.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1. 제어봉구동장치의 구조재료는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 21,

28, 36조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

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어 타당하다. 신청자가 제시한 

원자로냉각재에 노출되는 제어봉구동장치 재료의 성질이 KEPIC-MNZ와 MD를 

만족하고 있고 냉간 가공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항복강도가 620

MPa(90,000psi)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본 안전심사지침의 II절을 따르고 있어 

타당하다. KEPIC 코드에 따라 선정되지 않은 재료는 안전규제지침 3.1 (또는 

RG 1.84)의 ASME 코드 케이스에 따라 재료를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재료의 사용이 입증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사용에 

대한 제한조치는 KEPIC-QAP, 안전규제지침 3.14 (또는 RG 1.31), 안전규제지침 

3.15 (또는 RG 1.44) 및 안전심사지침 5.2.3절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재료” 관

련 기준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다.

2. 여기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에 따라 제작 및 열처리를 수행하므로 기기의 설계수명

기간동안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증할 수 있다. 원자로냉각재에 

노출되는 제어봉 계통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원자로냉각재와의 적합성은 

KEPIC-MNB-2160 및 MNB-3120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

리스강 및 석출경화 스테인리스강은 본 지침의 요건에 따라 뜨임 및 시효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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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세정 및 세정관리는 KEPIC-QAP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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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4.5.2절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노심지지구조물 재료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노심 지지구조물 재료가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를 검토 확인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

격”의 제1항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

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안전

심사지침의 목적은 KEPIC-MNG 1120에 정의된 것처럼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노심 지

지구조물에 사용되는 재료의 적합성을 검토, 평가하여 구조물 및 기기가 관련 규정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다. 본 지침서에서는 핵연료와 제어봉집합체, 계측장

치를 제외한 원자로내의 모든 내부구조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을 검토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노심 지지구조물의 재료시방, 기기설계, 제작, 검사에 대하여 

검토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의 제1항

에 따른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안전성

분석보고서의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노심 지지구조물 재료의 아래 분야에 대하여 검토

한다.

1. 재료 시방

용접재료를 포함하여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에 사용되는 재료를 검토

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에서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노심 지지구조물에 사용되는 재

료의 적합성에 대하여 기계적 성질, 응력부식 저항성 및 제작성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2. 용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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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내부구조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의 용접관리에 대하여 검토한다.

3. 비파괴검사 

제품형상별 검사에 적용할 비파괴 시험절차에 관하여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

토한다.

4.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노심 지지구조물의 제작에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이 주로 사용된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재료에는 다양한 강종이 있으나  

Type 304, 316과 같은 비안정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 흔히 사용된다.

비안정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어떤 특정한 환경조건에 노출되면 응력

부식균열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기기의 제작 및 건설의 모든 단계에서 재료의 예민

화를 방지하고 응력부식균열을 야기하는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5.2.3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재료”

에 기술된 이 분야의 관련 자료도 검토한다.

5. 기타 재료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도 기계적 성질, 내식성, 제작

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노심지지구조물 재료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볼트 및 나사체결류의 건전성확인 프로그램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3

절 “나사고정구-안전등급 1, 2, 3”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원자로내부구조물 및 노심지지구조물 재료의 부식 및 사용기간 동안 예상되는 운

전환경과의 적합성 및 부식영향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5.2.3절 “원자로냉

각재압력경계 재료”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제4.5.2절     개정 6 - 2018. 12- 3 -

3. 원자로냉각재와 접촉하는 재료의 적합성 및 부식억제의 관점에서 원자로냉각재의 

수질화학 및 관련 수화학관리(억제재와 같은 첨가물 포함)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

심사지침 9.3.4절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4. 안전심사지침 3.9.1절 “기계 기기에 대한 특수사항” 및 3.9.3절 “KEPIC 코드 1,2,3

기기, 기기지지 구조물, 노심 지지구조물” 검토주관부서는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노심 지지구조물 재료에 적용한 설계피로곡선의 적절성을 원자로 누적가동년수,

피로사용계수효과 및 이들의 하중조합을 고려한 관점에서 검토․확인한다.

5.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의 설계 및 운전하중조합 관점의 기계적 설

계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5절 “원자로 내부구조물” 검토주관부서가 수

행한다.

6. 활성 부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료의 선택을 포함하여, 종사자의 피폭이 

ALARA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발전소 설계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2.1절 “직업상 방사선피폭(ORE)의 ALARA 보증”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①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

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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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안전등급 및 등급별 규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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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재료시방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노심지지 구조물 재료는 KEPIC-MNG-2000 및 KEPIC-MD

를 만족해야 한다.

안전규제지침 3.1, “적용 규격 및 기준” (또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84,

“Design, Fabrication, and Materials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Section III”)

에서 사용이 승인된 ASME Code Case 재료는 사용할 수 있다.

2. 용접관리

노심지지구조물 및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용접방법 및 관리는 KEPIC-MNG-4000에 

따라야 하고 용접부의 검사는 KEPIC-MNG-5000에 따라 검사하고 판정해야 한다.

3.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는 KEPIC-MNG-2500의 요건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허용기준은 

KEPIC-MNG-5300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4.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허용기준은 안전심사지침 5.2.3절의 Ⅱ. 2 및 Ⅱ.4. 가, 나, 라, 마. 이다.

안전규제지침 3.15,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 사용 제한” (또는 RG 1.44, “Control

of the Processing and Use of Stainless Steel”)은 스테인리스강 기기의 입계간 부

식 방지를 위한 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가열로에서 예민화된 재료는 사용할 



제4.5.2절     개정 6 - 2018. 12- 5 -

수 없다. 취급, 보관, 검사 및 제작중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오염방지 

및 세정은 본 지침서에 기술된 방법을 따라야 한다. 또한 용접에 의한 예민화 판

정도 본 지침서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스테인리스강 기기의 용접건전성은 안전규

제지침 3.14, “스테인리스강 용접금속에서의 페라이트량 관리” (또는 RG 1.31,

“Control of Ferrite content in Stainless Steel Weld Metal”) 규정에 따라야 한다.

5. 기타 재료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노심지지구조물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EPIC-MNG-2160

및 MNG-3120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원자로냉각재와 적합하여야 한다. 마르텐

사이트 스테인리스강과 석출경화 스테인리스강이 사용 중 이들 재료가 열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뜨임온도와 시

효 경화 스테인리스강의 시효처리 온도를 명시해야 한다. Type 17-4 PH 스테인리

스강의 시효처리온도는 565℃～595℃이고 Type 410 스테인리스강의 뜨임온도는 

565℃이다.

기타 재료에 대하여도 강도 및 적합성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열처리와 

제작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재료시방

원자로냉각재와 접하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노심지지구조물 재료를 검토한다.

원자로내부구조물과 노심지지구조물에 사용되는 각 기기/부품의 재료시방을 

KEPIC-MD 및 MN의 허용규격과 안전규제지침 3.1, “적용 규격 및 기준” (또는 

RG 1.84, “Design, Fabrication, and Materials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Section III”)의 Code Case에서 승인하는 허용기준과 비교 검토한다. KEPIC 재료

시방과 상이한 예외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하며 전례를 고려하여 예외사항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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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토하고 이 재료의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2. 용접 관리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노심지지구조물 용접에 

적용된 용접방법 및 관리가 KEPIC-MNG-4000의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 안전심사지침 5.2.3절의 용접관리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용접에도 적용한다.

검토자는 특수용접 공정이나 용접관리가 KEPIC-MQ의 인증요건을 따르고 있는지

를 검토하며 만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비파괴검사

비파괴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KEPIC-MNG-2500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나 초음파탐상검사의 허용기준을 적용한

다.

4.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사용된 재료 및 그 제작절차를 검토한다. 검토분야 및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 5.2.3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재료”에 따른다. 용접환경조

건을 관리하고 예민화 및 미세균열의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용접절차를 관

리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4.5.1의 III.2항과 마찬가지로 용접에 의한 예민화 정

도의 확인은 안전규제지침 3.15,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 사용 제한” (또는 RG

1.44, “Control of the Processing and Use of Stainless Steel”)의 방법을 적용한다.

검토자는 원자로내부구조물 및 노심지지구조물의 재료가 원자로냉각재와 서로 적

합하도록 선택되었고 스테인리스강 기기의 제작 및 세정관리는 염화물 및 불화물 

이온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주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를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사용할 경우 

설계수명기간 동안에 열취화에 견디도록 재료의 파괴인성과 용접 관리의 적합성

을 검토해야 한다. 주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용접부는 초음파 탐상검사

가 어려우므로 검사의 적합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5. 기타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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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시방 및 제작공정을 검토하고 재료의 열처리와 용접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다

는 것을 확인한다. 니켈합금에 대하여는 염화물이온, 불화물이온 및 납 등이 오염

되지 않도록 제작 및 세정공정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NUREG-1823 및 NRC Generic Letter 97-01의 운전경험에 의하면 어떤 Ni-Cr-Fe

합금(예, Inconel) 및 관련 용접재료는 응력에 의한 균열 발생을 일으키기 쉽다.

Inconel 690 및 관련 용접재료인 Alloy 52 및 152는 원자로에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Inconel 600보다 부식저항이 개선되었다. Ni-Cr-Fe 합금이 사용되면 기술적인 

근거가 입증(만족스러운 유사 적용 사례)되었는지 또는 제출된 자료가 그 재료의 

사용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검토자는 운전경험 및 조건에 

따라서 허용가능한 강화 가동 중검사를 수행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제시된 

Ni-Cr-Fe 합금에 대하여는 부식저항성 및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에 중점을 두고 검

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1.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노심 지지구조물에 사용된 재료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제1항의 요건을 만족하므로 타당하

며,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인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노심 지지구조물에 사용된 재료는 설계, 제작 및 검사에 대

한 높은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또한 구조적 건전성이 적절하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신청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제1

항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노심지지구조물에 사용된 재료는 KEPIC-MNG-2000 및 

KEPIC-MD의 시방을 따르고 있다. KEPIC 코드에 따라 선정되지 않은 재료는 안

전규제지침 3.1, “적용 규격 및 기준” (또는 RG 1.84, “Design, Fabrication, and

Materials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Section III”)의 KEPIC 허용 코드케이

스에 따라 재료를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재료의 사용이 입증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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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사용된 재료는 예상사용환경에 적합하며 부식은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 시험 및 만족스러운 사용경험으로 입증되었다.

원자로냉각재의 수질화학 관리는 원자로내부 구조물 및 노심지지 구조물이 운전 

기간중 응력부식을 일으켜 기기의 구조적 건전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

되고 있다.

제시된 권고사항에 따라 재료의 선정, 제작방법, 시험 및 검사절차 관리를 수행하

므로 원자로내부 구조물 및 노심지지 구조물이 사용 중 열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에 대한 관리는 안전규제지침 3.14, “스테인리

스강 용접금속에서의 페라이트량 관리” (또는 RG 1.31, “Control of Ferrite

content in Stainless Steel Weld Metal”) 및 안전규제지침 3.15, “예민화된 스테인

리스강 사용 제한” (또는 RG 1.44, “Control of the Processing and Use of

Stainless Steel”)과 안전심사지침 5.2.3절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재료” 를 만족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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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KINS/RG-N03.14, “스테인리스강 용접금속에서의 페라이트량 관리”

13. Regulatory Guide 1.31, "Control of Ferrite Content in Stainless Steel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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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14. KINS/RG-N03.15,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 사용 제한”

15. Regulatory Guide 1.44, “Control of the Processing and Use of Stainless Steel”

16. NUREG-1823, "U.S. Plant Experience With Alloy 600 Cracking and Boric Acid

Corrosion of Light-Water Reactor Pressure Vessel Materials"

17. Generic Letter 97-01, "Degradation of Control Rod Drive Mechanism Nozzle

and Other Vessel Closure Head Penetrations"

18. ASME Sec. Ⅱ, Parts A,B, and C, Sec. Ⅲ, and Sec.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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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4.6절 제어봉구동계통의 기능설계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계측전기분야 담당부서

검토협조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제어봉구동계통(Control Rod Drive System, CRDS)이 안전정지를 수행하고, 예상

운전 과도사건(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 AOO) 중 허용 범위 이내에서 

동작하며, 그리고 가상사고의 결과를 완화 또는 방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어봉구동계통의 기능적 성능을 검토한다. 제어봉구동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6조2항의3호, 제26조2항의5호, 제26조2항의6호, 제28조 
요건과 합치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를 수행한다.

  1. 가능한 단일고장을 규명하기 위하여 제어봉구동계통 설계 검토.

     제어봉구동계통 검토를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
    가. 필수 부분은 비필수 부분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다. 
    나. 제어봉구동계통 냉각계통은 설계요건을 만족한다.
    다. 기능시험은 제어봉 삽입 및 인출, 그리고 비상정지 작동시간의 적절성을 입증

한다.
    라. 다중 반응도제어계통은 공통원인고장에 대하여 취약하지 않다.

검토연계분야

   본 안전심사지침은 다음과 같이 다른 안전심사지침과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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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 검토주관부서는 반응도제어계통의 작동이 요구되는 과도

상태 또는 사고들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반응도 제어계통의 반응도와 응답 특성

이 15장의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에 비하여 보수적인지 확인한다. 

  2. 안전심사지침 4.3절 검토주관부서는 반응도제어 요구량을 확인한다.

  3. 안전심사지침 6.3절 검토주관부서는 안전주입계통을 검토한다.

  4. 안전심사지침 7.2절 검토주관부서는 제어봉계통내의 단일고장이나 운전원 실수가 

안전정지능력의 상실로 귀결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장모드 및 영향분석

(FMEA)의 결과를 확인한다.

  5. 안전심사지침 3.9.4절 검토주관부서는 제어봉구동장치가 기계적인 기능(예를 들

면, 제어봉 삽입 및 인출, 긴급정지 작동 및 시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원자로냉

각재압력경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안전심사지침 3.2.1 및 3.2.2절 검토

주관부서는 제어봉 구동장치가 지정된 안전등급 및 내진범주에 적용되는 설계요

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3.6.2절 검토주관부서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Structures, System and Components, SCC)의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배관의 파단위치 및 파단의 동적효과를 포함하여 격납건물 내의 가상배관 

사고를 평가한다.

  6. 안전심사지침 3.3.1, 3.3.2, 3.5.3, 3.7.1에서 3.7.4, 3.8.4 및 3.8.5절 검토주관부

서는  안전정지지진(SSE), 최대가능홍수(PMF), 그리고 토네이도, 비산물과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계통 및 보조계통을 수용해야 하는 내진범주 

I 구조물의 기능을 설정하는데 적용되는 설계, 해석, 절차 및 요건들이 적절한지

를 결정한다.

  7. 안전심사지침 7.1절과 부록 7.1 및 8.3.1절 검토주관부서는 적절한 운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전기계통(감지, 제어 및 전력)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제4.6절 개정 5 - 2015. 12- 3 -

  8. 안전심사지침 3.4.1절 검토주관부서는 내부 홍수의 잠재원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내부 홍수의 영향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지 또는 홍수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3.5.1.1
절 및 3.5.1.2절 검토주관부서는 내부 발생 비산물의 가능원인을 평가하고, 필요

한 경우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그러한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지 결정한다. 안전심사지침 3.11절 검토주관부서는  해당 기기의 위치에 

관련되거나 계통 및 기기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지를 보이는 전반적 입

증에 관련된 기기 검증에 있어서 특정 환경이나 작동 조건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9. 화재방호, 운영기술지침서 및 품질보증에 대하여 안전심사지침 9.5.1절, 16장 및 

17장 검토주관부서가  각각 검토를 수행한다.

 10. 안전심사지침 3.10절 및 3.11절 검토주관부서는 내진범주 I급인 계측기기 및 전

기기기의 내진 검증을 검토하고, 기계 및 전기 기기의 내환경 검증을 검토한다.

 11. 안전심사지침 9.3.4절 검토주관부서는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가. 제2항3호 : 파손, 전력·계기용 공기 등의 에너지원 상실 또는 최악의 가상환경

조건에서도 고장안전기능에 의하여 안전한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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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2항5호 : 우발적인 제어봉 인출 등 반응도 제어계통의 단일 오동작시에도 

연료허용손상한계의 초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
    다. 제2항6호 : 예상운전과도 시에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 제어계통) : 
    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에서 예상되는 반응도 변화를 신뢰성 있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운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
    나. 서로 다른 설계원리를 가진 두 개의 독립적인 반응도 제어계통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중 하나는 제어봉을 사용할 것.
    다. 두 계통중 하나는 정상운전의 원자로를 저온조건하에서 미임계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
    라. 제어봉에 의한 제어계통은 운전 중에 어떠한 하나의 제어봉이 고착된 경우에

도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시키지 아니하고 즉시 기능을 발휘하고 안전상 필

요한 여유를 가지고 반응도 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 반응도억제효과를 가진 것

이어야 한다.
    마. 액체제어재 등에 의한 제어계통은 계획적인 출력변화에 의한 반응도변화를 연

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제어할 수 있는 반응도억제기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바. 제어재는 정상운전시의 압력・온도 및 방사선에 의하여 야기되는 최악의 조건

하에서도 필요한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
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제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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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계통은 환경의 악조건 하에서 및 가상사고 후에도 원자로정지 능력이 제공되

고, 관련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다음 사

항을 따라야 한다. 
    가. 제2조항3호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제어봉구동계통은 악조건 하에서도 고장

안전기능에 의하여 안전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사고 시 핵연료 

피복관 손상 및 과도한 반응도 변화를 방지한다.
    나. 제2항5호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제어봉구동계통의 단일 고장이 핵연료허용

손상한계를 초과하지 말도록 반응도제어계통을 설계한다.
    다. 제2항6호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제어봉구동계통은 예상운전과도사건 시 적

절히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다음 사

항을 따라야 한다.
    가. 제어봉구동계통은 정상운전 또는 예상운전과도 동안 반응도가 변하더라도 충

분한 운전제어 및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제어봉구동계통과 비상노심냉각계통의 결합된 성능은 사고조건 하에서 노심을 

냉각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응도 변화를 신뢰성 있게 제어해야 

한다. 
    다. 제어봉구동계통은 반응도사고가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손상을 야기하지 않

거나, 노심 또는 지지구조물의 손상이 냉각능력을 상당히 저하시키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본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만일 신청자가 대체기준

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제시된 대체기준에 관련 규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허용 

가능한 방법이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1. 유체계통 및 가능한 단일 고장의 관점에서 제어봉구동계통 설계를 검토한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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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에 관한 기술의 검토에는 배관 및 계기도면(P&ID), 설계도면, 공정절차도 및 필

수적인 지지계통에 관한 상세 정보들을 포함된다. 제어봉구동계통이 (각각의 구동

장치로서가 아니고 계통 전체로서) 어떤 단일능동부품의 기능이 상실되어도 그 

안전성 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고장모드 및 영향분석이 완료

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가 검토된다.

  2. 제어봉구동계통, P&ID, 설계도면, 그리고 부품설명 및 특성 등을 검토하여 계통

의 필수 부분이 올바르게 표시되고 비필수 부분으로부터 격리 가능한지를 확인한

다. 필수 부분은 중급이상 에너지의 배관 파손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중급이상 에너지의 배관계통이 제어봉구동계통에 인접되지 않게 하거나 또는 중

급 이상 에너지의 배관 파손의 영향에 대한 보호 수단이 마련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통설계도면이 검토되어진다. 만약 배관파손의 동적 영향이 설계기준에

서 배제되었다면, 배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해석결과를 검토한다. 필수계통이나 

기기가 다중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을 경우, 필수계통 기능에 악영향이 없음

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운전모드를 검토에 포함한다. 안전정지에 의존하지 

않는 계통은 필수 또는 수동 기기 기능을 손상시킬 수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2
개 이상의 반응도 계통이 사용되는 경우, 사고조건 하에서 통합된 기능성

(Functional Performance)을 평가해야 한다.

  3. 제어봉구동장치 냉각계통(물이나 공기를 냉각재로 사용하는)을 지닌 발전소에 대

해서는 그 계통이 설계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결정하기 위하여 설명서와 도면을 

검토한다. 필수 기기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정확하게 서술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냉각계통이 제어봉구동계통 온도를 신청자의 최대온도 기준 이내로 유지할 수 있

는지 고장모드 및 영향분석을 확인한다. 충분한 계측제어기기가 가용하여 제어실

의 원자로 운전원이 냉각재유량, 온도, 압력 및 고정자온도와 같은 중요한 변수와 

함께 제어봉구동계통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지 확인한다. 

  4. 제어봉삽입, 인출, 긴급정지 동작 및 시간과 관련된 제어봉구동계통의 기능성 시

험결과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모든 가상운전 상태에 대응되는 열수력학적 상태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계획의 상세내용을 점검한다. 수력학

적 제어봉구동계통에 있어서의 축압탱크 누설 및 고착제어봉 운전과 같은 단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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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가정된 계통운전에 대한 실험적 입증이 시험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요구

되는 긴급정지 시간과 같은 계통요건이 명확히 정의되고, 안전심사지침 14, 15절 

및 운영기술지침서에 제시된 요건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한다.

  5. 다중 반응도제어계통이 공통원인고장에 대해 취약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응도제어계통이 평가된다. 검토자가 공통원인고장을 확인하고 안전심사지침 

7.4절, 3.9.4절 및 9.3.4절 또는 9.3.5절에 따라 천이상태 및 사고해석을 평가한

다. 

  검토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검토협조부서에서 I절에 기술된 검토분야에 대한 기초

입력자료를 제공한다.  검토자는 이러한 기초입력자료를 참고하여 당 검토절차가 완벽

하게 수행되도록 활용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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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단일고장을 포함한 사고 조건에서 제어봉구동계통이 원

자로를 적절한 여유도를 가지고 정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

하여 제어봉구동계통의 기능 설계가 검토된다. 제어봉구동계통은 안전정지상태를 유지

시킬 수 있도록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CVCS)이 보강기능을 가진다. 검토범위는 계통

운전에 필수적인 공정절차도, 설계도면, 배관 및 계측 도면, 그리고 계통 및 지지계통

에 대한 설명 정보를 포함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제어봉구동계통에 관한 설계 기준, 설계 근거, 안전등급 

분류, 그리고 정상 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단일고장을 포함한 사고 조건에서의 안전정

지 요건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제어봉구동장치의 설계가 허용 가능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6조의2항 3호, 5호, 6호, 제28조를 

만족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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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자는 격납건물 내에서의 비산물 악영향, 배관파단에 의한 배관 휩 및 분사, 
그리고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 조건시 중급 이상 고에너지의 배관 파열

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악조건 등에 견딜 수 있도록 한 계통 설계의 관점에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요건을 만족한다.

  2. 신청자는 구동장치의 어떠한 실패나 외부요인(전원상실, 계측장비의 공기, 화재, 
방사선, 고열, 압력, 추위, 물, 증기 등)에 의하여 유발된 어떠한 실패 시에도 제

어봉을 삽입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항3호 요건을 만족한다.

  3. 신청자는 어떠한 단일 고장이나 제어봉인출 사고 시에도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

과되지 않음을 보장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항
5호 요건을 만족한다.

  4. 신청자는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사건 하에서 제어봉 고착과 같은 제어봉 오동

작시에 적절한 여유도를 가지고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으며, 저온상태

에서 원자로가 미임계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응도 변화를 제어

하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28조 요건을 만족한다.

  5. 신청자는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않으며 저온상태에서 원자로가 미임계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고상태 하에서 반응도 변화를 신뢰성 있게 

제어하는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요

건을 만족한다.

  6. 신청자는 어떠한 반응도 사고도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냉각

수 유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심이나 노심 부속품을 교란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응도 변화량과 변화율을 신뢰성 있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함으

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요건을 만족한다. 가상 반응

도사고는 제어봉 이탈, 제어봉 낙하, 증기관 파열, 냉각재 온도변화, 압력변화 및 

저온의 냉각수 주입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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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청자는 예상운전과도사건 하에서 제어봉의 삽입 확률이 매우 높음을 입증함으

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항6호 요건을 만족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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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4.2-1 외력에 대한 핵연료집합체 구조 응답(Structural

Response)평가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검토협조 : 안전평가분야

I. 배 경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지진 및 원자로냉각재계통 내의 가상 배관 파손은 핵연료집

합체에 외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안전심사지침 4.2절에서는 발생 확률이 낮은 이러한 

사고 조건에서도 핵연료계통의 냉각능력은 유지되어야 하며 핵연료계통손상이 제어봉 

삽입을 방해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본 부록에

는 지진 및 냉각재상실사고 하중에 대한 핵연료집합체 구조응답에 대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본 부록은 NUREG-0609, NUREG/CR-1018, NUREG/CR-1019

및 NUREG/CR-1020를 배경자료로 작성되었다.

II. 하중해석 (Analysis of Loads)

1. 입력

핵연료집합체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입력자료는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에서 검

토를 수행하는 일차 냉각재 계통 및 원자로 노심구조물 구조해석의 결과로부터 

생산된다. 냉각재상실사고 조건에서 핵연료집합체 응답분석에 사용되는 입력자료

는 (1) 노심 지지판, 노심 쉬라우드(Shroud), 핵연료 배열판 또는 기타 관련 구조

물의 운동(이 운동은 일차 냉각재계통 및 원자로 내부구조물 해석시 핵연료 집합

체에 첨두 하중을 가하는 파단 발생에 기인되어야 함) 및 (2) 핵연료집합체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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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하중을 가하는 과도 조건에서의 압력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만약 지진하중

이 비선형 핵연료집합체 응답을 초래할 정도로 매우 크다면 지진분석에 사용되는 

입력자료는 안전정지지진(Safe Shutdown Earthquake, SSE) 조건에서의 일차 냉각

재계통 분석에 해당되는 구조물 운동을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에 핵연료집합체의 

응답이 선형적이라면 Regulatory Guide 1.60의 지침에 따른 스펙트럼 분석이 사용

될 수 있다.

2. 방법

구조응답 분석 수행시 사용되는 해석적 방법들이 검토되어야 하며 수치해석 

기법들의 적절함을 보이는 타당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선형 및 비선형 구조 묘사(즉, 모델링)도 검토되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핵연료집합

체 부품들의 해석적 모델링에 대한 실험적 검증자료도 제시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단순한 예제에 대한 해석결과를 제시하여야 하고 검토자는 이에 대한 결

과를 수계산 또는 독자적인 컴퓨터 코드의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예제는 

가능한 한 해당 설계와 유사한 구조 묘사를 사용하여야 하나(따라서 공급사별로 다

를 수 있다) 단순화하기 위한 가정을 사용할 수 있다(예를 들면, 연속적인 싸인함

수 형태의 입력을 사용하여 3개의 집합체로 구성된 노심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예제는 컴퓨터 코드의 다양한 특성을 시험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거동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제 비교는 어떤 코드가 다른 것보다 더 보수적

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며, 다만 검토자로 하여금 주로 불일치 

사항들을 유념하여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3. 불확실성 허용치(Uncertainty Allowances)

핵연료집합체 구조 모델 및 해석 방법들은 대체로 보수적이며 입력 변수들도 

또한 보수적이다. 그러나 핵연료집합체 분석시 어떠한 비보수성도 도입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의사항이 지켜져야 한다. 즉, (1) 가압경수로

의 냉각재상실사고 분석으로 구해지는 충격 하중이 분명하게 평가되지 않는다면,

가압경수로 핵연료집합체 분석에 영향을 주는 증기 Flashing과 관련된 압력파를 고

려하기 위하여 하중 값을 약 30% 정도 증가시켜야 한다. (2) 모든 해석과정에서 입

력 변화에 따라 현저한 민감성을 보인다면 보수적인 여유도가 추가되어야 한다.

입력 진폭 및 주파수의 10% 변화에 대한 최종 하중변화량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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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진폭 및 주파수는 동시에 변화시키지 말고 각각 변화시켜야 한다. 15% 이상의 

최종 하중 크기 변화에 대한 계수가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입력 진폭 또는 

주파수의 10% 변화가 최대 35%의 최종 하중증가를 발생시킨다면 민감도 계수는 

1.2가 될 것이다. 공진현상이나 현저한 민감도는 발전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

문에, 이러한 민감도 분석은 추가의 민감도 분석이 필요없다고 확신되거나 기수행

된 분석 결과가 제한적(Bounding)이라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는 발전소별로 수행

되어야 한다.

4. 검증계산(Audit)

검토자는 전체 구조 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실물 크기 노

심에 대한 독자적인 검증 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해석 방법에 대한 일반적 검토

를 위해 독자적인 검증 코드를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5. 하중조합

하중조합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

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현상 및 사고 조건으로부터 발

생되는 하중들을 적절히 조합하여야 한다. 상기 1 항에 기술된 바와 같은 각 입력 

조건(즉, 지진 및 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하여 핵연료집합체 부품에 발생되는 하중이 

계산되어야 하며 최종 하중은 Square-Root-of-Sum-of- Squares(SRSS) 방법으로 결합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합하중이 본 부록의 III. 절에 기술된 부품 강도와 비교하

여 IV. 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III. 강도계산

1. 지지격자

모든 하중 형태(예를 들면, 지지격자 내부 하중 및 지지격자 관통 하중)가 고려

되어야 하며 가장 큰 손상을 발생시키는 하중 형태가 공급자의 지지격자 강도시

험 결과에 기술되어야 한다. 적합한 파손 형태가 예측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

여 시험절차서 및 시험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에 사용된 충격속도가 

예측되는 핵연료집합체 속도와 상응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파괴(Crushing) 하중 

P(crit)도 하중-변형 곡선으로부터 적절히 선정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측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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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시험장비의 차이 때문에 측정결과의 변화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시험절차

서에 대한 검토시 지지격자 강도 시험장비에 대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다.

지지격자 변형에 의한 영향은 대체적으로 작다. 가압경수로의 안전정지지진(SSE)

조건에서 핵연료집합체 지지격자의 전체적인 큰 변형이 발생하여야만 제어봉 삽

입이 방해받는다(즉, 몇 개의 개별적인 지지격자에서 좌굴(Buckling)이 발생하여도 

안내관은 정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냉각재상실사고 조건에서는 고온 열

수로의 심한 변형이 발생하여도 피복재 최고온도는 다소 증가할 뿐이다. 따라서,

지지격자 파괴하중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며 허용 가능한 파괴하중 

P(crit)은 운전온도 조건에서 구한(또는 운전온도로 보정된) 미조사 지지격자의 측

정치 분포 평균값의 95% 신뢰 수준이어야 한다. 중성자에 조사됨에 따라 P(crit)는 

증가하는 반면 연성은 감소한다. 따라서 조사된 지지격자의 P(crit) 추가 여유도는 

P(crit) 이상으로 조사된 지지격자의 불확실한 변형 거동을 상쇄한다고 가정한다.

2. 지지격자 이외의  부품

지지격자 이외의 핵연료집합체 부품들의 강도는 기본적인 재료 물성치나 실험

으로 결정될 수 있다. 강도값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품의 

구조적 파손(예를 들면, 안내관의 파괴나 핵연료봉의 파편화)은 지지격자 변형보다 

더 심각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강도 허용치는 부품 강도 분포의 많은 부분(약 

95%)을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항복 및 극한강도(ultimate strength)를 결정할 

때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의 값과 절차서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허용치의 사양은 ASME Code 요건을 따를 수 있으며 좌굴 및 피로 영향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IV. 허용기준

1. 냉각재상실사고

냉각재상실사고의 경우 두 가지 주요 기준이 적용된다. 즉, (1) 취출 부하

(Blowdown Loads)의 직접적인 결과로 핵연료봉 파편화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2) 10 CFR 50.46에 기술된 온도 및 산화 제한치를 초과해서도 안 된다. 첫 번째 

기준은 핵연료봉과 부품들(지지격자 제외)에 작용하는 조합하중이 위에서 정의된 

허용값 이하로 유지되면 만족된다. 두번째 기준은 비상노심냉각계통 분석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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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만족된다. 지지격자에 작용하는 조합 하중이 위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P(crit)

이하로 유지된다면 핵연료집합체의 심각한 변형은 발생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비

상노심냉각계통 분석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지지격자에 작용하는 조합하중이 

P(crit)를 초과한다면 지지격자 변형을 가정하여야 하며 비상노심냉각계통 분석에 

뒤틀린 핵연료집합체의 영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른 가정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최대 가상변형(즉, 완전히 붕괴된 지지격자)을 가정하게 될 것이다.

위의 두 가지 기준과 함께 충족되어야 할 세번째 기준은 제어봉 삽입능력이다. 제

어봉 삽입이 요구되는 최악의 냉각재상실사고 조건에서 발생되는 하중은 안전정

지지진(SSE) 하중과 조합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합하중 조건에서도 제어봉 삽입능

력이 유지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가압경수로의 경우, 지지격자에 작용하는 조합하

중이 위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P(crit) 이하로 유지된다면 핵연료 집합체의 심각한 

변형은 발생되지 않으며 제어봉 삽입도 안내관 횡방향 변위 때문에 간섭받지 않

을 것이다. 그러나 지지격자에 작용하는 조합하중이 P(crit)를 초과한다면 변형 정

도가 제어봉 삽입을 방해할 정도로 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추가의 분석

이 수행되어야 한다.

2. 안전정지지진

안전정지지진의 경우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즉, (1) 지진 하중의 결과로 핵

연료봉 파편화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2) 제어봉 삽입능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첫 번째 기준은 1항의 기준에 의하여 만족된다. 1항에 의하여 조합하중에 대한 분

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두번째 기준은 안전정지지진 하중에 대해서만 만족되어야 

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2. 10 CFR 50.46, "Acceptance criteria for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reactors."

3. NUREG/CR-1018, "Review of LWR Fuel system Mechanical Respons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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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4.2-2 혼합노심 안전성 평가지침

검토주관 : 노심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이 부록에서는 가동 중 원전의 새로운 핵연료 주기 수행을 위하여 기 장전되어 있

는 핵연료와 기하학적 형상 또는 물성이 다른 핵연료를 노심에 장전하고자 할 때의 

안전성 평가 절차,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규제 입장을 기술한다. 동일 유형의 핵연료가 

장전되는 통상적인 재장전 노심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4.2절 본문의 내용을 대체로 

적용할 수 있다.

본 부록에 기술된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연료 : 기장전되어있는 핵연료와 기하학적 형상 또는 물성이 다른 핵연료.

여기에서 핵연료에는 핵연료펠릿, 피복재 및 가연성 독물질 등의 핵연료봉과 상하

부노즐 및 그리드를 포함하는 핵연료집합체 모두가 포함된다.

2. 기존연료 :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와 이에 대한 규제기관의 안전성평가가 완

료되어 노심 장전 운전이 허용된 핵연료.

3. 균질노심 : 기하학적 형상이나 물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핵연료로 구성된 노심.

4. 혼합노심 : 기하학적 형상이나 물성이 다른 핵연료로 구성된 노심.

5. 선행시험연료 : 혼합노심 구성에 앞서 신연료의 노내 성능 시험을 위해 장전되는 

연료. 이러한 선행시험연료의 장전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전성 평가 하에 혼합노

심 조건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혼합노심은 운전 중 발전소에서 신연료가 도입될 때 기존연료와 신연료가 일정 기

간 공히 장전되는 천이노심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지만 경제성과 연관하여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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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에 의해 채택될 수 있다. 혼합노심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인가된 운전조건하에

서 신연료 자체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 신연료와 기존연료간의 기계적, 핵적, 열수력적 

양립성, 안전한계 설정의 타당성,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 조건에 대한 규제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인가된 운전조건하에서 신연료 자체의 설계타당성은 주로 안전심사지침 4.2 절에 

따라 검토된다. 검토자는 신청된 핵연료설계가 4.2 절에 기술된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는 경우에는 본 부록에 따라 확장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써 고농축 또

는 고연소도 연료의 신청에 대해서는 이 부록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또한, 4.2 절에서 

명시된 요건으로 기술되지 않은 노내 시험연료 장전 요건에 대하여도 이 부록에서 다

루어질 것이다.

인가된 운전조건하에서 핵연료간의 양립성 평가는 핵연료간의 기계적, 핵적, 열수

력적 상호 작용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신연료에 대한 설계기준, 해석모델 및 방법론 

등이 기존연료와 양립하는 지에 대해서 수행된다. 설계기준, 해석모델 및 방법론 등에 

대한 양립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핵연료별로 설계 및 안전성 평가가 수행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안전성 평가 지침이 이 부록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II. 규제 입장

1. 일반사항

신연료의 설계 타당성을 평가받기 위해 제출하는 핵연료설계 및 안전성평가 

보고서에는 경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 4.2절에서 요구되는 내용에 추가하여 다음

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장전될 노심 운전조건에서의 핵적, 기계적, 열수력적 설계 평가 내용

- 노외 성능시험 자료

- 노내 성능시험 자료 및 계획

노내 성능시험 자료는 핵연료 각 성분의 물성치를 얻는 데 중요하며 이는 핵

연료 다발 전체를 장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얻을 수 있거나 기존의 자

료를 이용할 수 있다. 노내 성능시험 계획에는 핵연료의 노내 성능시험 자료를 취

득하기 위한 목적이 명확히 정의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

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혼합노심이 예상되는 특정 발전소의 주기 운전에 앞서 핵연료, 핵 및 열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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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양립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 노심, 핵연료취급장치, 핵연료 저장조 등 현존 구조물과의 기하학적 양립성 평가

- 기존연료, 제어봉 안내관 등과의 기계적 양립성 평가

- 중성자 거동 등 핵적 양립성 평가

- 압력손실, 횡류 및 우회유량 등에 대한 수력적 양립성 평가

- 핵비등이탈 (DNB) 및 핵연료 중심선 용융 등의 안전한계에 대한 평가 

- 대형 냉각재상실사고 등과 같은 설계기준사고 평가

- 기술지침서에 미치는 영향 평가

이러한 양립성 평가는 기승인된 방법론에 근거하여 신연료를 장전하고자 하는 특

정 노심에 대한 운전 조건이나 또는 확장된 운전 조건을 가정하여 수행되어야 한

다. 신연료의 도입으로 신규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정기술주

제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인허가를 위

해 범용될 수 있다.

2. 선행시험연료 장전 요건  

노내, 외 성능시험 자료가 설계에서 고려된 범위를 입증할 만큼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선행시험핵연료의 장전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는 제한된 수의 핵연료

가 노심내 비제한 위치에 대칭 장전됨을 전제로 한다. 선행시험핵연료 장전이 요

구되는 전형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핵연료의 사양이나 재질이 통상적인 것과 다른 경우: 부식 및 부식 침전물, 연

성, 핵연료봉과 집합체 휨의 조사 성장, 제어봉 안내관 휨 및 손상 등의 성능 자료 

취득 

- 국부적 수력학적 불안정성이 기존 연료에 비하여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핵연료봉과 그리드간의 프레팅 마모 평가  

- 설계보증연소도가 통상 인정된 연소도보다 심각히 증가한 경우: 분석에 사용된 

고연소도 물성치 자료 입증 및 핵연료 설계 제한치 평가 

고연소도 핵연료가 제안되는 경우에는 고연소도 물성치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선행시험핵연료 장전 기간이 요구된다.

3. 핵연료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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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연료 설계 타당성

혼합노심에 장전되는 신연료는 연소 경험이 있는 연료이거나 새로운 설계

의 연료일 수 있다. 연소 경험이 있는 연료에 대해서는 그 연소 경험이 장전될 

노심의 운전 조건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새로운 설계의 

핵연료일 경우에는 설계 및 해석 모델 그리고 설계연소도의 증가 등과 같은 

확장된 운전 범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험 및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시에는 본 부록 II의 2항에 따라 수행된 노내성능시험 결과가 

참조된다.

핵연료에 대한 설계기준은 해당 핵연료 고유의 해석모델 및 방법론의 적용

에 대하여 승인된 것이어야 하며 기존연료와 신연료 설계사가 동일하더라도 

기 승인된 해석 모델 및 방법론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확장 적용이 기

존연료와 신연료 모두에 적용 타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기존연료와 신연료 

설계사가 다른 경우에는 신연료 설계사의 해석 모델 및 방법론이 기존연료 분

석에 충분히 보수적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각 핵연료에 대하여 고유한 설계기

준에 따라 성능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나. 신연료와 기존연료간의 기계적 양립성

제안되는 혼합노심이 경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 4.2절을 충족시키고 있음

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정상운전 및 사고조건 하에서 신연료와 기존연료 간에 

그리고 신연료와 노심 구조물간에 기계적 양립성이 유지됨을 다음에 따라 입

증하여야 한다.

1) 신연료와 노심 구조물간 기계적 양립성 평가

신연료와 노심 구조물간 기계적 양립성은 노내 운전 조건 및 중성자의 영향

을 적절히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 결과가 제안된 설계연소

도 범위까지 유효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신연료와 기존연료간 기계적 양립성 평가

신연료와 기존연료간의 기계적 상이성으로 인하여 인접한 핵연료에서 발생 

가능한 핵연료봉과 구성부품 간의 기계적 간섭 및 구성부품간 기계적 상호

작용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정상운전 및 사고조건 등 모든 가

능한 경우와 중성자 영향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3) 횡류에 의한 프레팅 마모 평가 

핵연료간의 기하학적 차이가 핵연료봉/지지격자 사이의 프레팅 마모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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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수력학적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

한 시험은 노심 운전조건하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국부적 수력조건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험의 미수행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당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4. 안전한계

혼합노심 안전성 평가시 안전한계는 일반적으로 각 핵연료에 대하여 다르게 

설정된다. 이는 하나의 임계열속(CHF) 상관식이 다른 핵연료에 보편적으로 적용

될 수 없는 CHF 현상의 실험적 특성에 기인한다. 혼합노심을 구성하는 신연료와 

기존연료에 대하여 동일한 안전한계를 설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연료와 기존

연료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아래는 안전한계 설정

시 허용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한다.

가. 신연료와 기존연료 설계사가 동일하더라도 승인된 방법론에 따라 각 연료에 

대해 CHF 상관식의 적용 타당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신연료와 기존

연료에 대하여 하나의 CHF 상관식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신연료와 기존연료에 대한 데이터군은 동일 해석 모델 및 방법론을 이용하

여 생산된 CHF 상관식 데이터베이스의 부분집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2) 신연료와 기존연료의 각각의 부분집합에 대한 CHF 데이터 불확실도 분포

는 CHF 상관식 불확실도와 비교하여 보수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신연료와 기존연료외의 데이터군 부분집합들에 대해서는 동일 모집단에서 

취해졌다는 것을 95 % 유의 수준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

할 경우 이로 인한 불확실도를 최소 핵비등이탈률(DNBR) 제한치 계산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신연료와 기존연료 설계사가 다른 경우에 신연료 설계사는 CHF 데이터의 지원

없이 기존연료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접근 방법이 일반

적으로 허용된다.

1) 신연료 설계사가 기존연료에 대한 CHF 데이터를 이용하여 CHF 상관식을 

재생산하고 이를 기존연료 안전한계 설정을 위해 사용한다.

2) 기존연료 안전한계 설정을 위해 충분한 안전여유도를 확보한다. 안전여유도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연료의 기하학적 구조를 고려하여 충분히 보수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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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줄 수 있는 CHF 상관식과 해석 모델을 적용하여 기존연료에 대해 수

행된 안전성 평가를 반복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존연료의 결과와 비교․평가

하여 적절한 안전여유도를 도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수 변화에 대한 CHF

민감도 및 동일 운전조건에서의 DNBR 등이 주의 깊게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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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4.2-3 금속핵연료봉 파손 및 냉각능력에 대한 규제입장

검토주관 : 노심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이 부록에서는 금속핵연료로 구성된 핵연료계통을 노심에 장전할 경우의 핵연료

봉 파손 및 냉각능력에 대한 규제입장을 제시한다.

핵연료계통에 대한 안전성 검토 목적은 4.2절 본문의 검토분야에서 기술하고 있

는 바와 같이 (1) 핵연료계통이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결과로 손상되지 않으며,

(2) 제어봉 삽입을 방해할 정도의 심한 핵연료계통 손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3) 가상

사고시 파손된 핵연료봉 개수가 과소평가되지 않으며, (4) 노심 냉각능력이 항상 유

지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4.2절의 본문은 산화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며 지

르코늄 합금을 피복재로 사용하는 경수형 핵연료계통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다. 금

속핵연료의 경우, 기본적인 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4.2절 본문의 적용

이 가능하지만, 핵연료봉 파손 및 핵연료 냉각능력과 관련된 일부 허용기준에 대하

여는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록에서는 금속핵연료의 

핵연료봉 파손 및 핵연료 냉각능력과 관련하여 4.2절 본문의 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규제입장을 제시 한다.

이 부록에 기술된 중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피복재 연성 상실: 피복재가 0.3J-충격시험에서 취성으로 인해 파손(failure)되는 것.

- 핵연료 냉각 능력: 핵연료 집합체가 잔열제거가 가능한 적절한 냉각 수로를 갖는 연

료봉-다발의 기하학적 구조를 유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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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규제 입장

이 부록에서는 금속핵연료 손상기구와 관련된, 핵연료봉의 파손 및 냉각능력에 

대한 규제입장을 제시한다.

1. 핵연료봉 파손

금속핵연료봉의 파손은 피복재 과열, 연료 과열, 과도한 연료 엔탈피, 연료-피

복재간 기계적 상호작용 (Fuel-Cladding Mechanical Interaction; FCMI), 수소화,

피복재 파열, 기계적 파괴 및 프레팅 등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핵연료봉의 파

손 기준은 조사된 재료의 성질자료에 근거한 고연소도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금속핵연료봉의 연료 과열 및 FCMI를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4.2절의 본문의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가. 연료의 과열

연료의 중심선 용융이 발생하면 파손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해석

은 모든 고온점 및 고온 수로 인자를 포함하는 노심내 모든 위치에서 수행되

어야 하며, 연소도 및 연료 성분이 용융점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금속핵연료에서는 중성자 조사에 의한 조직의 변화 및 구성 성분원소 이동이 

발생하며, 연료-피복재 화학적 상호작용에 의해 연료-피복재 경계면에 확산반

응층이 형성 된다. 이러한 조직변화, 구성 성분원소 이동 또는 확산반응층 형

성 등은 연료의 용융 온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연료의 중심선 용융 여부

를 평가할 때에는 핵연료의 연소도에 따른 이들 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조건에서는 중심선 용융이 허용되지 않는다.

가상사고에서는 중심선 용융이 발생한 모든 핵연료봉은 방사선량 계산 목적

상 전부 파손된 것으로 가정한다.

나. FCMI

첫째, 정상상태 및 과도조건 하에서 크립(creep) 및 연료의 팽윤 등에 의하

여 발생되는 피복재의 균일 변형률은, 피복재의 건전성이 파손되지 않도록 제

한되어야 한다. 둘째, 연료의 용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연료 중심의 용융

에 의한 연료의 체적 증가는 피복재에 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러한 FCMI에 의한 파손은 연료의 용융을 방지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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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운전과도를 포함한 정상운전 조건에서 연료에서의 최대온도가 상변태 온

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연료의 온도가 상변태 온도를 초과하게 되면 

연료의 상변태에 의해 부피가 증가되어 설계시 고려되지 않은 추가적인 응력

과 변형이 피복재에 작용하므로 금속핵연료봉의 파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

이다.

2. 핵연료 냉각능력

이 항목은 가상사고에 대하여 적용되며, 검토되어야 할 대부분의 정보는 안전

성분석보고서의 6장 및 15장에 기술되어 있다. 금속핵연료의 냉각능력 저하는 피

복재 취화, 핵연료의 격렬한 배출(expulsion), 전체적인 피복재 용융, 전체적 구조 

변형 및 극단적인 동일 평면상의 핵연료봉 팽창(ballooning), 냉각재-연료 접촉에 

의한 연료의 산화 등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다. 전체적 구조 변형 및 핵연료봉 팽

창에 대해서는 4.2절 본문의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가. 피복재 취화

냉각재 상실사고 조건에서 피복재 취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

회 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의 

허용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지르코늄 합금 피복재에 대해서는 

1204oC(2200oF)의 피복재 최고 온도 및 17%의 피복재 최대 산화량을 만족하여

야 한다. 그러나 상기의 온도 및 산화량에 대한 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피

복재의 경우, 사업자는 냉각재 상실사고 조건에서 피복재의 연성을 보장하기 위

하여 피복재 연성 상실을 유발하는 손상기구와 관련된 변수에 대하여 연성 상

실을 방지하기 위한 온도 및 산화도 제한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냉각재 상실사고 기간 중 계산된 피복재의 최고온도 및 최대산화도가 설정

된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치의 설정 시에는 금속핵

연료 연소도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1) 피복재의 최고온도

사업자는 피복재의 산화에 의한 연성 상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피복재의 

온도 제한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금속핵연료는 연료-피복재 화학적 상호작

용에 의한 피복재 용융에 의해 피복재 두께 감소가 일어나므로, 이를 방

지하기 위한 온도 제한치가 설정되어야 한다. 만약 냉각재 상실사고 조건



부록4.2-3 개정 2 - 2014. 12- 5 -

에서 피복재의 용융 방지를 위한 온도 제한치가 연성상실 방지를 위한 온

도 제한치보다 낮을 경우, 피복재의 온도 제한치는 피복재의 용융 방지를 

위한 온도 제한치로 설정되어야 한다.

2) 피복재의 최대산화 

사업자는 피복재의 산화에 의한 연성 상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화도 제

한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냉각재 상실사고 조건에서 계산된 피복재의 최

대산화도는 설정된 산화도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계산된 피복

재의 최대산화도에는 정상운전 기간 중의 부식에 의한 산화도를 고려하여

야 한다.

나. 격렬한 핵연료 배출(Violent Expulsion of Fuel)

제어봉 이탈과 같은 가상 반응도 사고 조건에서 대량으로 매우 빠르게 핵연

료에 축적(deposition)되는 에너지는 핵연료의 용융, 파편화 및 분산(dispersion)

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핵연료 분산과 관련된 기계적 작용은 피복재와 핵연료봉-

다발의 기하학적 구조를 파괴하고 1차 계통에 압력파를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

로 매우 큰 것이 될 수 있다. 핵연료의 광범위한 파편화 및 분산의 방지 그리

고 1차 계통 내의 압력파 발생 방지와 관련된 지침[참고문헌 3]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업자는 금속핵연료에 대하여 반응도 유발 사고 시에 핵연료의 파열

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핵연료의 평균 엔탈피 제한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한치의 수립 시에는 금속핵연료의 연소도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피복재 용융

피복재의 전체적인(즉, 비국부적인) 용융은 연료봉-다발의 기하학적 구조 

상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접촉되어 있는 연료와 피복재는 고온에서 연료-피

복재 화학적 상호작용(Fuel-Cladding Chemical Interaction: FCCI)에 의하여 

연료의 성분원소 (우라늄 및 란탄계열 핵분열 생성물)는 피복재로 이동하고 

피복재의 성분원소는 연료로 이동하는 상호확산(inter-diffusion)이 일어난다.

상호확산의 결과 연료-피복재 계면에는 이동된 성분들에 의한 확산반응층이 

형성되며, 확산반응층을 형성하는 성분원소들은 냉각재 상실사고와 같은 고온

의 과도상태에서 공정반응을 일으켜서 연료 또는 피복재가 원래의 용융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용융될 수 있다. 피복재가 용융되면 연료-피복재 계면에 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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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형성하게 되고 그 액상면이 피복재로 침투하여(eutectic penetration) 전

체적인 피복재 용융이 발생하여 피복재의 유효두께가 계속하여 감소함으로써 

피복재의 파손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4, 5, 6]. 이러한 피복재 두께 

감소의 속도 및 특성은 연료 및 피복재의 종류, 운전조건 및 사고조건에 따라

서 달라지게 된다. 핵연료봉의 제조공정(특히 열처리) 온도 및 시간, 정상운전 

조건 하에서의 연료 및 피복재의 온도와 연소도 등은 과도상태 시의 FCCI의 

초기조건이 된다.

FCCI에 의한 피복재의 용융은 원자로의 정상운전 온도가 경수로보다 높은 

액체금속로에 사용되는 금속핵연료의 사고조건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지만,

경수로의 경우에도 냉각재 상실사고 등 고온의 사고조건에서는 그 발생 가능

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자는 금속핵연료에 대하여 FCCI에 의한 피복재 용융에 의한 두께 감

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료-피복재 확산쌍 시험을 통해 온도 제한치를 설정하

여야 한다. 사고 조건에서 계산된 피복재의 최고온도는 설정된 온도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냉각재상실사고 조건에서 피복재의 연성 상실 방지를 

위한 온도 제한치가 FCCI에 의한 피복재 용융 방지를 위한 온도 제한치 보다 

낮을 경우, 피복재의 연성 상실 방지를 위한 온도 제한치를 피복재의 용융방

지를 위한 온도 제한치로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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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4.3-1 일정상하부 출력편차 제어(CAOC)에 대한 규제입장

검토주관 : 노심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웨스팅하우스(WH)사의 운전방법(WCAP-8185)은 원자로 출력운전이 가장 제한적으

로 이루어지더라도 냉각재상실사고(LOCA) 및 기타 사고시 적용되는 총 첨두인자 Fq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일정 상하부 출력편차 제어

(Constant Axial Offset Control, CAOC)라 불리우며, 출력변동에 따른 축방향 Xe 분포

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방향 중성자속편차를 연소도의 함수인 목표범위(Target

Band)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다. 당초에는 최대 허용 Fq(LOCA에 대해)값이 2.5 이상이

었으나, 비상노심냉각계통(ECCS) 모델 변경에 따라 WH는 모든 발전소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분석(generic analysis)을 수행하여 Fq가 2.32이내면 10 CFR 50의 Appendix

K와 10 CFR 50.46의 요구사항(PCT〈 2200℉)을 만족시킴을 보였다. 또 ±5% 목표범위

를 채택한 CAOC 운전절차는 Fq 를 2.32 이하로 제한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모든 발전소가 핵연료 설계기준(fuel acceptance criteria, FAC)을 만족하기 

위해 Fq를 2.32 이하로 또는 이에 상응하는 ±5% band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

다. 예로서 미국의 Point Beach는 (+6, -9 %) band로 운전하더라도 Fq를 2.32이하로 유

지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출하여 허가된 바 있다. 해당발전소의 ECCS 해석결과에 

따라 CAOC 분석과 절차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Fq=2.32나 ±5% band가 허가요건이 아니라 CAOC 방법론 자체가 허가대상이다.

이러한 입장은 ECCS와 핵연료 성능평가 모델에 대한 인허가시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CAOC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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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력분포와 출력밀도에 대한 허용범위 설정

2. 발전소 운전의 융통성을 최대화하고 축방향 출력분포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운전방

식 결정

3. 위 운전방식이 노심의 출력상태를 제한범위 이내로 유지시킴을 입증

4. 이러한 출력분포 제어방식이 노외계측기에 의해 효과적으로 감시될 수 있음을 보임

위 3.항에 대해서 WH는 해당 주기를 대상으로 모든 형태의 부하추종운전에 대한 

노심계산을 수행하여 최대출력밀도가 제한치 이내에 있음을 보임으로써 증명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이 계산에는 반경/축방향 합성법이 사용되며 실측값보다 보수적인 값

을 산출한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CAOC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Fq가 예상치보다 

작음을 입증하기 위해 주기초 대표적인 몇 개 운전상황하에서 이를 측정할 것이 요구

된다. 또한 출력분포 측정은 노내,외 계측기의 반응과 관련되며, 따라서 노외계측기를 

이용하여 출력분포 제어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II. 규제 입장

Fq=2.32, WI=±5%와 달리 CAOC 운전을 하려는 발전소는 다음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 100% 출력까지의 최대 Fq(z)를 보여주는 “Fq × power fraction” 분석과 과출력 및 

냉각재 유량상실 과도상태의 설계기준 대비 허용되는 축방향 출력분포하에서의 

핵비등이탈 성능분석. 이러한 분석의 범위가 모든 정상상태 및 예상되는 원자로

상태 하에서 유효함을 보여야 한다.

2. 분석에 사용된 코드, 핵단면적 생산방법 및 사용된 Fxy 값

3. 부하추종 운전시험의 실시와 더불어 노내 출력분포측정 시험을 통한 Fq 측정(이 

측정시험에는 WCAP-8575를 참고로 할 수 있음). 부가적으로 Fq 및 운전허용 목

표범위에 대한 허가변경을 신청하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각각의 측정 대상별로 유

사한 시험을 요구하여 연소이력 증가에 따른 분석방법의 판정 자료로 사용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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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2.1.1절 코드 및 표준의 적용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10 CFR 50.55a에 따라 허용가능한  KEPIC/ASME 코드 등급,

코드 출판년도, 추록 등이 해당 기기의 건설에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본 절의 요건에 

따라 수행된 검토내용은 안전심사지침 3.2.2절에 의해 수행된 검토내용과 동등해야 한

다. 기기 코드 등급에 대한 KEPIC/ASME 코드 요건 만족여부(예: 코드 등급에 적용되

는 요건을 만족한다고 확인된 기기 용접부)에 대한 심층 검토는 안전심사지침의 관련 

절들에서 수행한다. 기기의 가동 단계에서 적용할 코드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

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10 CFR 50.55a을 만족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신청자의 계획(framework)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의 관련 

절(3.9.6, 5.2.4, 6.6 절 등)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에서의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속하는 압력유지 기기들과 원

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속하지 않는 안전 관련 유체 계통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10

CFR 50.55a를 따르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자는 압력용기, 배관, 펌프 및 

밸브에 대한 기기 코드, 출판년도, 적용 가능한 추록 등에 관한 표를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원자로시설의 안전

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10 CFR 50.55a에서는 원자로냉각재 압력경

계에 속하는 압력유지 기기는 등급 1로 분류하고 KEPIC-MNB/ASME Sec. III,



제5.2.1.1절 개정 5 - 2016. 12- 3 -

Division 1(이하, ASME 코드)의 규정에 따라 건설1)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단, 10

CFR 50.55a(c)의 예외요건을 만족시키는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기기들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26에 따라 품질그룹 B로 분류될 수 있고, 등급 2

기기로 건설될 수 있다.

10 CFR 50.55a는 품질그룹 B 혹은 C로 분류된 유체 계통의 안전관련 압력 유지 

기기들이 각각 등급 2 혹은 등급 3 기기에 대한 코드요건을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유체계통의 안전관련기기는 RG 1.26에 

따라 품질그룹 B, C, D로 분류할 수 있다.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에 대하여 신청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10 CFR 50.55a을 따르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자료의 타

당성을 검토한다.

2. 안전성 및 품질 수준의 향상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10 CFR 50.55a를 따르는 것이 어려울 

경우, 신청자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제안한 대체 요건에 대한 근거를 제

공해야 한다. 신청자는 제안한 대체 요건이 안전성 및 품질수준이 동등하거나 허

용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설명하여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원자

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

정” 및 10 CFR 50.55a에 따라 건설되는 각 기기에 적용되는 코드와 코드 추록 

내용과 대체요건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건설’은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재료 인증, 설계, 제작, 검사, 시험, 인증을 모두 포

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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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 안전에 중요

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

라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 검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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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관한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을 규정함.

3. 10 CFR 50.55a : 공표된 산업계 코드와 표준(standard)의 적절한 출판연도를 따름

으로써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기기와 다른 안전관련 유

체계통의 설계, 제작, 설치, 건설, 시험 및 검사에 대한 최소의 품질기준을 수립.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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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만족시키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15)“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등급 

2, 3 및 비안전등급별 적용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또는 10 CFR 50.55a에 따라 품질그

룹 B, C, D 유체 보유기기에 대한 품질 기준을 결정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는 RG

1.26 “Quality Group Classification and Standards for Water-, Steam-,

Radioactive-Waste-Containing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을 사용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 검토

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른 허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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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을 어떻게 만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1.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의 경우, 검토자는 압력용기, 배관, 펌프 및 밸브 목록

과 이에 대한 기기 코드, 코드 출판연도 및 KEPIC-MN/ASME Sec. III, Division 1

등급 1, 2, 3 기기에 대한 적용가능한 추록을 기술한 표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10CFR 50.55a

를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속하지 않는 기기에 대한 

코드 등급 요건은 안전심사지침 3.2.2절에서 확인된 허용되는 기기 품질등급 분류

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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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및 10 CFR 50.55a를 따르고 있지 않는 기기에 대하여, 코드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KEPIC/ASME 코드, 코드 추록, 안전성

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10 CFR 50.55a(c), (d), (e), (f), (g), (h) 요건에 대한 대체적

용은 규제기관의 승인하에 이루어 질 수 있다. 이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가 아래 

요건중의 하나를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가. 대체적용을 할 경우 허용 가능한 품질 및 안전성 수준을 제공한다.

나. 10 CFR 50.55a의 요건 적용으로 안전성 및 품질수준이 높아지지 않고 이례적

인 어려움을 야기한다.

검토자가 제기한 문제들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을 때는, 검토자는 10 CFR

50.55a의 규정을 따를 것을 신청자에 요구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검토자는 계통 기기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

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10 CFR 50.55a를 따르고 있으며 원자력시설 등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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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을 근

거로 한다.

1. 신청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표(I.1장 참조)에 10 CFR 50.55a(c)의 예외조건을 만

족하는 기기를 제외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기기들을 KEPIC/ASME 코드 등급 

1 기기로 분류하였으므로, 안전성과 품질기준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건

설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10 CFR 50.55a와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요건을 만족한다.

RG 1.26, C.1 요건에 따라 품질그룹 B로 분류된 기기는 KEPIC/ASME 코드 등급 

2기기로 건설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표(I.1장 참조)는 품질그룹 A 기기(예: 원자로

용기, 증기발생기(1차측), 가압기, 원자로냉각재펌프,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제어밸

브, 차단밸브 및 기타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밸브와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배관의 

연결배관)에 대한 기기 코드, 코드 출판년도 및 적용 가능한 추록이 제시되어 있

으며, 품질그룹 B 기기(예: 증기발생기(2차측) 및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배관 과 

밸브의 연결부)가 10 CFR 50.55a(c)의 예외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2.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표(I.1장 참조)에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속하지 않는 기기

를 KEPIC/ASME 코드 등급 2 혹은 3으로 적절히 분류하였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

회고시 (원자로.15)“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10

CFR 50.55a를 만족한다. 이러한 기기들은 안전심사지침 3.2.2절에 제시된 기기 품

질등급 지침에 근거하여 품질그룹 B 혹은 C로 분류되고 KEPIC/ASME 코드 등급 

2 혹은 3로 건설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표에는 품질그룹 B 및 C 기기에 대한 

기기코드, 출판년도, 적용 가능한 추록이 제시되어 있다.

검토자는 각각의 기기에 적용되는 기기 코드, 코드 출판년도와 추록을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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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및 10 CFR 50.55a 규정에 명시된 허용가능한 코드 및 추록 요건에 따라 건

설되는지 확인한다. 다른 안전관련 유체계통 기기에 대한 품질등급 검토는 안전심

사보고서 3.2.2절에서 수행한다.

3. 신청자가 제시한 내용은 KEPIC/ASME 코드 요건과 안전심사지침 3.2.2절에 기술

된 기기 품질등급분류에 관한 검토 지침을 만족한다. 따라서,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을 따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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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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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3)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규

정“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35)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KEPIC-MN, "원자

력기계“

9. 10 CFR 50.55a, "Codes and Standards."

10. Regulatory Guide 1.26, "Quality Group Classifications and Standards for Water-,

Steam-, and Radioactive-Waste-Containing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

11. ASME Sec. III, Division 1,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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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2.1.2절 적용 가능한 코드 케이스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검토협조 : 구조부지 및 계통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주관부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ASME 코드 케이스의 승인 여부를 검

토한다. 본 절은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그 외의 안전 계통에 적용되는 코드 케이스에도 

적용된다. 이 코드 케이스들은 KEPIC MN/ASME Code Sec. III를 적용하기 전에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KEPIC MI/ASME Code Sec. XI 및 KEPIC MO/ASME OM

Code에 적용되는 코드 케이스에 대한 승인여부를 검토한다. 이 코드 케이스들에는 경

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기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요구사항, 코드 대체요건 및 특별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검토연계분야

적용 가능한 코드 케이스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비파괴시험과 관련한 코드 케이스는 안전심사지침 3.12절 및 3.13절의 결함평가 및 

용접과 관련된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에서 검토한다.

2. ASME Code Sec. III Division 2에 관련되는 코드 케이스는 안전심사지침 3.8.1절,

3.8.3절, 3.8.5절과 관련된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에서 검토한다. KEPIC MOE/

ASME OM Code에 대한 코드 케이스는 안전심사지침 3.9.6절과 관련된 기기 성능 

및 시험 담당 부서인 계통분야 담당부서에서 검토한다.

3. 다른 코드 케이스에 대한 검토는 필요에 따라 다른 관련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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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의 규제요건을 따른다.

1.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 안전관련 구

구조물·계통·기기는 수행하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품질기준에 따라 설

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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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관한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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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운영에 관

한 기술기준으로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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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음 

Regulatory Guide(이하 "RG")가 사용된다.

1. RG 1.84, "Design, Fabrication, and Materials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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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III", 본 지침은 설계, 제작, 재료, 시험에 대한 ASME Code Sec. III, Div.

1 코드 케이스의 허용가능 여부를 제시한다.

2. RG 1.147, “In-service Inspection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Section XI,

Division 1”, 본 지침은 가동중검사에 관한 ASME Code Sec. XI 코드 케이스의 허

용가능 여부를 제시한다.

3. RG 1.192, "Operation and Maintenance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OM

Code", 본 지침은 ASME OM Code, 코드 케이스의 허용가능 여부를 제시한다.

ASME Code Sec. III, Division 2와 관련된 코드 케이스는 RG 1.84, 1.147, 1.192에서 허용

하지 않거나 대안으로 사용되는 코드 케이스와 함께 다음 허용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제시된 코드 케이스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장하거나, 혹은

2. 10 CFR 50.55a의 요건을 따르더라도 안전 및 품질수준은 높아지지 않는 반면 이례

적인 어려움이 발생된다.

III. 검토절차

검토절차는 각각의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을 기초로 한다. 이러한 허용기준을 벗어난 경

우,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체방안이 II장에 기술된 허용기준과 동등한지 검토한다.

1. 신청자가 제시한 KEPIC/ASME Code Sec. III Division 1 및 Division 2 기기들에 

적용된 ASME 코드 케이스에 대한 표가 RG 1.84, 1.147에서 허용가능한 지 검토한

다.

2. ASME Code Sec. III, Division 2의 콘크리트 격납건물에 대한 코드 케이스는 사안

별로 검토한다.

승인된 적이 없는 코드 케이스의 사용을 신청받은 경우, 검토주관부서는 그 코드 케

이스에 대한 검토를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수행한다.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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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1. KEPIC/ASME Code Sec. III, Division 1 기기 제작에 사용되는 코드 케이스는 원

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와 RG 1.84, 1.147, 1.192 요건을 만족

하고 있다. 이 코드 케이스들의 요건을 따름으로써 기기의 품질수준이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유지되며,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 요건을 만족시키므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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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3. KEPIC-MI, "원자력발전소 가동중검사“

4. KEPIC-MN, "원자력기계“

5. KEPIC-MO, "원전 가동중시험“

6. 10 CFR 50.55a, "Codes and Standards."

7. ASME Sec. III, Division 1,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8. Regulatory Guide 1.84, "Design, Fabrication, and Materials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Section III"

9. Regulatory Guide 1.147, "Inservice Inspection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Section XI, Division 1."

10. Regulatory Guide 1.192, "Operation and Maintenance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OM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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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2.2절 과압보호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출력운전중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대한 과압보호 기능은 과압보호밸브와 원자로보

호계통에 의해 수행되며, 기동 또는 정지중 저온운전시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대한 

과압보호 기능은 저온과압보호설비에 의해 수행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을 유지하는 부분과 이를 보조하는 기계적 기기로 원자로냉

각재압력경계를 형성하며 KEPIC MN “원자력기계”(또는 ASME Code Sec.III Div.1

“Rules for Construction of Nuclear Facility Components”)의 범주에 포함되면 안전등

급 1로 설계하여야 한다. 정상 운전중에는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설계 압력을 초과하

지 않아야 한다. KEPIC(또는 ASME Code)에는 부적절한 비상노심냉각계통 작동과 같

은 예상운전과도사건시 설계 압력의 110%까지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소외교류전원 상실과 같은 저빈도 사고시에는 설계 압력의 120%까지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 및 사고시 압력 상승 허용값은 사고의 빈도와 지속

시간을 근거로 평가를 수행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을 유지하는 부분과 이를 보조하는 기계적 기기로 원자로냉

각재압력경계를 형성하며 KEPIC MN “원자력기계”(또는 ASME Code Sec.III Div.1

“Rules for Construction of Nuclear Facility Components”)의 범주에 포함되면 안전등

급 1로 설계하여야 한다. 정상 운전중에는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설계 압력을 초과하

지 않아야 한다. KEPIC(또는 ASME Code)에는 예상운전과도사건과 저빈도 사고시에

는 설계 압력의 일정비율만큼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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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압력 상승 허용값은 사고의 빈도와 지속시간을 근거로 평가를 수행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과압을 초래하는 사고 시나리오 분석에 영향을 주는 추가적

인 고려 사항은 허가신청서에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이 허가신청 사항은 이 안전심사

지침에 기술된 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통 설계

검토자는 과압보호계통과 이에 딸린 부속계통 및 지원계통을 포함하여 다음의 관련 

설계 자료를 평가한다.

가. 출력 운전 상태에 대하여 1차계통의 가압기 과압보호밸브와 이들 밸브로부터 방출

탱크나 격납건물 대기까지의 배관, 그리고 2차 계통의 증기발생기 과압보호밸브를 

포함하여 검토한다. 가압경수로에 대한 기본 설계 개념과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대해 과압보호를 수행하는 계통, 부속계통 및 지원계통과 이들 계통에 채택된 기

기 및 계기 그리고 공정 및 계기 도면에 대하여 검토한다.

나. 발전소 저온운전(기동, 정지) 동안의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대한 과압보호에 대

해서는 과압보호에 사용되는 과압보호밸브와 이들 밸브로부터 방출탱크나 격납건

물 배수조까지의 배관, 충수 및 유출 계통, 그리고 원자로냉각재계통이 만수위일 

때 잔열제거계통이 운전될 수 있으면 잔열제거계통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가압경

수로에 대한 기본 설계 개념과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대해 과압보호를 수행하는 

계통, 부속계통 및 지원계통과 이들 계통에 채택된 기기 및 계기, 그리고 공정 및 

계기 도면에 대하여 검토한다.

2. 시험 및 검사

제출된 사용전 및 시운전 시험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3. 운영기술지침서

제출된 운영기술지침서의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에 대해 적합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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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이 절과 연계된 다른 안전심사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과압보호계통의 기기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에 대한 검토 (3.2.1 및 3.2.2)

2. 과압보호계통이 안전관련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담보하기 위한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계획 검토 (3.9.6)

3. 과압보호계통의 기기의 내진 및 동적 검증 검토 (3.10)

4. 과압보호계통의 기기의 환경검증 검토 (3.11)

5.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연계된 계통에 대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 최대압력에서의 건전

성 유지 능력에 대한 설계 검토 (3.12)

6.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및 원자로 용기에 대한 파괴 인성과 압력-온도 제한치 및 가

압 열충격 분석에 대한 검토 (5.2.3, 5.2.4, 5.3.1, 5.3.2)

7. 가압기 압력방출밸브로부터 방출되는 냉각재를 응축하고 냉각하는 방출탱크의 성능 

검토 (5.4.11)

8. 동력구동방출밸브와 차단밸브가 원자로냉각재 안전감압계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과

압으로부터 원자로압력경계를 보호하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동력구동방출밸브와 

차단밸브에 대한 설계 검토 (6.3)

9. 과압보호 기기의 자동 및 수동 작동을 위한 제어 및 계측 설비의 적합성 검토 (7.6)

10. 과압보호 기기가 주어진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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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전 및 시운전 시험계획 검토(14.2)

11. 운영기술지침서 검토 (16.0)

12. 품질보증 요건 검토 (17.5)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령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①항 : 원자로

냉각계통과 그와 관련된 보조계통·제어계통·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동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여유도를 가

져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①항 : 원

자로냉각재압력경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

생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제작·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

3. 원자로냉각재계통 과압보호밸브는 TMI 후속조치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Ⅱ.D.1 및 II.D.3를 만족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신청자는 이 심사 지침의 허용기준을 있는 그대로 만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해 제시된 설계 특성, 분석 기법 및 절차적 방법과 이 

심사지침의 허용기준 사이의 차이점을 도출하여 이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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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떻게 규제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1. 사용되는 재료는 적용이 허용된 KEPIC(또는 ASME Code) 등의 재료에 대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출력운전에 대한 설계요건

가. 원자로 출력운전 동안에 발전소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있다고 가정하여도 정상

운전중 과도상태에서 과압보호밸브의 작동을 배제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갖

도록 가압기를 설계하여야 한다. 압력방출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다.

1) 발전소는 허가된 노심 열출력 준위에서 운전되고 있다.

2) 모든 계통 및 노심 변수는 정상운전 범위 내에서 최대예상압력을 유발하는 

값에 있다.

3) 모든 장비, 계측 및 제어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나. 과압보호밸브는 원자로 정지를 수반한 가장 심각한 예상운전과도 동안에  

KEPIC(또는 ASME Code)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설계압력

의 110% 이내로 압력을 제한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

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정하여 발전소의 설계 및 운전에 있어서의 불확실도

를 고려한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1) 원자로는 가장 심각한 과압 과도상태를 유발하는 출력준위에서 운전되고 있다.

2) 모든 계통 및 노심 변수는 최대예상압력을 유발하는 운영기술지침서의 제한

치 및 불확실도를 포함한 정상운전범위 이내의 값이다.

3) 원자로 보호계통으로부터의 두 번째 안전등급 신호에 의해 원자로 정지가 발

생한다.

4) 방출 유량은 밸브의 각 형태에 대하여 KEPIC(또는 ASME Code)에서 정해진 

정격용량에 근거한다.

또한, 과압보호밸브는 원자로 정지를 수반한 가장 심각한 희귀빈도사고 동안에도 

KEPIC(또는 ASME Code)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설계압력의 

110% 이내로 압력을 제한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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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또는 ASME Code)의 요건에 따라 설계된 직접스프링장착형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모두 작동된다고 가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직접스프링장착형  안전밸브

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용 경험과 작동 원리 등을 근거로 직접스프

링장착형 안전밸브에 비하여 높은 작동 안정성 및 신뢰성을 갖지 않는다면 모두 

작동된다고 가정할 수 없다.

3. 저온과압계통은 본 안전심사지침에 첨부된 부록 5.2.2-1의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되

어야 한다. 저온과압계통은 부록 5.2.2-1의 규제입장 2에서 규정한 온도 이하에서의 

기동 및 정지 중에는 운전 가능해야 한다.

4. 설치된 상태에서 모든 설계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전 및 시운전 성

능 시험 및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압보호계통 및 저온과압보호계통에 대한 연속적인 계통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적절한 운전제한조건 및 가동중점검을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6. TMI 후속조치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Ⅱ.D.1 및 II.D.3를 만족하여야 한다.

허용기준에 대한 기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①항은 원자로

냉각계통과 그와 관련된 보조계통·제어계통·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동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여유도를 갖도

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압보호계통은 과도분석을 통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

경계를 허용가능한 압력내로 유지시킴을 보여야 한다. 동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원

자로냉각재압력경계가 과도현상중 손상될 가능성이 극히 적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①항은 원자

로냉각재압력경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생확

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제작·설치 및 시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과압보호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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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가 취성파괴 제한치 압력을 넘지 않도록 보호한다. 이를 

통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가 취성파괴에 의해 손상될 가능성이 극히 적을 것이

라는 것을 보장한다.

III. 검토절차

이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 것이다.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이 

확인되면 신청자가 제시한 방법이 II절의 요건을 어떻게 만족하는가를 평가한 신청 서

류를 검토한다.

1. 계통설계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 기준 및 배경과 예비 설계가 이 심사지침 II절의 

허용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최초 설계 기준 및 배경이 최종안전

성분석보고서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제시된 절차를 수행한다.

가. 출력운전중

1) 1차 및 2차 계통과 방출배관의 압력보호밸브, 계측기 및 기타 장비의 갯수, 형태 

및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관 및 계기도면을 검토한다. 용량이 큰 가압기를 사

용한 가압경수로의 원자로냉각재계통에는 압력방출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과압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기기, 계기 또는 제어기의 모든 기능과 다른 계통과의 

연계성을 확인한다. 여기에는 격납건물 대기나 방출탱크와 같은 압력방출설비의 

방출 측에 연결된 배출구나 열분산 설비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능 또는 연계계통

에 의한 과압보호계통의 운전에 대한 영향을 확인한다.

3) 가압기 과압보호밸브와 주증기 과압보호밸브를 포함한 모든 과압보호계통 설비에 

대하여 방출 용량, 설정치 및 설정치의 허용오차를 확인한다.

4) 한 개 이상의 주증기 과압보호밸브가 운전불가능할 때 허용 출력이 보수적으로 결

정되었는지 확인한다. 또한 이 출력 제한이 적절하게 운영기술지침서에 반영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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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인한다.

5) 과압 과도상태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원자로 정지신호와 정지신호 설정치 및 설정

치 허용오차 등을 확인한다. 과압 과도중 최악의 조건에서 두 번째 정지신호가 설

치된 과압보호계통 및 설비와 함께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6)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에서 해석된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압력증가를 초래하는 

모든 과도상태를 검토한다. 예상되는 최고압력을 확인하고, 해석에 사용된 운전조

건 및 설정치가 충분히 보수적인지 확인한다.

7) 냉각재 수위를 증가시키는 사고 완화에 비안전등급 압력방출밸브가 사용되지 않았

음을 확인한다. 또한 원자로냉각재 수위 증가로 인하여 가압기가 완전히 충수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나. 저온 운전 중

1) 1차 계통의 압력보호밸브, 방출배관 및 계측기와 연관계통의 기타 기기의 갯수, 형

태 및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관 및 계기도면을 검토한다.

2) 저온 운전 중 과압보호 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충수 및 유출수 계통 또는 잔열제거

계통의 고장 영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3) 저온과압보호에 사용되도록 설계된 모든 과압보호밸브에 대하여 방출 용량, 설정

치 및 설정치의 허용오차를 확인한다.

4) 저온 운전을 위한 계통 분석에 사용되는 관련 산업 기술기준과 등급을 확인한다. 발

전소 초기조건과 계통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에 사용된 가정이 적합함을 확인한다.

필요시 이러한 조건, 변수 및 특성의 변화에 대한 계통 성능의 민감도 분석 결과를 

확인한다.

2. 시험 및 검사



제5.2.2절 개정 5 - 2015. 12- 9 -

운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압보호계통은 시험 가능하여야 하며 KEPIC(또는 

ASME Code) 요건에 따라 시험을 계획하여야 한다.

3. 운영기술지침서

운영기술지침서에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이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가. 보수 및 유지관리로 인하여 계통의 부품이 운전 불가능한 기간에 대하여 제시된 

조치사항 및 조치 제한시간을 포함한 운전제한조건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나. 주기점검 시험의 빈도 및 범위가 적합함을 확인한다.

다. 저온과압보호계통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 내용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라. 압력-온도 제한 보고서가 적합하고 운영기술지침서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를 수행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과압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과도상태 동안 가장 심각한 과도상태에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를 과압으로부터 보호하고 원자로의 압력을 제한한다. 과압보호는 과압보호밸

브에 의해 이루어지며, 과압보호밸브는 가압기로부터 공통배관을 통하여 가압기 방출

탱크나 격납건물 대기로 방출한다. 1차측 과압보호밸브와 대형 가압기는 2차측 증기발

생기 과압보호밸브 및 원자로 보호계통과 연계하여 정상 열제거원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의 과압에 대해서도 1차계통을 보호한다.

최악의 과도상태 이후 1차 계통의 첨두 압력은 비안전등급 방출계통의 기여 없이 

KEPIC(또는 ASME Code)의 허용치(설계 압력의 110%) 이내로 제한된다. ( )원자력

발전소 ( )호기는 설계조건(정격출력의    %)에서 운전되다가 긴급 정지한다고 가정

하였다. 원자로 용기의 하단에서의 계산된 압력은 ( )kPag(psig)로서, 허용치(용기 설

계압력의 110% )인 ( )kPag(psig)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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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의 저온 운전중 과압보호는 ( )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부록 5.2.2-1의 지침을 적

용하였다.

또한 TMI 후속조치사항인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의 II.D.1 및 II.D.3의 권고사항이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및 제22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고시”

4.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23)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

준 고시”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6.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고시”

8. 10 CFR 50, Appendix G, "Fracture Toughness Requirements."

9. KEPIC MN, “원자력기계”

10. KEPIC MO, “원전가동중시험”

11.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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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2.3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재료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안전심사지침에서는 5.3.1절, “원자로 용기 재료”에서 다루고 있는 원자로 압력

용기를 제외한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재료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재료시방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각 기기(예: 용기, 배관, 펌프, 밸브)에 사용되는 용

접 재료를 포함한 압력유지 페라이트계 재료, 비철금속 및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시방서를 검토하며 또한 이들 재료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2. 원자로 냉각재와의 적합성

원자로 냉각재에 포함된 불순물에 의한 일반부식 및 응력부식균열은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원자로 냉각재의 수화학과 부식을 제

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억제제와 같은 첨가제는 안전심사지침 9.3.4절을 주관하는 

계통평가부서에서 검토한다.

원자로 냉각재, 오염물질, 방사선분해 생성물질과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에 

사용되는 구조재 사이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원자로 냉각재와 접촉하는 페라이트

계 저합금강과 탄소강의 부식 정도를 검토한다.

예민화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과 Ni-Cr-Fe 합금의 사용 가능성을 검

토한다. 일부 Ni-Cr-Fe 합금의 1차수 응력부식균열 때문에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

계에 Ni-Cr-Fe 합금을 사용하는 것은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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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페라이트계 재료의 제작 및 공정

가.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압력유지 기기에 사용된 페라이트계 재료의 파괴인

성을 검토한다.

압력을 유지하는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기기(예: 용기, 펌프, 밸브, 배관)의 

모든 페라이트계 재료에 대해 실시한 파괴인성 시험을 검토한다. 샤르피 V-노

치 충격시험 및 낙중시험에 이용된 시험절차서를 검토한다.

재료의 파괴인성은 기준무연성천이온도인 RTNDT에 의해 특성지어 진다. 이 

온도는, 낙중시험의 무연성온도와,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값이 68 J (50 ft-lbs)

이며 횡팽창이 0.89 ㎜(35 mils)인 온도에서 33.5 ℃(60 ℉)를 뺀 값 중에서 큰 

값이다.

나. 페라이트계 강의 용접 관리를 검토한다.

1) 적절한 관리를 하면 저합금강의 용접 품질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비드(bead) 아래 부위와 열영향부위(heat affected zone)에서 발생하기 쉬운  

저온균열과 재열균열은 다른 용접변수를 관리하고, 용접부의 예열온도를 적

절히 유지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다. 최저 예열온도 및 최고 층간온도를 검

토한다.

2) 경험상, 일반 제작 조건에서 저합금강 또는 탄소강 기기들에 대한 용접 자격

을 갖춘 용접사도 용접부위 접근에 제한이 있을 경우 용접 품질이 불만족스

러울 수도 있다. 최종조립에서 기기 부품을 용접하거나 용접 도중 다른 인접

한 기기 또는 구조물 때문에 용접사가 용접하기 용이한 위치를 확보하기 어

려운 곳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 접근성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페라이트

계 기기의 용접 접근성이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3) 스테인리스강으로 피복된 저합금강 기기에 피복하부 균열의 발생이 제한되도

록 관리해야 한다. 과도한 열을 발생시키며 모재 재질을 조대화하는 용접절차

는 강의 피복하부 균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수들을 검토한다.

다. 원자력발전소의 KEPIC-MN 등급 1 기기들에서 사용되는 이음매 없는 페라이

트계 단련 관 제품(ferritic wrought seamless tubular products)에 대한 비파괴

검사 요건은 KEPIC-MNB 2550에서 MNB 2570에 기술되어 있다. 규정된 비파

괴 검사 방법을 검토한다.

4.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제작 및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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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제품 형태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

계내 압력 유지 기기 제작에 사용된다. AISI Type 304 및 316을 포함한 비안정화

(unstabilized)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스테

인리스강들은 어떤 환경에 노출될 때 응력부식균열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재료

의 심한 예민화(sensitization)를 피하고, 응력부식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오염물질

에 스테인리스강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기 제작 및 원자로 건설의 

모든 단계에서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 예민화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 약 430℃～820℃ (800℉～1500℉) 범

위의 온도에 노출될 때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있는 크롬탄화물이 결

정립계에 석출하는 것에 기인한다. 탄소 함량 및 노출 시간의 증가에 따라 결

정립계에서 크롬탄화물의 석출이 증가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예민화된 스테인리

스강 기기들에서 응력부식균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테인리스강의 사

용 및 공정의 관리가 필요하다.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은 예민화 되지 않은 용

체화처리(solution heat treated)한 스테인리스강 보다 응력부식균열이 훨씬 더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 시험자료 및 사용 경험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분야를 검토한다.

- 스테인리스강의 용체화처리에 대한 요건

- 용접 방법, 입열량, 층간온도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 용접시 예민화의 방지계획

- 비안정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 사용 중에 입계부식(inter granular

attack)을 쉽게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재료 검사계획 설명서

나. 응력부식균열을 피하기 위하여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 할로겐 및 할

로겐 함유 화합물(예: 형틀 윤활유(die lubricant), 표식용 화합물(marking

compounds), 마스킹테이프(masking tape))에 오염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한

다. 기기 및 계통의 제작, 운송, 저장, 건설, 시험, 운전동안 응력부식균열을 초

래할 수 있는 오염 물질로부터 재료들을 보호하고 세정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

한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대한 연마 등 연삭작업에 대하여 

오염 가능성 및 과도한 냉간가공 효과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오스테나

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 공정에 사용된 피클링(pickling)에 대해 검토하고,

예민화된 재료를 피클링하는 경우 이에 부과되는 제한조건에 대해서도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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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항복강도 상한치(upper limit)를 검토한다.

다. 예민화 여부와 무관하게,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응력부식을 받기 쉬

우므로, 균열을 조장시키는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종종 단열재가 스

테인리스강 배관 및 기기의 근처에 또는 직접 접촉되도록 설치되는데 단열재

에 있는 오염물질이 유출 또는 누설된 액체에 용해되어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침적될 수도 있다. 비금속 단열재 사용 관리를 검토한다.

라. 용접금속 성분이나 용접절차가 적절히 조절되지 않으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

인리스강은 용접하는 동안 고온균열(미세균열(microfissuring))이 생기기 쉽다.

이렇게 형성된 균열은 크기가 작으며 비파괴검사로 탐지하기 어려우므로, 고온

균열의 형성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용접공정, 용접금속 성분, 델타페라이트(delta

ferrite) 함유량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안된 용접 공정, 용접금속 성분, 용접금속

의 시험 및 델타 페라이트 함유량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경험상, 일반 제작 조건에서 스테인리스강 기기에 대한 용접 자격을 갖춘 용

접사도 용접부위 접근에 제한이 있을 경우 용접 품질이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

다. 최종조립에서 기기 부품을 용접하거나 용접 도중 다른 인접한 기기 또는 

구조물 때문에 용접사가 용접하기 용이한 위치를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 용

접작업을 할 때, 접근성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 기기의 용접 접근성이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마. 원자력발전소 기기에 사용되는 이음매없는 단련 관 제품(wrought seamless

tubular product)에 대한 비파괴검사 요건이 KEPIC-MNB 2550에서 MNB 2570

까지 기술되어 있다.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에 사용된 관 제품에 적용되는 비

파괴검사 기술, 또는 1.896MPa(275psig)를 초과하는 압력조건이나, 93℃(200℉)

를 초과하는 온도조건에 대해 설계된 안전성 관련 KEPIC-MN 등급 1 계통에 

적용되는 비파괴검사 기술은 결함의 모양, 방향, 위치에 관계없이 허용기준을 

넘는 결함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관 제품의 검사에 사용된 비파괴 검사 절

차를 검토한다.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에 대한 가동중 검사 요건은 안전심사

지침 5.2.4절,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가동중 시험 및 검사"에 기술되어 있

다.

바. 주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를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에 사용할 

경우 설계수명기간 동안에 열취화에 견디도록 재료의 파괴인성과 용접 관리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주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용접부는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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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상검사가 어려우므로 검사의 적합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재료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볼트와 나사 고정구의 건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

사지침 3.1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재료의 부식 관리 및 적합성과 관련하여, 원자로 냉각재 

수화학 및 억제제와 같은 첨가제를 포함한 수화학 관리의 적합성은 안전심사지침 

9.3.4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3. 누적된 원자로 운전환경의 영향 및 누적사용계수(cumulative usage factor) 효과와 

관련하여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재료 설계피로곡선의 적합성을 포함한 기기 및 

그 지지물의 구조적 건전성 설계의 적합성은 안전심사지침 3.9.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4.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에 사용된 재료와 용접부의 결함을 조기에 탐상하여 적절

히 평가할 수 있도록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가동중 검사 요건과 검사 및 시험 

기술은 안전심사지침 5.2.4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5. 품질보증계획은 안전심사지침 17장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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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2. 환경조건에 대한 기기의 적합성과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생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제작․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4. 원자력발전소내 재료 세정 관리와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취급․저장 및 운송”

5.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파괴인성시험과 파괴인성에 대한 허용기준과 관련된 10

CFR 50, Appendix G

6.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에 적용할 수 있는 품질기준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고

시(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안

전위원회고시(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재료시방

재료시방과 관련하여 안전등급 및 규격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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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칙 제12조의 요건은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적용 규정을 따르고 RG 1.84,

“Design, Fabrication, and Materials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Sec. Ⅲ”에 

기술된 재료에 대한 적용사례를 따름으로써 만족된다. 허용된 재료에 대한 시방

은 KEPIC-MNZ의 부록 I 또는 MDF, MDN, MDW에서 확인할 수 있다. RG 1.84

는 허용가능한 적용사례와 경수로형 원전에의 적용지침이 기술되어 있다.

2. 원자로 냉각재 재료의 적합성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

준”의 요건은 KEPIC-MN의 규정과 안전규제지침 3.15,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 

사용 제한” (또는 Regulatory Guide (이하 “RG) 1.44) 의 권고사항을 따름으로써 

만족된다. 많은 주요 압력유지 기기들에 사용되는 페라이트계 저합금강과 탄소강

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으로 피복되어 있다. 피복재가 사용되지 않으면,

KEPIC-MNB 3121, “부식”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탄소강 및 저합금강의 모든 노

출된 표면에 대한 보수적인 부식 허용치가 제시되어야 한다.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기기에 사용되는 AISI Type 3xx 계열의 비안정화

(unstabilized)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안전규제지침 3.15 (또는 RG 1.44)

의 권고사항을 따라야 한다. 허용된 시험을 통하여 재료가 예민화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3. 페라이트계 재료의 제작 및 공정

가. 파괴인성에 대한 허용기준은 10 CFR 50, Appendix G “파괴인성 요건”이다.

이 기준은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파괴예방과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10

CFR 50, Appendix G는 페라이트계 재료로 만들어진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기기가 계통 수압시험이나 예상운전과도를 포함하는 모든 정상운전상태에서도 

파괴인성에 대한 요건을 만족할 것을 요구한다.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으로 

얻어지는 흡수에너지 및 횡팽창은 KEPIC-MNB 2300의 허용기준 및 10 CFR

50, Appendix G의 IV.A.2 및 IV.A.3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만족시켜야 한다.

1) 볼트 재료를 제외한 배관(예: 파이프, 튜브, 피팅(fitting)), 펌프, 밸브 재료는 

KEPIC-MNB 2331 또는 MNB 2332와 MNZ의 부록 G, G 3100의 요건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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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시켜야 한다. 배관,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값은 

KEPIC-MNB 2332(a)-1에 명시되어 있다.

2) 충격시험이 필요한 볼트 재료는 KEPIC-MNB-2333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

다.

3) 계기 및 장비의 보정은 KEPIC-MNB 2360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원자로 용기의 파괴인성에 대한 특별 허용요건은 안전심사지침 5.3.1절, “원자로 

용기 재료”에 주어져 있다.

나. 페라이트계 강 용접 관리에 대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

조, “안전등급 및 규격”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

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16), “원

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의 품질기준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허

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예열온도는 KEPIC-MNZ의 부록 D, D 1210의 요건을 따라야하며, 안전규제

지침 3.13, “저합금강 용접의 예열온도 관리” (또는 RG 1.50, "Control of

Preheat Temperature for Welding of Low Alloy Steel")의 규제입장으로 보

완하여 적용한다. 예열온도 관리에 대한 추가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용접절차 인정에서는 최소 예열온도 및 최대 층간온도를 규정할 것과 최

소 예열온도에서 용접공정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작 용접시

에는 용접후열처리가 수행될 때까지 예열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나) 제작 용접시, 예열 및 층간온도가 유지되는지를 감시하여야 한다. 위의 

기준이 만족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된다.

2) RG 1.34, "Control of Electroslag Weld Properties."에는 일렉트로슬래그 용

접에 대한 허용기준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은 원자로

냉각재압력경계기기의 제작에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항은 적용되지 않

는다.

3) 안전규제지침 3.18, “접근성 제한부위에 대한 용접사 자격” (또는 RG 1.71,

“"Welder Qualification for Areas of Limited Accessibility.")에는 용접사 자

격 재인정에 대한 기준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있다.

제작 용접시의 접근상태가 용접부로부터 어떤 방향으로도 30～35 c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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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inch) 보다 작을 때, 기량 인정을 위하여 용접사에 대한 시험이 요구

된다. 또한, 접근 제한 상태가 달라지거나 KEPIC-MQ “용접”에 기술된 필수

변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격의 재인정이 요구된다.

완료된 용접부에 대하여 100% 방사선 투과검사 그리고/또는 초음파 탐상

검사가 수행된다면 용접사 또는 자동용접사의 자격 인정이 필요치 않을 수

도 있다. 검사절차 및 허용기준은 KEPIC-MN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완

료된 용접에 대한 품질보증 서류의 한 부분으로 검사보고서의 기록 및 방사

선 투과사진은 보관되어야 한다.

4) 안전규제지침 3.16, “저합금강 기기의 스테인리스강 피복용접 관리” (또는 

RG 1.43, "Control of Stainless Steel Weld Cladding of Low-Alloy Steel.")에

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피복된 안전성 관련 저합금강 기기에 피복하부 균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기술되어 있다. 피복하부 균열이 발생되기 쉬

운 재료는 고입열 용접절차에 의한 피복 용접을 하지 않으며, 피복하부 균열

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페라이트계 강 관 제품의 비파괴검사는 KEPIC-MN의 규정을 따름으로써, 품

질기준과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의 요건이 만족된다. 허용기준은 KEPIC-MNB 2550에서 

MNB 2570까지 기술되어 있다.

4.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제작 및 공정

가. 환경조건에 대한 기기의 적합성과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오

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예민화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오스테나

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서 예민화를 방지하기 위한 시험, 합금성분, 열처리에 

대한 허용기준이 안전규제지침 3.15 (또는 RG 1.44)에 기술되어 있다. 또한, 안

전규제지침 3.15 (또는 RG 1.44)에는 ASTM A-262 Practice A 또는 E의 시험

방법과 같은 비예민화를 입증할 수 있는 시험을 포함하는 제작 용접에 적용되

는 용접절차의 인정 방법과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비예민화 입증 방

법이 기술되어 있다. 비예민화를 입증할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이미 허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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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시험방법에는 ASTM A-708이 포함된다.

나. 환경조건에 대한 기기의 적합성과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오

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응력부식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부가

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치에는 오염의 방지, 세정, 항복강도의 상

한치에 대한 허용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응력부식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방

법이 안전규제지침 3.15 (또는 RG 1.44)에 기술되어 있다. 응력부식균열을 일으

킬 수 있는 오염물질들로부터 재료를 청정하게 하고 보호하는데 요구되는 허

용기준이 이 RG에 기술되어 있다. 이미 제작된 스테인리스강에 대해서는 피클

링(acid pickling)을 피해야 한다. 필요한 피클링은 적절한 관리하에서만 수행

한다.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에는 피클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설치시에 마감면을 마지막으로 세정할 때 사용하는 물의 품질은 RG 1.37을 

따른다. 배출탱크에 보관된 탈이온 또는 탈염된 물이 마감면을 마지막으로 세

정하기 위한 물로 적합하다. 물의 산소 함유량은 조절할 필요가 없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표면의 연삭 작업 관리는 최소한 RG 1.37 C5

에 기술된 관리 방법과 동일하게 하여 응력부식균열을 유발시키는 오염을 방

지하여야 한다. 입계 또는 응력부식균열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이전 사용으로 그런 물질로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공구는 오스

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표면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실험실에서의 응력부식 시험과 운전경험으로 볼 때,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에 사용되는 냉간가공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항복강도는 620 MPa

(90,000 psi)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파손방지와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요건은 안전규제지침 3.17, “오스테

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비금속 단열재” (또는 RG 1.36)에 근거한 오스테나

이트계 스테인리스강 및 단열재와의 적합성에 대한 허용기준을 따름으로써 만

족될 수 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과 단열재의 적합성은 단열재의 형

태에 좌우된다. 반사체형 금속 단열재 또는 안전규제지침 3.17 (또는 RG 1.36)

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비금속 단열재를 사용한다. 스테인리스강에 사용되는 비

금속 단열재에 대한 허용기준은 단열재 내에 있는 용출 가능한 오염물질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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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근거를 두며 안전규제지침 3.17 II.2 나 및 그림 1 (또는 RG 1.36 C.2.b

및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라. NUREG-0313과 안전심사지침 3.14, 3.18 (또는 RG 1.31, 1.71) 및 RG 1.34에 근

거를 두고 있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용접 관리에 대한 허용기준을 

따름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

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

사에 관한 규정”의 품질기준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델타페라이트 양에 대한 허용기준은 

안전규제지침 3.14 (또는 RG 1.31)에 기술되어 있다. 이 허용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1) 용가재(filler metal)의 델타페라이트 함유량

2) 페라이트 측정

3) 계측(instrumentation)

4) 시험 결과의 허용 여부

5) 용접 패드(weld pad)를 이용한 입증 시험에 대한 서류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에 대한 허용기준은  

RG 1.34, “일렉트로슬래그 용접 특성관리”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은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기기의 제작에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용접사의 재인정에 대한 기준이 안전규제지침 3.18, (또는 RG 1.71)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1) 제작 용접시 접근 상태가 용접부로부터 어떤 방향으로도 30～35 cm(12～

14 inch) 보다 작을 때, 기량 인정을 위하여 용접사에 대한 시험이 요구

된다.

2) 접근 제한 상태가 달라지거나 KEPIC-MQ “용접”에 기술된 필수변수가 변

경되는 경우에는 자격의 재인정이 요구된다.

마.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관 제품의 비파괴검사는 KEPIC-MN의 적용 가

능한 규정을 따름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

등급 및 규격“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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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의 요건이 만족된다. 허용기준은 KEPIC-MNB 2550

에서 MNB 2570까지 기술되어 있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 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재료시방

각 주요 압력보유 기기 또는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에 대한 재료시방을 

KEPIC-MD, MN에서 허용하는 시방과 안전규제지침 3.1. “구조물, 계통 및 기기

의 규격 및 기준 적용에 관한 세부 사항” (또는 RG 1.84)에 있는 재료에 대한 적

용사례와 비교한다.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재료시방에 대한 예외를 명확하게 확인

해야 하며, 그 근거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예외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이전의 사

례를 고려하여, 제안된 예외가 허용될 수 있는지 판정한다.

NUREG-1823 및 NRC Generic Letter 97-01에 기술된 바와 같이, 운전경험을 

보면 일부 Ni-Cr-Fe 합금(예: Alloy 600 및 관련 용접재인 Alloy 82/182 재료)은 

응력부식균열에 민감하다. PWR의 원자로 상부헤드(관통 노즐 포함)에 대한 임시 

검사 요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NRC Order EA-03-009가 제정되었다. Alloy 690 및 

관련 용접재인 Alloy 52/152 재료는 기존의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에 사용되었

던 Alloy 600에 비하여 부식 저항성이 개선된 것이다. Ni-Cr-Fe 합금이 원자로 냉

각재 압력경계에 사용되어야 한다면 Alloy 690 재료가 바람직하다. 만약 Alloy

600 재료를 사용한다고 제시되어 있다면, 원자로 냉각재에 노출되는 것과 같은 

예상되는 환경조건에서 Alloy 600 재료 사용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주는 기술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검토자는 운전경

험 및 운전조건에 기초하여 강화된 검사 요건이 적합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확

인하여야 한다. 특히 모든 원자로 냉각재 환경조건에서의 Ni-Cr-Fe 합금의 부식 

및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에 초점을 두어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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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을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에 사용할 때는 

원자로 냉각재 운전온도와 같이 예상되는 환경조건하에서 설계수명기간동안 그 건

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파괴인성을 갖는 재료특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원자로 냉각재와의 적합성

각 검토단계에서 제출되는 다음의 자료를 검토한다.

가. 건설허가 검토단계

1) 운전 중 재료가 노출될 수 있는 원자로 냉각재, 오염물질, 방사선분해 생성물

에 대한 재료의 적합성을 기술한 설명과 원자로 냉각재에 노출되는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내의 기기 재료에 대한 목록

2)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제작 재료의 목록과 외부 단열재에 대한 재료의 적

합성을 기술한 설명과 냉각재 누설시 주위 환경에 대한 재료의 적합성을 기

술한 설명

3) 염화물 및 불화물 이온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테인리스강 기기

에 취해진 제작 및 세정 관리

나. 운영허가 검토단계

1)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출기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III.2.가.항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

3. 페라이트계 재료의 제작 및 공정

가. II.3.가.항에 언급된 허용기준을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괴인성 시험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다. 샤르피 V-노치 충격 및 낙중시험이 포함된다. 시험내용

을 검토하고 시험편의 위치와 방향을 검토한다. 본 안전심사지침 II.3.가.3)항에 

있는 허용기준을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기 및 장비의 보정에 관한 자료

를 검토한다.

파괴인성 시험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KEPIC-MNB 2300 및 MNZ의 부록 G

와 10 CFR 50, Appendix G 요건에 따라 이 시험이 수행된다는 것을 예비안

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KEPIC-MNB 2300에 기술된 10 CFR 50,

Appendix G에서 요구하는 충격시험이 완전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제5.2.3절 개정 6 - 2018. 12- 14 -

나. 페라이트계 강에 대한 용접 관리를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1) 본 안전심사지침 II.3.나.1)항에 있는 허용기준을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저합금강 용접에 대한 예열 온도의 관리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다.

2) KEPIC-MN에서는 KEPIC-MQ, “용접”의 요건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그 요건

중 하나는 제작 용접에 대한 용접사 자격인정이다. 그러나 실제 용접이 수행

되는 공간의 제한성을 모사한 조건하에서 용접사에 대한 자격인정을 수행함

으로써 직접적인 육체적, 시각적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에서의 용접이 만족스

럽게 수행될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KEPIC-MQ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안전규제지침 3.18 (또는 RG 1.71)에는 KEPIC-MQ를 보완할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본 안전심사지침 II.3.나.3)항에 있는 허용기준을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다.

3)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으로 피복 용접할 때 저합금강 피복 하부에 발

생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와 관련하여, 본 안전심사지침 II.3.나.4)항

에 있는 허용기준을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

토한다.

다. 페라이트계 관 제품 검사에 대한 초음파 탐상검사 방법이 KEPIC-M NB 2550

에서 MNB 2570까지 명시되어 있다.

4.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제작 및 공정

가. 다음 사항에 대해 본 안전심사지침 II.4.가.항에 기술된 허용기준을 따르는지를 

검토한다.

1) 냉각 속도, 담금질액(quenching media)를 포함하는 용체화처리 공정의 적절한 

단계

2) 안전규제지침 3.15 (또는 RG 1.44)에 기술된 바와 같은 용접중 예민화를 막기 

위한 방법

3) 안전규제지침 3.15 (또는 RG 1.44)에 기술된 바와 같은 예민화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수단.

위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나. 본 안전심사지침 II.4.나.항에 있는 허용기준을 따르는지를 다음과 같이 검토한

다. 응력부식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오염물질에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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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기 제작 및 원자로 건설의 모든 단계 

동안에 공정관리가 실시됨을 확인한다. 고온처리 및 수압시험 이전 단계에서 

모든 세정 용액, 가공 화합물(processing compound), 탈지제(degreasing

agent), 다른 이물질을 기기 표면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확인한다. 예

민화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피클링이 방지되었음과, 설치하는 동안 

마감면을 세정할 때 사용한 수질이 이 지침 II.4.나 항에 있는 허용기준을 따르

는지 확인한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연마 작업에 대한 관리 수단을 검토하고 응

력부식균열을 일으키는 오염을 방지하고 냉간작업이 최소화되어 있는지를 확

인한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 과도하게 냉간가공되면 응력부식균열에 취

약하게 되기 때문에, 본 안전심사지침 5.2.3절의 II.4.나.항에 있는 허용기준에 

따라 항복강도에 상한치가 주어졌는지를 확인한다.

다. 단열재 종류를 결정하고, 기기 제작에 사용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단열재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다.

적합성 여부는 반사체형 금속 단열재의 사용과는 무관하며 주로 비금속 단

열재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 사용된 모든 재료가 본 안전심사지침 II.4.항의 허

용기준을 따르는지를 검토한다. 안전규제지침 3.17 (또는 RG 1.36)에 상응하는 

방법에 따라 재료가 화학분석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용출되는 오염물질의 

수준이 단열재 사용으로 인한 스테인리스강의 응력부식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

임을 확인한다.

라.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델타페라이트 관리에 관한 사항이 본 

안전심사지침 II.4.라.항의 허용기준을 따르는지를 검토한다. 용가재에 대한 적

절한 시험이 수행되었고 재료시험 성적서(CMTR)를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신

청자의 프로그램이 안전규제지침 3.14 (또는 RG 1.31)에 기술된 규제입장 및 

II.4.라항에 규정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르는지를 확인한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대해,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

시, 용접사 자격인정에 대한 검토는 본 안전심사지침 III.3.나.3) 항에 기술된 페

라이트계 강에 대한 것과 같다.

마.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관 제품의 비파괴시험에 대한 검토

는 본 안전심사지침 III.3.다.항에서 기술한 페라이트계 제품에 대한 것과 같으



제5.2.3절 개정 6 - 2018. 12- 16 -

며, 허용기준은 본 안전심사지침 II.4.마.항에 기술되어 있다.

바. 주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원자로 냉각재 온도에서의 열취화에 민

감하다. 따라서 주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대체 재료를 검토하여 원

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재료에 주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사용을 제

한하여야 한다. 주조 재료가 사용될 때 재료가 받게 될 온도 범위와 재료의 페

라이트 양을 특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안된 재료의 특성과 제조 방법이 원전

의 설계수명기간 동안에 충분한 파괴인성을 확보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용접부를 갖는 주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를 가동전 검사 및 

가동중 검사할 때 초음파 탐상검사 기법을 사용한 검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

여야 한다.

5. 일반사항

만약 안전성분석보고서나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에 있는 자료가 적절한 허용기

준을 만족시키지 않거나, 또는 제출된 자료가 허용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입증

하기에 부적절하다면, 추가 자료를 요구한다. 이때, 필요한 추가 자료와 함께 안전

성분석보고서나 운영기술지침서에 필요한 변경사항도 함께 요구한다. 이 요청에 

대한 응답 자료가 해당 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지를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기기 제작에 사용된 재료는 그 시방을 확인하였으며 

KEPIC-MN의 요건을 따르고 있다. 재료시방에 대한 위 전력산업기술기준의 규정을 따

름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와 원자

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의 품질기준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원자로 냉각재에 노출된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재료들을 확인하였으며, 모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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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화학적으로 관리되는 원자로 냉각재와 적합하다. 이 적합

성은 많은 시험을 통하여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임으로써 입증되었다. 이것은 또한 안

전규제지침 3.15 (또는 RG 1.44)의 권고를 따르고 있다. 피복되지 않은 탄소강 및 저합

금강을 제외한 모든 재료의 일반 부식은 무시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들에 대해서,

KEPIC-MN 요건에 따라 모든 노출된 표면에 대하여 보수적인 부식 허용치가 주어져 

있다. 적합성에 대한 위의 입증과 전력산업기술기준의 규정을 만족시킴으로써, 환경조

건에 대한 기기의 적합성과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재료는 사용된 단열재에 대하여 적합하며 안전규제지침 

3.17 (또는 RG 1.36)의 권고를 따르고 있다. 위의 권고를 따름으로써, 원자로 냉각재 압

력경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생확률이 극히 낮

도록 설계․제작․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페라이트계 강 관 제품과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관 제품은 KEPIC-MN의 규

정에 따른 비파괴 시험에 의해 허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15) “원자

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의 품질기준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전력산업기술기준 및 10 CFR 50, Appendix G 에서 요구하고 있는 파괴인성 시험

은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내의 모든 압력보유 기기가 비연성 거동(nonductile

behavior)이나 급격한 균열의 전파에 대한 적절한 안전여유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공하고 있다. 안전 운전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행된 파괴인성 시험의 결과와 

KEPIC-MNZ의 부록 G의 적용은 운전, 시험, 보수, 가상사고 상태 동안에 적절한 안전

여유도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따름으로써,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생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

계․제작․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페라이트계 강 용접의 용접 예열온도에 관한 관리 방법은 안전규제지침 3.13 (또는 

RG 1.50) 또는 검토자가 대안으로서 이미 승인한 주계약자(Vendor)의 특정기술주제보

고서의 권고사항을 따른다. 상기 관리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저합금강으로 만들어진 

기기의 제작 중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있으며, 용접부위에 남아있는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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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응력으로 인한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관리 방법은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의 품질기준 요건을 만족시키

고 있다.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곳에서의 페라이트계 강 용접에 대한 관리 방법은 안전규제

지침 3.18 (또는 RG 1.71)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으며, 용접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용

접사 재인정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장하였다. 이 관리 방법은 또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

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의 품질기준 요건을 만족시켰다. 저합

금강 기기에서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피복 용접에 취해진 관리 방법은 안전

규제지침 3.16 (또는 RG 1.43)의 권고사항을 따랐다. 이 관리 방법은 피복하부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용접이 제한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하였다. 이 관리 방법은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의 품질기준 요건을 만족시키

고 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기기들의 응력부

식균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법은 냉간가공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의 항복강도를 최고 620 MPa(90,000 psi)로 제한하며 안전규제지침 3.15 (또는 RG

1.44)와 RG 1.37, “수냉각 원자력발전소 유체계통 및 관련 기기의 세정에 대한 품질보

증 요건”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다. 과도한 항복강도, 예민화 및 오염을 막기 위하여 

재료 선정, 제작, 검사 및 보관하는 기간동안에 취해지는 위의 권고사항에 따른 관리 

방법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기기들이 

운전중 응력부식균열에 대한 취약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하고 있다.

이 관리 방법은 환경조건에 대한 기기의 적합성과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과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

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생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제작․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

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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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에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을 용접하는 동안에 취해

진 관리 방법은 안전심사지침 3.14 (또는 RG 1.31) 및 RG 1.34, 안전규제지침 3.18 (또

는 RG 1.71)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은 관리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으로 제작된 기기들의 용접부에서 용접 시 미세균열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높은 

구조적 건전성을 가질 것이라는 보장을 하고 있다. 이 관리 방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

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의 품질기준 요건을 만족시키며 원자

로 냉각재 압력경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생확

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제작․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주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을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에 사용할 때는 원자

로 냉각재 운전온도와 같이 예상되는 환경조건하에서 설계수명기간동안 그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파괴인성을 갖는 재료특성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따라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15) “원자

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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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2.4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가동중검사 및 시험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41조 및 제63조는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를 구성하는 기기들의 구조적 건전성과 누설 밀봉을 수명기간동안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따른 검사와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가동중검사(Inservice Inspection, ISI) 계획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

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ASME Sec. XI

및 미국 10CFR50.55a의 요건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가동중검사(ISI)에는 

KEPIC-MN, MNB-5280(가동전비파괴검사)요건에서 규정된 발전소 초기 시운전 이전의 

가동전검사(Preservice Examination)가 포함된다.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를 구성하는 기기의 가동중검사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검토한다.

1. 검사대상 계통의 범위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코드등급 1 기기로 구성된 부분(단, 증기발생기 세관 제

외)에 대한 가동중검사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2. 접근성

KEPIC-MI 적용대상 기기의 접근성에 대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관련된 

기술내용을 검토한다. 또한, 검사원이 접근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방사선 지역내의 

검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원격 접근 장비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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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범주 및 방법

KEPIC-MI MIA, "일반요건" 및 MIB, "1등급 기기"에 관련된 기술내용을 검토한

다.

4. 검사주기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와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된 검사계획을 검토

한다. 또한, 핵연료재장전 보수 정지(Refueling Outage)기간과 같은 주기적인 검사

기간 동안에 수행되는 검사를 검토한다.

5. 검사결과의 평가

가. 가동중검사시 검출된 구조적 결함 지시에 대해 제안된 평가 방법을 검토한다.

나. 가동중검사시 검출된 허용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을 가진 기기에 대해 제안된 

보수 절차를 검토한다.

6. 계통압력시험

KEPIC 코드등급 1 기기의 계통압력시험에 관한 기술내용을 검토한다.

7. 코드면제

KEPIC MIB-1220, "비파괴검사 면제대상기기"에 의해 허용된 코드면제 사항을 검토

한다.

8. ASME Code Case (또는 KEPIC 적용사례)

Regulatory Guide(이하 "RG") 1.147에 반영된 ASME Code Case(또는 KEPIC 적용

사례)를 가동중검사계획과 연계하여 사용할 경우 이의 적용성을 확인한다. RG

1.147에 반영되지 않은 ASME Code Case 적용 시 사안별로(a case-by-case) 검토

되어야 한다.

9. 가상배관파단 면제설계를 고려한 강화 가동중검사(ISI)

격납용기 관통부 격리밸브 사이의 고에너지유체계통 배관의 가상배관파단 면제설

계를 고려한 강화 가동중검사(ISI)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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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검사 프로그램 

입계응력부식균열(IGSCC), 급수 및 제어봉구동장치 노즐, 붕산 누설 및 노내 중성

자 감시계통 Thimble tube의 건전성 등에 대한 강화가동중검사를 포함하는 검사

계획에 규제입장이 고려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가동중검사 및 시험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코드등급 2 및 3 기기와 격납건물 격리밸브 사이의 고 에너지 유체계통 배관에 

관한 가동중검사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6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2. 볼트 및 나사고정구의 건전성 보증 프로그램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

침 3.13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3. 증기발생기 세관의 가동중검사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5.4.2.2절 검토주관부

서에서 수행한다.

4. 원자로용기 감시시험계획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5.3.1절 및 5.3.3절 검토주

관부서에서 수행한다.

5. 계통 및 기기의 등급분류가 품질그룹 지침 및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2절 및 5.2.1.1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6. 신청자가 가동중검사 계획 연계하여 사용하는 KEPIC 적용사례 또는 ASME Code

Case의 적용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5.2.1.2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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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를 구성하는 기기들의 주기적인 검사 및 시험과 관련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및 제41

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의 규정 

2.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를 구성하는 안전등급 1 기기의 검사 및 시험의 요건과 관련

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ASME Sec. XI 및 미국 10CFR50.55a의 규정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하야하고, 또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검사대상 계통범위

모든 코드등급 1의 압력유지 기기(그리고 지지 구조물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KEPIC-MI

검사 및 시험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검사대상 계통범위에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부분인 모든 압력용기, 배관, 및 펌프 또는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연결되는 밸브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밸브까지 포함된다.

가. 1차 원자로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배관계통의 최외곽 격납건물 격리밸브

나. 1차 원자로 격납건물을 관통하지 않는 배관계통에서 원자로 운전중 폐쇄되어 

있는 두개의 밸브중 두 번째 밸브

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안전 및 방출 밸브

2.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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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기기의 설계 및 배열(Arrangement)에 있어서 KEPIC MIA-1500, "접근성"에 따

라 가동중검사를 위한 충분한 접근성이 고려되어 있으면 타당하다.

3. 검사범주 및 방법

신청자의 가동전검사 또는 가동중검사에 적용된 검사 기법 및 절차가 아래의 기

준을 따라야한다.

가. 육안검사, 표면검사, 및 체적검사에 대한 방법, 기법, 절차 등은 KEPIC MIA-2000,

MIB-2000, "비파괴검사 및 가동중검사"에 있는 기준을 만족하면 승인할 수 있다.

나. 대체검사 방법, 여러 방법의 조합, 또는 새로 개발된 기법이 KEPIC Code의 

규정된 방법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경우 허용 가능하다. 이러한 대체 검사방법

에 대한 허용기준은 KEPIC MIB-3000, "합격표준"에 있다.

다. 초음파 탐상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자격인정 시험에 관한 방법, 절차, 요건 

은 KEPIC-MI 부록 VII(초음파탐상검사원 자격인정)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라. 결함검출 및 크기 평가의 초음파 탐상검사 절차, 장비, 검사원에 대하 기량검

증은 KEPIC-MI 부록 VIII(초음파탐상검사 시스템에 대한 기량검증)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 검사주기

요구된 검사 및 압력시험은 각 10년 가동주기, 즉 검사주기(Inspection Interval)

동안에 완료되어야 한다. 또는 검사프로그램의 계획일정은 KEPIC-MI의 검사주기

와 관련된 MIA-2000, "비파괴검사 및 가동중 공인검사"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5. 검사결과 평가

가. 검사결과의 결함평가 기준은 KEPIC-MI, MIB-3000, "합격표준"을 만족하면 적

절하다.

나. 결함이 있는 기기의 보수 및 교체에 대한 계획은 KEPIC-MI, MIA-4000, “보수

/교체 활동"을 만족하면 적절하다. 보수 또는 교체의 필요성을 설정하는 기준

은 KEPIC MIB-3000, "합격표준"에 기술되어 있다.

6. 계통압력시험

KEPIC 코드 등급 1 압력유지 기기에 대한 계통압력시험 프로그램은 KE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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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B-5000, "계통압력시험"의 요건과 운영기술지침서의 가열, 냉각 및 계통 수압시

험의 운전제한요건을 만족하면 적절하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사항이 

IWB-5000 요건보다 더 엄격한 요건일 수 도 있다.

7. 코드면제

KEPIC MIB-1220, "비파괴검사 면제대상기기"의 기준을 만족하면, 코드 검사의 면제

가 허용되어야 한다. 신청자의 프로그램에 KEPIC 코드에 따른 면제사항은 열거되

어야 한다.

8. ASME Code Case (또는 KEPIC 적용사례)

FSAR에 참조된 ASME Code Case(또는 KEPIC 적용사례)는 적용성 및 RG 1.147

의 준수여부를 검토한다. 만약, RG 1.147에 반영되지 않은 ASME Code Case 적

용시 사안별로(a case-by-case) 검토하여 허용될 수 있다.

9. 가상배관파단 면제설계를 고려한 강화 가동중검사(ISI)

검토자는 격납용기관통부 격리밸브사이의 고에너지유체계통 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화된 가동중검사가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가. 보호장치, 배관휩구속물(pipe whip restraints), 지지구조물, 가드관(guard

pipe)은 KEPIC-MI에 규정된 가동중검사 수행에 필요한 접근에 방해가 되어

서는 안된다.

나. 격납건물 격리밸브 사이의 고에너지 유체계통 배관부분에 대하여, 각 검사주

기 동안에 원주 및 길이 방향의 배관 용접부에 대한 체적 검사(volumetric

examination)가 100% 수행 가능해야 한다.

다. 가드관에 둘러 싸여 있는 고에너지 유체계통 배관부분에 대하여, 원주방향의 

배관용접부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드관에 검사구(inspection

port)를 만들어야 한다. 이중 차단벽 격납 구조물의 환형공간(annulus) 사이

를 통과하는 가드관 부분에 검사구가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라. 검사대상 영역은 KEPIC-MI, MIB-2000에 있는 KEPIC 등급 1 배관 용접부에 

대한 검사범주에 따라 검사 영역이 정해져야 한다.

10. 기타 검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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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토자는 신청자가 Generic Letter(이하 “GL") 88-05에 기술된 바와 같이, 붕

산누설에 의한 원자력압력경계의 부식을 발견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검토자는 신청자가 Bulletin 88-09에 기술된 바와 같이, 웨스팅하우스사형 발

전소의 노내 중성자 감시계통 Thimble tube의 건전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

기 위한 검사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검토

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

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검사대상 계통의 범위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자료가 본 안전심사지침의 II.1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지 검토하며,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대한 신청자의 정의와 허용기준 사이의 차이

점이 명시되고 그 적합성이 뒷받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검토한다. (예 : "원자로 용기가 단조링(forged ring)으로 만들어졌으므

로 노심대 부위(beltline region)에 길이방향 용접부(longitudinal welds)가 없음.")

2. 접근성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시된 접근성에 관한 자료가 본 안전심사지침의 II.2의 허용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검토한다. 검토자는 KEPIC MIB-2000, "비파괴검사 및 가

동중검사"에 있는 제시된 계통기기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위한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원전 기동이후 방사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기기에 대한 원격검사를 위한 적절

한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기기들에는 노심대 용접부(beltline

weld)와 원자로용기 노즐 내부 표면이 포함된다. 검토자는 정기적인 가동중검사용 

원격검사 장치의 타당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원격검사 장치가 가동전검사에 사용

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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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범주 및 방법

신청자에 의해서 기술된 검사기법이 본 안전심사지침의 II.3의 허용기준과 일치하

는지 확인한다. 만약 대체 검사방법이 제안되었을 경우, 그 결과가 KEPIC-MI,

MIA-2200, "비파괴검사방법," 및 IWB-2200, "가동전비파괴검사"의 방법과 동등하거

나 우수한 지를 검토하고, 또한 KEPIC MIA-3000, "합격표준"의 허용기준에 부합

되는지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가동중검사 계획중 비파괴검사원의 자격인정 및 자격 재인정이 

KEPIC-MI의 관련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추가로 초음파탐상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에 대해서는 KEPIC-MI 부록VII, “초음파탐상검사원 자격인정”의 요건을 만

족하여야 한다. 초음파 탐상검사시스템에 대해서는 가동중검사 계획이 원자력안전

위원회고시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의 이행요건을 준

수하고, KEPIC-MI 부록 VIII, “초음파탐상검사 시스템에 대한 기량검증”의 요건

을 만족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검사주기

가동중검사 계획에서 모든 부위 및 기기에 대한 검사일정이 본 안전심사지침 II. 4

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5. 검사결과의 평가

신청자에 의해서 제출된 기준이 본 안전심사지침 II. 5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다

음과 같이 검토한다.

가. 검토자는 신청자의 검사 평가기준이 KEPIC-MI, MIB-3000, "합격표준"을 만

족하는지 확인한다.

나. 검토자는 신청자의 보수절차 기준은 KEPIC-MI, MIA-4000, “보수/교체 활동"

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다. 신청자의 기준이 원자로 압력용기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검사와 관련하여 RG

1.150에 규정되어 있는 지침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6. 계통압력시험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시험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가 본 안전심사지침 II. 6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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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결정한다. 운영기술지침서의 가열, 냉각, 그리고 계통수압시

험의 운전제한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참조되어야 한다.

7. 코드 면제

검토자는 KEPIC 검사요건에 대한 면제가 KEPIC MIB-1220, "비파괴검사 면제대상

기기"의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8. 검사 요건에 대한 완화요청

검토자는 신청자가 기기의 설계, 형상, 재료의 제한에 의해 코드 요건을 실제 적

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입증하였는지 확인한다.

9. ASME Code Case (또는 KEPIC 적용사례)

가동중검사 프로그램에 적용된 KEPIC 적용사례 또는 ASME Code Case가 규제입

장 및 RG 1.147에 따라 적용가능한지 확인한다.

10. 가상배관파단 면제설계를 고려한 강화 가동중검사(ISI)

가동중검사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검사프로그램이 격납용기관통부 격리밸브사이의 

고에너지유체계통 배관 검사계획이 본 안전심사지침 II.9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11. 기타 검사계획

검토자는 GL 88-05에 기술된 바와 같이 붕산 누설에 의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의 부식 및 노내 중성자 감시 Thimble tube의 건전성에 대한 검사 계획이 수립되었는

지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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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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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가동중 유해한 결함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선정된 용

접부 및 용접열영향부는 발전소 기동전과 수명기간동안 주기적으로 검사될 것이

다. 신청자는 가동중검사계획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ASME Code 및 미국 

10CFR50.55a 요건의 규정을 따를 것이라는 것을 기술하였다.

원자로냉각재 계통의 설계에는 해당 적용유효년도까지의 추록(Addenda)을 포함

하여 해당 적용유효년도판(Edition) KEPIC-MI에 따라 가동중검사의 접근성에 관

한 요건을 반영하고 있다.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서 검사원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의 원격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장비가 개발 및 설치될 것

이다(또는 설치되어 있다). 가동중검사 계획은 가동전검사에 관한 계획과 가동중

검사에 관한 계획으로 구성 되어있다. KEPIC-MI의 요건에 따라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압력유지 기기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와 압력시험을 실시함으로, 가동

중에 발생되는 구조적인 열화 또는 기밀성 상실의 징후를 적절하게 감지하여 부

품의 안전기능이 저하되기 전에 보수할 수 있다는 보증을 제시하고 있다. 코드에

서 요구하는 가동중검사 요건에 대한 준수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41조 및 제63조의 요건을 만족하는 허용근거가 된다.

검토자는 가동중검사 계획은 타당하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압력경계”,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제63조, “시험·

감시·검사 및 보수“ 요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

중 검사에 관한 규정” 을 만족한다고 결론짓는다. 이 결론은 검토결과, 신청자의 

계획이 KEPIC-MI 요건에 만족하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신청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41조 및 제63조, 원자력안

전위원회고시(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의 규정에 만족하

게 원자로압력경계의 가동중검사 계획과 이행계획을 기술하였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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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2.5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누설탐지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reactor pressure boundary, RCPB) 누설탐지계통은 원자로냉

각재 누설을 탐지하고, 실제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누설원(leakage source)을 규명하

기 위하여 설계된다.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누설탐지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및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

경계” ②항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확인

한다.

1. 본 계통이 원자로냉각재 누설원의 위치를 실제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규명할 수 

있는지 여부

2. 본 계통이 확인 및 미확인 누설원을 분리해서 감지하고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3. 본 계통이 각 누설탐지계통에 적합한 지시기와 경보기를 주제어실에 확보하고 있

는지와 지시기의 해석을 통해 누설률을 쉽게 규명할 수 있는지 여부

4. 본 계통이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와 연결된 계통들로의 계통간 누설 (inter-system

leakage)을 감시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누설탐지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

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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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절 및 3.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기기에 대한 내진 및 품질등급 분류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2.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9.1절부터 3.9.3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

서 기기 및 배관이 적용 코드 및 기준에 따라 설계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10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기계 및 

전기 기기의 내진범주 I급 계측기에 대한 내진검증을 검토한다.

4.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비정상, 사

고 및 사고후 환경조건에서 계통설계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계통의 환경성

능을 검토한다.

5. 중대사고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2.4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의 격

납건물 격리능력을 검토한다.

6.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내 기

기가 가동중검사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가동조건과 건설 재질의 호

환성을 검토한다.

7.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7.5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적절한 운

전을 위해 요구되는 탐지 및 제어용 전기기기의 설계, 설치, 시험 및 검사의 적합성

을 검토한다.

8.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8.3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적절한 운

전을 위해 요구되는 동력 제공용 전기기기의 설계, 설치, 시험 및 검사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9.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6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운영기술지

침서의 관련 기술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10.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품질보증계

획서의 관련 기술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누설탐지계통의 전체적인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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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가 다음의 규제요건과 허용기준을 따르고 있으면 본 계통의 설계는 타당하다.

규제요건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안전

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

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②항 : 원자

로냉각재압력경계는 원자로냉각재 누설을 신속히 탐지할 수 있는 설비와 가능한 

한 누설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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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내진설계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허용기준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규제방침 C.1 및 C.2에 근거한다. 본 

요건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능력의 

상실 없이 지진을 포함한 자연현상의 영향에도 견디도록 설계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누설탐지계통은 지진후 압력경계의 손상을 조기 감지하

기 위하여 누설을 탐지하며, 그리하여 냉각재 보충계통 능력 이상으로 누설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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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증가되기 이전에 압력경계 손상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다.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에서는 안전정지지진의 영향에 견디도

록 설계되어야 하는 계통을 파악하고, 등급화하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기술하고 있

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과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의 적용은 발전소 운전원이 지진후 압력경

계 누설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신

속한 탐지 및 대응은 심각한 냉각재상실사고의 가능성을 감소하키기 위함이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②항의 요건

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누설탐지계통은 적어도 3가지의 독립

적인 탐지방법을 채택해야 하며, 수용 가능한 탐지방법은 (1) 집수조 수위나 유량 

감시, (2) 공기중 방사능 입자 감시 및 (3) 격납건물 대기 습도 감시이다. 상기 누

설탐지 설비 이외의 방법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수준의 허용 가능한 신

뢰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누설탐지설비는 1시간에 1 gpm의 누설률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요건과 허용기준의 만족은 운전원이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손상을 조기 감지함으로써 누설이 탐지되지 않을 가능성과 심각한 냉각재상실사고

로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것이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다음에 기술된 심사절차들로부터 특정한 경우에 적합한 검토자료를 선택

할 것이다. 이런 심사절차는 안전심사지침에 규정된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동 심사지

침 II항에 규정된 허용기준과 편차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대체방안이 관련 규제요

건을 준수할 수 있을 만큼 허용가능한지 신청자의 평가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건설허가 심사시에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 근거 및 예비설계내

용이 II항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운영허가 검토시에는 초기 설계기준 및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

종설계로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검토주관부서인 계통성능분야의 요청에 따라 협조부서에서는 Ⅰ항에 언급된 검토분

야에 대한 검토정보를 제공한다. 계통성능분야의 검토자는 심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필

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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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자는 확인누설이 탱크 또는 집수조에 수집되며, 확인 누설률을 얻기 위하여 

누적 누설률이 감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확인누설이 미확인 누

설을 은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설이 수집, 감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검토자는 확인 누설과 별도로 미확인 누설을 수집, 탐지 및 감시하는 수단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누설이 별도의 장소로 수집되지 않고, 집수조 또는 탱크로 쉽

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바닥배수계통을 검토한다. 수

증기로 급속하게 기화되는 고온계통으로부터의 누설은 격납건물 대기 습도를 증가

시키고 응축되므로 격납건물 대기 습도 감지기가 격납건물로의 누설을 쉽게 감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검토자는 신청자가 모든 잠재적인 계통간 누설경로를 파악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

다. 검토자는 각 유로에 있는 계기가 계통간 누설을 올바로 지시하기에 적합한지 

여부와 사고해석에서 가정한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합한 감시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계통간 누설을 탐지하는 방법으로는 방사능, 압력, 온도,

유량 및 압력방출밸브의 작동 지시 및 냉각재 재고량 평형측정 방법 등을 고려한

다. 표 1은 계통간(Inter-system) 누설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계통 및 기기들을 

보여주고 있다.

4. 검토자는 원자로 정지를 요구하지 않는 모든 지진 사건에 대하여 누설탐지계통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안전정지지진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공기중 입자

방사능 감시계통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검토자는 모든 누설탐지계통에 대한 지시기 및 경보가 제어실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집수조와 같은 직접적인 수위 지시계통은 보통 L/m(gpm)으로 

나타내고, 공기중 입자방사능 감시계통과 같은 간접적인 지시계통은 계수율

(Counts/minute)로 나타낸다. 검토자는 주제어실 운전원이 계수율을 누설률

(L/m(gpm))로 신속히 변환시킬 수 있는 도표나 그림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단

위 변환절차가 감시되는 동위원소 및 원자로냉각재의 방사능을 고려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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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미확인 누설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조치를 개시해야 하는 누설값의 급증으로

부터 기저값(Background)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기저(Background) 누설을 연

속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누설감시가 전산화되어 있으면, 후비절

차가 수립되어 있어 운전원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검토자는 탐지계통의 민감도와 및 감응도가 발전소 예상 운전조건의 전 범위를 포

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누설률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측기

와 방법이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7. 검토자는 방사선 감시계통을 운전중 시험과 교정이 가능하도록 감시계통내에 방사

선원 점검선원(Check source)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집수

조 수위 또는 유량 감지계통을 시험하고, 교정할 수 있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또한 공기중 방사능 입자 감시 및 격납건물 대기 습도 감시기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와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누설량으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시험과 교정 주기는 정당화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바닥배수계통이 주기적인 시험을 통하여 막혀 있는지를 점검하여 운전가능성이 보

장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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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누설탐지계통은 집수조 수위계나 유량계, 대기 방사능입자 감

시기 및 대기 습도계, 기타 신뢰할 수 있는 계측설비 등을 조합적으로 사용하여 원자

로냉각재압력경계 기기로부터의 누설을 신뢰성 있게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기기로부터의 누설을 감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누설탐지계통은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압력 보유기기에서 진행되어 운전중 냉각재 누설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기능 저하가 적절한 시간 내에 감지되어 그러한 손상이 계통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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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위협하기 훨씬 전에 또는 냉각재 보충수계통의 용량이상으로 냉각재 누설이 증

가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한다.

검토자는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누설탐지계통의 설계가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도 

안전기능을 유지하고 수행하기 위한 능력과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을 만족하며, 원자로냉각재 누설원에 대한 탐지, 확인 및 감시와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②항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결

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 사항에 근거한다.

1.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의 규제방침 C.1 및 C.2를 만족함으로써 

지진이 일어난 경우에도 안전기능을 유지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계통능력에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

건을 만족하며,

2. 원자로 냉각재 누설원에 대한 탐지, 확인 및 감시와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②항의 요건을 만족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3. Regulatory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4. Regulatory Guide 1.45, "Reactor Coolant Pressure Boundary Leakage Detection

Systems."

5. Regulatory Guide 1.45, "Guidance on Monitoring and Responding to Reactor

Coolant System Lea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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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연결되어 계통간 누설감시가 요구되는 계통 및 기기

번호 계통 및 기기

1 축압기

2 안전주입계통 (고압 및 저압)

3 가압기 방출탱크

4 증기발생기의 2차측

5 잔열제거계통 (흡입구 및 배출구)

6 원자로냉각재펌프 열차폐벽의 2차측

7 잔열 또는 붕괴열 제거 열교환기의 2차측

8 유출관 열교환기의 2차측

9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수 열교환기의 2차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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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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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원자로 용기 재료

검토주관부서 : 기계재료평가실

제․개정 

번   호

작   성 확   인 부  분   개  정

성 명 일 자 성 명 일 자 쪽 작성자 확인자 일자

0 ‘92.4 ‘92.4

1 ‘93.5 ‘93.5

2 ‘99.10 ‘99.10

3 김진수 '09.12 정해동 '09.12

4
김상현
홍진기
송명호

‘14.11 김용범 ‘14.11

5
김상현
남태흠
송명호

`15.11 김용범 `15.12

6 김진겸 `18.10 이상민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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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3.1절 원자로 용기 재료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용기 재료에 대하여 다음 분야를 검토한다.

1. 재료시방

원자로용기 및 원자로용기 부속물(예; 쉬라우드 지지물, 스터드, 제어봉 구동 하우

징, 원자로용기 지지물 스커어트, 스터브 튜브, 계측 설비 하우징) 재료의 시방을 

검토한다. 이 재료가 위와 같은 기기 제작에 적절한지 기계적 성질 및 물리적 성

질, 재료에 대한 방사선 조사효과, 내부식성, 제작성을 근거로 하여 평가한다. 또한,

위의 기기지지물 및 부품에 사용되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텐리스강 및 비철 금속에 

대해 기계적 성질, 응력부식 저항, 제작성에 관한 시방을 검토한다.

2. 기기의 제조 및 제작에 사용된 특수 공정

원자로용기 혹은 그 부속물의 제작 시 사용하는 특수공정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러한 공정이 기기에 적절한 기계적, 물리적 성질을 제공하는지 검토한다. 위의 

특수공정이 재료의 응력부식 특성에 미치는 영향과 비파괴검사상의 특별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가를 검토한다.

3. 특수 비파괴검사 방법

KEPINC MN에 기술된 것과 다른 비파괴 검사 방법을 검토한다. 보정 방법, 검사

장비, 검사 방법, 민감도, 신뢰도 및 적용 기준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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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페라이트계 및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특수 관리 및 특수 공정

페라이트계 및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용접의 특수 관리 및 특수 공정에 대

한 자료를 검토하며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관리 및 공정이 KEPIC 코드에서 벗어

난 정도를 검토한다. 이종금속간의 결합인 안전단(safe-end)용접에 관한 자료를 검

토하며 방법, 공정, 재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검토한다. 또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

인리스강의 표면연마관리에 대하여 재료의 오염가능성 및 과다한 표면가공경화 관

점에서 검토한다.

5. 파괴인성

원자로 압력용기 및 그 부속물에 사용된 페라이트계 재료는 취성거동을 갖지 않으

며, 운전, 보수, 시험 및 예상운전과도 상태 하에서 급격한 파단 가능성이 최소화 

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료의 파괴인성을 검토한다. 원자로 용기 및 부속물 

재료의 파괴인성 시험결과를 검토하며, 샤르피 V-노치(Charpy V-notch) 충격 시험

편, 중량낙하(낙중) 시험편 및 신청자가 포함시킨 다른 시험편을 검토한다.

신청자의 시험 절차를 검토하며 그 타당성을 확인한다.

원자로 용기에 사용된 페라이트계 재료의 성분을 검토하며 구리, 인과 같은 잔류  

원소의 양을 점검한다. 모재, 용접 금속 및 열 영향부에 대해서 수행된 충격시험결

과를 검토하며 시험범위를 점검한다. 특히 재료에 대한 방사선 효과가 가장 심각한 

곳인 원자로 용기 노심대(beltline region) 부분을 점검한다.

재료의 파괴인성은 기준무연성천이온도인 RTNDT에 의해 특성지어 진다. 이 온도는,

낙중시험의 무연성온도와,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값이 지정된 인성수준을 만족시

키는 온도보다 33℃ (60℉) 낮은 온도 중에서 큰 값이다. 충격시험 데이터 및 시험

결과에 재료의 RTNDT가 포함되었는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다.

6. 재료감시

원자로용기 노심대(beltline region)에 사용되는 페라이트계 재료에 대한 중성자 조

사 및 열에 의한 파괴인성 특성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하여 원자로 용기의 재료를 

감시하여야 한다. 감시계획에 따라 원자로 용기에서 정기적으로 인출되는 재료 시

편으로 파괴 인성 시험 데이터를 얻는다. 이 데이터로부터 원자로 용기 가동수명동

안에 적절한 안전 여유도를 가지고 원자로 용기가 가동될 수 있는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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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자로 용기 고정구

원자로 용기 헤드를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스터드(stud) 볼트, 와셔, 너트 또는 기타 

고정구의 재료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다. 모든 요건이 만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

하여 파괴인성을 포함한 기계적 성질을 검토한다. 가동 및 정지동안, 주위 환경 조

건하에서 스터드(stud)가 응력부식균열의 저항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 윤활유 또는 표면처리를 검토한다. 적용 가능한 허용기준과 함께, 초기 건

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파괴시험 절차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원자로용기 재료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볼트 및 나사고정구의 건전성확인 프로그램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3절 

"나사 고정구-안전등급 1,2,3“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원자로 용기 부속품중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과 단열재의 적합성 검토 및 

사용되는 비금속 단열재의 허용여부는 안전심사지침 5.2.3절 "원자로냉각재압력경

계재료"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3. 10 CFR 50.61에 따른 가압열충격으로 부터의 보호를 포함하는 압력-온도 제한에 

관한 원자로용기 파괴인성에 대한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5.3.2절 "압력-온도 

제한치 최대흡수에너지 및 가압열충격"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4. 원자로 용기벽 중성자 조사량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4.3절 "핵설계" 검토

주관부서가 수행한다.

5. 과압보호계통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5.2.2절 "과압보호"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6. 품질보증계획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1 "설계 및 건설단계 품질보증"과 

17.2 "운전단계 품질보증"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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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동정지 위험도 평가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9장 "중대사고 및 위험도 

평가"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여기에는 가동정지동안 원자로용기 노심 계측기 밀

봉테이블 밀봉방법 및 재료의 성능이 포함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취급·저장 및 운송“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7. 설계에 대한 품질기준, 파괴인성 판정 및 감지와 관련된 10 CFR 50.55a

8. 10 CFR 50 Appendix G 와 Appendix H의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파괴인성과 

재료 감시요건에 관련된 “정상운전시 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파괴방지 대책에 대

한 허용기준”인 10 CFR 50.60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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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재료시방

아래에 상술한 바와 같이 재료 시방에 대하여 KEPIC-MN의 규정을 따름으로서, 품

질기준에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2항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가. 원자로 용기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재료 시방은 KEPIC-MNZ의 부록 I에 기술되

어 있으며, KEPIC-MD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재료는 10 CFR 50, Appendix G

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나. KEPIC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의 허용여부는 개별적으로 고려한다. KEPIC-MNZ

IV-1000 및 10 CFR 50, Appendix G의 요건에 따라 제출된 데이터를 근거로 

적합성을 평가한다. 이 데이터는 기계적 성질, 용접성, 재료의 물리적 변화에 

대한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2. 기기의 제조 및 제작에 사용된 특수 공정

기기 제작에 대하여 KEPIC-MN의 규정을 따름으로서 품질기준과 관련된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1조(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2항 그리고 10 CFR 50.55a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KEPIC MNB-4100에 따

라 원자로 용기 및 그 부속물을 제작하고 설치한다. 상기 기기의 제작자 및 설치자

는 KEPIC MNA-8000에 따른 적절한 코드 인증부호를 적용하고 데이터를 보고함으

로써 사용된 재료가 MNB-2000의 요건을 따르며, 제작 또는 설치가 MNB-4000의 

요건을 따라 수행된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3. 특수 비파괴 검사방법

제작 비파괴 검사에 대하여 KEPIC-MN을 따름으로서 품질기준과 관련된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1조(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2항 그리고 10 CFR 50.55a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통상적 방법에 의한 원

자로 용기 및 그 부속물 비파괴시험에 대한 허용 기준은 KEPIC MNB-5000에 기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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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페라이트계 및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에 대한 특수관리 및 특수공정

오스테나이트계 혹은 페라이트계강 기기용접의 특수 관리 및 공정에 대한 허용기

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5조(환

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1항의 1,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및 제80조(취

급·저장 및 운송)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Regulatory Guide(이하 

”RG"), KEPIC 코드 규정, 그리고 기타 규제문서들을 적용한다.

가. KEPIC-MN과 MQ의 용접절차 인증요건에 적합한 용접절차만 사용할 수 있다.

경미한 무압력 부착에만 허용되는 스터드(stud) 용접을 제외하고는, 사용된 모

든 공정은 KEPIC MNB-4300의 요구사항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나. 안전규제지침 3.13 (또는 RG 1.50) "저합금강 용접의 예열온도 관리“ 및 RG

1.34, "Control of Electroslag Weld Properties"에 있는 규제 내용은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용접에 대한 KEPIC-MN과 MQ 기준을 보완한다.

다. 안전규제지침 3.16 (또는 RG 1.43) “저합금강 기기의 스테인리스강 피복용접 관

리”의 규제내용은 스테인리스강으로 피복된 페라이트계 기기 피복 하부균열을 

피하기 위한 허용기준을 제공한다.

라. 안전규제지침 3.14 (또는 RG 1.31) “스테인레스강 용접금속에서의 페라이트량 관리”

및 RG 1.34 "Control of Electroslag Weld Properties"의 규제 내용은 오스테나이

트계 스테인리스강 용접에 대한 KEPIC-MN과 MQ의 기준을 보완한다.

마. 안전규제지침 3.15 (또는 RG 1.44)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 사용 제한”과 

KEPIC QAP-2, “원자력 품질보증 기술기준” Ⅱ.1(원자력발전소 유체계통 및 관

련기기의 세정에 관한 품질보증 요건)는 스테인리스강의 예민화(sensitization)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허용기준을 제공한다.

안전규제지침 3.15 (또는 RG 1.44)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 사용 제한”은 

ASTM A262 Practice A 혹은 E, 또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비예민

화(non-sensitization)를 설명할 수 있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비예민화를 입증

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대한 연마작업의 관리는 응력부식균열을 

야기하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KEPIC QAP-2, “원자력 품질보증 기술

기준” Ⅱ.1(원자력발전소 유체계통 및 관련기기의 세정에 관한 품질보증 요건)

에 기술된 관리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 입계(intergranular) 혹은 응력부식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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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으킬 수 있거나, 사용으로 인해 오염이 될 수 있는 도구들은 오스테나이

트계 스테인리스강의 표면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파괴인성

이 검토분야에 대한 허용기준은 10 CFR 50, Appendix G의 요건을 따르며, 본 허용

기준은 파괴인성에 대한 재료시험 및 허용기준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및 10 CFR 50.60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10 CFR 50, Appendix G는 계통 수압시험, 정상운전상태, 그리고 예상운전과도상태 

동안에 페라이트계 재료로 만들어진 원자로 용기 및 부속물은 파괴인성에 대한 다

음의 최소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페라이트계 재료의 시험은 KEPIC MNB-2300에 따라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량낙하 시험으로 각 재료의 무연성천이온도 (TNDT)를 결정한다.

2) 각 재료는 다음의 KEPIC MNB-2330의 허용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TNDT + 33℃(TNDT+ 60。F )보다 크지 않은(이하) 온도에서 샤르피 V-노치 충

격시험을 실시하여 최소 0.89 mm(35mil)의 측면팽창이 있어야 하며 68J (50

ft-lbs) 이상의 흡수에너지를 가져야 한다.

3) 이 요건이 만족되면 무연성천이온도 (TNDT)는 기준무연성천이온도 (RTNDT) 로 

정의된다. 위의 요건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요건이 만족되는 온도 Tcv를 결

정하기 위한 추가의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을 실시한다(시편 3개의 그룹형

태로 시험). 이 경우 RTNDT = Tcv - 33℃ (RTNDT = Tcv - 60。F)이다. 따라서 

RTNDT는 TNDT와  Tcv - 33℃ (Tcv - 60。F) 중에서 큰 값이 된다.

4)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을 TNDT + 33℃ (TNDT + 60。F)에서 실시하지 않거나 

TNDT + 33℃ (TNDT + 60。F)에서의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값이 최소 68J

(50 ft-lbs)의 흡수에너지와 0.89 mm (35mil)의 횡팽창을 나타내지 않을 경우,

상기 흡수 에너지와 횡팽창을 나타내는 온도는 수행된 샤르피 V-노치 충격시

험 중 최소 데이터 점으로부터 만들어진 전체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 곡선

으로 부터 구할 수 있다.

나. 위의 기준 이외에 10 CFR 50, Appendix G의 IV.A.1, IV.A.2 및 IV.B 및 10

CFR 50.61 (b)(2)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안전심사지침 5.3.2절, "압력-온도 제한치, 최대흡수에너지 및 가압열충격"에서 

10 CFR 50, Appendix G IV.A.2의 요건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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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 CFR 50, Appendix G, IV.A.1의 허용기준은 KEPIC MNB-2331(1)에 따라 

방사선에 조사되지 않은 시편에 대한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으로부터 결정

된 최대흡수에너지는 원자로용기 노심대 재료에 대해 102J (75 ft-lb) 이상이

어야 한다. 원자로 노심대 재료는 원자로 용기의 수명기간동안 최대흡수에너

지가 68J (50ft-lb)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요구조건은 다른 형

태의 시험을 근거로 한 데이터 및 해석을 통하여 최대흡수에너지의 하한치가 

적절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적용해야 한다.

다. 원자로 용기재료의 중성자 조사취화의 영향은 10 CFR 50, Appendix G Sec. Ⅲ

와 RG 1.99 "Radiation Embrittlement of Reactor Vessel Materials"에 따라 결

정되어야 한다.

6. 재료감시

재료감시 허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의 요건, 그리고 10 CFR 50, Appendix H Sec. Ⅲ의 요건이다. 이 허용기준을 

따름으로서, 원자로 용기의 적절한 재료 감시계획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3항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10 CFR 50, Appendix H Sec.Ⅲ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비교가능한 용기에 수행한 시험과 실험데이타에 의하여 입증된 해석방법에 의하

여 설계수명말기의 최대중성자조사량(E>1Mev)이 1017n/㎠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원자로 용기에 대하여는 재료감시계획이 필요하지 않다. 단, 이러한 

입증은 측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여유도를 가지면서 수행해야 한다.

나.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페라이트계 재료로 제작된 원자로 용기는 원자

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또는 10 CFR

50, Appendix H에서 수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ASTM E-185에 따른 감시계획으

로 원자로 용기 노심대를 감시하여야 한다.

다. 감시계획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감시시편은 10 CFR 50, Appendix G Sec. III에서 요구하는 파괴인성시험 시

편과 나란한 위치에서 취하여야 한다. 낙중시편이 필요없는 것을 제외하고 

시편형태는 10 CFR 50, Appendix H Sec. III.B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2) 시편이 받는 중성자속이 원자로 용기 내부표면이 받는 것과 비슷하도록 또한  

열적 환경조건이 원자로 용기 내부표면과 실질적으로 거의 같도록, 감시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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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은 감시용기를 원자로 용기 원통부 벽 내부 가까이에 위치시켜야 한다.

감시용기 홀더(holder)를 원자로 용기벽이나 피복에 부착시킨 후 영구적 구

조부착에 대한 KEPIC-MN 및 MI의 요건에 따라서 검사하여야 한다. 감시용

기의 설계 및 위치는 교체용 감시용기의 삽입이 가능해야 한다. 10 CFR 50,

Appendix H에 명시된 필수 감시용기에 추가해서 가속화 조사(accelerated

irradiation) 감시용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3) 원자로 용기 가동수명말기에 조사후 기준무연성천이온도에 따라 3개에서 5개

로 변할 수 있는 필수 감시용기 갯수와 인출 횟수 일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1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및 10 CFR 50, Appendix

H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4) 한 개의 부지에 위치한 여러 개의 원자로의 경우, 각각의 경우를 기초로 10

CFR 50, Appendix H의 요건에 따라 공통성과 예측되는 방사선 조사의 심각

성(severity) 정도에 따라서 통합된 감시계획을 허가할 수가 있다.

10 CFR 50, Appendix H에서 인용한 ASTM E-185의 재료 감시계획의 기준은 40년 

원자로 용기 설계수명을 예측한 것이다. 따라서 40년 이상의 설계수명을 지닌 원자

로를 신청하는 경우 ASTM E-185의 기준은 전 원자로용기 설계수명기간에 대한 원

자로 용기재료의 감시를 위해 보완되어야만 한다.

7. 원자로 용기 고정구

10 CFR 50, Appendix G의 IV.A 및 안전규제지침 5.6 (또는 RG 1.65) "원자로용기 

스터드 재료 및 검사"에 원자로 용기 볼트 재료에 대한 허용기준이 있다. 이 허용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및 10 CFR 50.55a의 품질기준 요건과 원자로냉각재 압력경

계의 파단 방지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1조의 요건을 만

족시킨다.

안전규제지침 5.6 (또는 RG 1.65)의 규제입장 II.1(재료) 및 II.2(부식방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원자로 용기 스터드(stud)(및 다른 고정구)로서 적절한 재료는 KEPIC-MD에 있

는 SA-540 Grade B-23 및 B-24, SA-193 Grade B-7, SA-194 Grade 7 및 SA-320

Grade L-4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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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정구 재료는 최대인장강도가 1170 MPa(170 ksi)를 넘지 않아야 하며 10 CFR

50, Appendix G IV.A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KEPIC MNB-2333에 상세하게 

기술되어있는 파괴인성 시험 및 허용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다. 표면처리, 플레이팅(plating), 나사 윤활은 재료에 대하여 적합해야 하며 운전 

온도에서 안정해야 한다.

라. 안전규제지침 5.6 (또는 RG 1.65)의 규제입장 II.2(부식방지)에 있는 권고사항 및 

KEPIC MNB-2580에 따라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재료

원자로 용기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재료시방을 KEPIC-MNZ의 부록 I 및 

KEPIC-MD의 승인된 시방과 비교한다.

KEPIC 코드에 없는 재료나 시방과 차이가 있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대

한 근거를 평가한다. 재료의 적합성에 대하여 검토하며 기존 발전소와 비교함으로

써, 제안된 예외사항의 허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특정 재료 사용에 이의가 있

거나, 또는 시방의 일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승인될 수 없는 재료와 그 사

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2. 기기 제조 및 제작에 사용된 특수 공정

원자로 용기 및 그 부속물의 제조 및 제작에 사용된 특수 공정에 관한 자료를 다

음과 같이 검토한다.

가. 각 특수 공정을 확인한다.

나. 이 공정의 사용에 관한 코드 제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한다.

다. 기기의 기계적, 물리적 성질에 대한 공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라. 이러한 공정들이 재료의 응력 부식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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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정이 사용될 경우 비파괴 검사시 특수 요건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특수 공정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KEPIC 요건이 없기 때문에, 검토하려는 공정으로 

제작된 비슷한 부품에 대한 사용 경험을 근거로 공정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3. 특수한 비파괴 검사방법

표면 및 내부 결함을 탐지하는 비파괴검사 방법은 KEPIC-MN에서 참조하고 있는 

KEPIC-ME에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는 방사선 투과검사, 자분 탐상검사, 액체 침투

탐상검사 및 초음파 탐상검사방법이 있다. 이들 방법은 제작중의 대부분의 재료 및 

기하학적 형상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별한 형상 및 재료에는 수정된 

방법 및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특수 절차가 개발된다면, 검토자는 

그 절차가 KEPIC-ME의 기술과 동등하거나 우수한지 그리고, 특별 조건하에서 원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특수 절차는 KEPIC-ME의 방법이 수정된 것이거나 복합된 것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KEPIC-ME의 방법으로 정상 조건하에서 결함을 탐지

하는 정도로 특별 조건하에서도 결함을 탐지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특수 절차는 사용되기 전에 검토 및 승인을 받기 위하여 규제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4.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 및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특수관리 및 특

수공정

안전심사지침 5.2.3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재료"에 있는 페라이트계 및 오스테

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용접관리를 원자로 용기 및 그 기기에 적용할 수 있다.

특수용접 관리나 특수용접 공정이 KEPIC-MQ의 인증요건을 만족하는지 검토자는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만족할 수 없다면 신청자는 이 차이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

해야 한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응력부식균열 발생가능성을 조장할 수 있는 오염 

및 예민화(sensitization)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용접 전,

중, 후의 관리를 검토한다. 또한 원자로 용기 피복 용접중 피복 하부균열을 방지하

기 위한 관리를 검토한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대한 연마작업 관리는 응력부식균열을 촉진

하는 오염의 개입과 표면의 냉간가공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되었는지 확인하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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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5. 파괴인성

파괴인성 시험과 관련된 자료가 KEPIC MNB-2300 및 10 CFR 50, Appendix G를 

따르는지를 검토한다.

이 시험에는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과 낙중시험이 있다. 시험에 대한 사항을 검토

하고 시험편의 위치 및 방향을 확인한다.

계기 및 장비의 보정에 대한 자료가 KEPIC MNB-2300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파괴인성 시험이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KEPIC MNB-

2300 및 10 CFR 50 Appendix G에 따라 이 시험을 실시하겠다고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KEPIC MNB-2300에 있는 충격 시험이 모두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최종안전

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시험 결과는 본 안전심사지침 II.5항의 허용기준을 따라

야 한다.

검토자는 원자로 재료에 대한 최초 샤르피 흡수에너지가 10 CFR 50, Appendix G

의 IV.A.1.a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한다.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원자로 용기 재

료는 10 CFR 50, Appendix G 의 IV.A.1.a에 따라 평가한다. KEPIC Code 이외에

도, 안전규제지침 5.3 (또는 RG 1.161)은 IV.A.1.a.에 명시된 추가해석 요건을 만족

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검토자는 예상되는 수명말기의 샤르피 최대흡수에너지와 조사후 기준무연성천이온

도가 10 CFR 50, Appendix G 의 IV.A.1.a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한다. 수명말기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원자로 용기 재료는 10 CFR 50, Appendix G 의 

IV.A.1.a에 따라 검토한다. IV.A.1.c에 따르면 해석결과는 IV.A.1.a.의 조건을 벗어나

기 3년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KEPIC Code 이외에도, 안전규제지침 5.3 (또는 RG

1.161)은 IV.A.1.a.에 명시된 추가해석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10 CFR 50, Appendix G의 유효일 이전에 설계 및 건설된 발전소는 Appendix G

의 일부 파괴인성시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대한 상세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5.3.2-1 “파괴인성요건”에 따른다. 규정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안

전성을 적절히 보여주어야 한다.

6. 재료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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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감시계획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및 10 CFR 50, Appendix H를 따른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료가 안전

성분석보고서 및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최소한 다음의 자료

가 제출되어야 한다.

가. 원자로 용기의 노심대에 대해 계산된 수명말기의 중성자조사량, 기준무연성천

이온도(RTNDT)의 최대 예상변화, 감시용기 수, 감시용기 시편의 수 및 형상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또한 감시계획이 ASTM E-185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를 따르

는지 검토한다. 제출된 설계수명이 40년이 넘는 발전소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

회고시 (원자로.1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및 ASTM E-185,

Appendix H의 요건들이 전 설계수명기간에 대한 원자로용기 재료의 감시를 

위해 필요시 보완되었는지 검토한다.

나. 검토자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가 다음에 나열된 정보(파괴인성 시험결

과, 원자로 노심대 영역 재료의 화학분석결과, 감시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등)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7. 원자로 용기 고정구

원자로 용기 스터드(stud) 및 고정구에 대한 모든 요건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모든 요건이 만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정구 재료에 

대한 인장 및 파괴인성 시험결과를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원자로 용기 재료는 타당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

등급 및 규격),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1항의 1 및 제21조(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제80조(취급·저장 및 운송) 및 10 CFR 50, Appendix G, H, 10 CFR 50.55a

와 10 CFR 50.60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만족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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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로 용기 및 그 부속물 제작에 사용된 재료는 시방서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KEPIC-MN을 따르고 있다. 페라이트 재료의 잔류 원소 제어에 관한 특별 요건을 

확인하였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료 시방에 대한 위 KEPIC 규정을 따름

으로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1

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2항, 그리고 10 CFR 50.55a의 품질기준 요건을 만족

시키고 있다.

2. 원자로 용기 및 그 부속물의 제조 및 제작에 사용된 특수공정이 확인되었으며,

KEPIC-MN에서 요구하는 각 공정에 대한 데이터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KEPIC-MN의 재료 및 제작 요건을 따르고 있으므로, 사용된 특수공정은 허용가능

하다. 이 KEPIC 규정을 따름으로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

(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2항, 10 CFR 50.55a의 품

질 기준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3. 원자로 용기 및 부속물의 비파괴검사에 사용된 특수방법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KEPIC 요건에 제시된 기술과 동등하거나 더 우수함이 입증되었으며, KEPIC의 모

든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비파괴검사 특수방법은 허용 가능하다. KEPIC 규정

에 근거를 두고 허용된 것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안전등

급 및 규격) 및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2항, 10 CFR 50.55a의 품질 기준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4. 원자로 용기 및 그 부속물 용접에 사용된 특수관리 및 특수용접 공정이 확인되었

으며 KEPIC-MN 및 MQ의 요건에 따라 확인되었다. KEPIC 규정에 따른 인증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1조(원자로

냉각재압력경계)의 2항, 10 CFR 50.55a의 품질기준에 관한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

다.

5. 위 4.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를 용접할 때, 다음과 같

이 안전규제지침(또는 RG)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다.

가. 안전규제지침 3.13 (또는 RG 1.50), "저합금강 용접의 예열온도 관리"의 권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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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또는 허용가능한 대안을 따름으로서, 저합금강으로 제작된 기기에서 제작중 

균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하며 이후에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이 관리를 통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2항, 10 CFR

50.55a의 품질기준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나.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일렉트로슬랙(electroslag) 용접에 대한 관리는 RG1.34,

"일렉트로슬랙 용접 특성 관리"의 권고사항을 따름으로서, 이 공정으로 제작된 

용접의 건전성이 높으며, 또한 적절한 안전 여유도를 줄만큼 충분한 인성을 갖

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 관리를 통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12(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2항, 10 CFR

50.55a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다. 페라이트계 기기 용접 피복에 대한 관리는 안전규제지침 3.16 (또는 RG 1.43),

“저합금강 기기의 스테인리스강 피복용접 관리”를 따름으로 이 공정은 용접 피

복 공정중 피복 하부 균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하고 있다. 이 관

리를 통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2항, 10 CFR 50.55a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

다.

6.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를 용접할 때 다음과 같은 안전규제지침(또는 

RG)의 권고사항과 기타 규제입장들을 따르고 있다.

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용접에서 델타(delta) 페라이트에 대한 관리는 안

전규제지침 3.14 (또는 RG 1.31), “스테인레스강 용접금속에서의 페라이트량 관

리”의 권고사항을 따름으로서, 미소 균열이 용접부위에 없다는 보장을 하고 있

다. 이 관리를 통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2항, 그리고 10 CFR 50.55a 와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1항의 급격

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파괴전파를 막기 위한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나. 위의 5.나.항과 같은 이유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일렉트로슬랙(electroslag)

용접 관리는 RG 1.34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다.

7.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응력부식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오염 및 예민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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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위한(모든 용접 단계 동안의) 관리는 다음과 같이 안전규제지침(또는 

RG)과 기타 규제입장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다.

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오염 및 예민화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는 안전

규제지침 3.15 (또는 RG 1.44)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 사용 제한”의 권고사항

을 따름으로서, 용접된 기기가 오염되지 않을 것이며 용접 공정전 및 공정중에 

예민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를 함으로써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1조(원자로냉각

재압력경계)의 1항, 10 CFR 50.55a의 품질기준 요건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1항의 1의 재료 적합성

에 관한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청정 및 청결 관리에 대한 관리는 KEPIC

QAP-2, “원자력 품질보증 기술기준” Ⅱ.1(원자력발전소 유체계통 및 관련기기

의 세정에 관한 품질보증 요건)을 따름으로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

기가 현장에서 적절하게 청정될 것이라는 보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를 

함으로써 발전소에서의 재료 및 기기 청정 관리와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취급·저장 및 운송)을 만족시키고 있다.

8. 원자로 용기 및 그 부속물의 파괴인성관리는 10 CFR 50, Appendix G를 따라야 

한다. KEPIC 코드 및 10 CFR 50, Appendix G에서 요구하고 있는 파괴 인성시

험은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모든 압력보유기기가 무연성 거동이나 급격한 파단 

전파의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안전여유도를 가지고 있다는 보증을 하고 있다. 안

전 운전 절차를 확립하는 지침으로 KEPIC-MN, 부록 G를 이용하는 것, KEPIC 코

드에 따라 실시된 파괴인성시험의 결과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10 CFR 50,

Appendix G와 Appendix H에 따라 재료 감시계획을 실시하는 것은 원자로 용기

의 가동수명기간동안 운전, 시험, 보수 및 가상 사고에 대한 적절한 안전 여유도를 

제공해 줄 것이다. 10 CFR 50, Appendix G의 규정을 따름으로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파단 방지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

각재압력경계)의 1항, 10 CFR 50.55a 그리고 10 CFR 50.60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9. 원자로재료감시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의 수행은 10 CFR 50.60 및 10 CFR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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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H를 따라야 한다. 원자로감시프로그램 및 관련된 목표의 수행은 운영프

로그램 수행에 관한 인허가 조건에 포함되어야 한다.

10. 중성자 조사에 의한 원자로 용기 노심대의 파괴인성변화를 정확히 평가하였고,

ASTM E-185와 10 CFR 50, Appendix H의 요건에 따라 원자로 용기 사고가능성

에 대한 적절한 안전 여유도가 제시되면 10 CFR 50 요건이 만족된다. 이러한 조

건을 만족시킴으로서 감시 계획이 원자로용기 재료의 방사선 조사로 인한 파괴인

성 변화를 감시하는데 대한 승인가능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자로 용기 재

료감시계획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

력경계)의 3 및 4항 그리고 10 CFR 50.60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11. 안전규제지침 5.6 (또는 RG 1.65) "원자로용기 스터드 재료 및 검사“의 권고사항을 

따름으로서, 원자로 용기 스터드(stud) 및 고정구의 건전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 권

고사항을 따름으로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안전등급 및 규

격) 및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2항, 10 CFR 50.55a의 품질 기준 요건,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원자로냉각

재 압력경계 파단방지 요건, KEPIC-MD 및 MN의 규정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10 CFR 50, Appendix G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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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3.2절 압력-온도 제한치, 최대흡수에너지 및 가압열충격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대한 압력-온도 제한치, 원자로압력용기 노심대 영역에서의 

샤르피 최대흡수에너지(Upper-Shelf Energy), 가압열충격평가 결과에 대하여 검토하며,

상세검토분야는 아래와 같다.

1. 압력-온도 제한치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내 페라이트 기기가 구조 건전성을 적절히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압시험과 예상운전과도사건(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을 포

함한 정상운전조건시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사용되는 압력-온도 제한치에 대하여 검

토한다.

2. 최대흡수에너지

초기 최대흡수에너지가 102 J (75 ft-lb) 이상이고 수명기간동안 68 J (50 ft-lb)이상

을 유지하여야 하는 원자로압력용기 노심영역 재료를 검토한다. 최대흡수에너지가 68

J이하로 예상될 경우, 파괴에 대한 안전여유도가 KEPIC-MIZ 부록 G와 동등함을 입증

하는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시시험데이터가 유용하지 않은 경우, 원자로

압력용기 노심대에 대한 샤르피 최대흡수에너지의 감소량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99 요건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3. 가압열충격

가압경수로형 원전 원자로압력용기 노심영역대 재료가 가압열충격(Pressu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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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Shock) 사고시 적절한 파손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한다. RTPTS 계산방

법과 허용기준을 검토하며, RTPTS 값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원자로압력용기의 

운전성을 보장하는 안전성 평가결과를 검토한다. 원자로압력용기 노심영역에서의 

RTPTS 값은 10 CFR 50.61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검토연계분야

압력-온도 제한치, 최대흡수에너지 및 가압열충격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재료파괴인성, 재료 감시시험을 포함한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및 원자로압력용기

에 대한 재료 특성은 안전심사지침 5.2.3과 5.3.1절에서 검토한다.

2. 10 CFR 50, Appendix G의 압력-온도 제한치와 일관성있게 과압보호계통이 설계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5.2.2절에서 수행한다.

3. 발전소 설계수명기간동안 원자로압력용기 벽에서의 최대 조사량은 안전심사지침 

4.3절에서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 ①안전에 중

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2.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 ①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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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냉각재압력경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생

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제작·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 ③ 원자로압력용기에 대

하여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재료의 물성변화가 구조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감시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부에 감시시험

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시험의 기준 및 감시시험편 

부착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 원자로압력

용기 감시시험, 운전조건에 관한 규정

4. 10 CFR 50.61 : PTS 사고에 대한 경수로의 파괴인성 허용기준

5. 10 CFR 50, Appendix G : 파괴인성 및 재료 시험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1. 압력-온도 제한치

가. 허용되는 규정, 규격 및 기준 문서

10 CFR 50, Appendix G는 압력-온도 제한 조건 및 이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

공한다. 10 CFR 50, Appendix G는 압력-온도 제한치가 가열, 냉각 및 시험조건에

서 적어도 ASME Sec. XI, Appendix G의 안전 여유도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

며, 원자로 노심이 임계 상태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안전 여유도를 가질 것을 요구

하고 있다.

몇몇 원자로 시설은 설계 및 건설될 당시에 압력 보유기기의 페라이트 재료에 대

한 파괴인성 요건이 요구되지 않았으므로 안전심사지침 부록 5.3.2-1 "파괴인성 요

건"의 절차에 따라서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의 재료 파괴인성 특성을 평가한다.

원자로 시설의 제작 및 건설시, 일반적으로 KEPIC-MNZ 부록 G(또는 ASME Sec.

III, Division 1, Appendix G)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나 본 심사지침에서는 

KEPIC-MIZ 부록 G(또는 ASME Sec. XI, Appendix G) 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KEPIC-MNZ 부록 G(또는 ASME Sec. III, Division 1, Appendix G) 대신 

KEPIC-MIZ 부록 G(또는 ASME Sec. XI, Appendix G)를 적용하는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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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CFR 50, Appendix G에서는 ASME Sec. XI, Appendix G와 ASME Sec. III,

Division 1, Appendix G의 요건은 유사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2) ASME Sec. III, Division 1, Appendix G와 ASME Sec. XI, Appendix G의 차이

는 ASME Code Case N-588, N-640 및 N-641의 적용유무이다. ASME Sec. III,

Division 1, Appendix G에는 ASME Code Case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 ASME Sec. XI, Appendix G와 동등하게 개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압력-온도 요구조건

10 CFR 50, Appendix G에서는 압력-온도 제한치가 아래 제시된 방법으로부터 얻

은 제한치보다 보수적이고, 최소한 ASME Sec. XI, Appendix G의 안전 여유도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가동전 수압시험 조건에서의 압력-온도 제한치

가동전 수압시험조건(핵연료가 원자로 용기에 없을 경우)에서는 재료의 하한계 

정적 균열 개시 파괴인성치 KIc가 압력에 의한 KI보다 항상 커야 하며, 식으로 표

시하면 다음과 같다.

Kapplied = KI(압력) < KIc

2) 가동중 누설 및 수압시험 조건에서의 압력-온도 제한치

가동중 누설 및 수압시험조건에서는 재료의 KIc 은 압력에 의한 KI의 1.5배 보다 

커야 하며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Kapplied = 1.5×KI(압력) < KIc

3) 가열 및 냉각 조건에서의 압력-온도 제한치

가열 및 냉각 운전조건에서의 재료의 KIc는 압력에 의한 KI의 2배와 열구배에 의

한 KI의 합보다 항상 커야 하며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Kapplied = 2×KI(압력)+KI(열) < KIc

4) 노심 임계 운전조건에서의 압력-온도 제한치

원자로 노심이 임계상태(저출력 물리시험은 제외)일 때, 온도는 가동중 수압시험

에서 요구되는 온도보다 높아야 하며, 또한 압력-온도 제한치는 가열 및 냉각 운

전조건보다 최소한 22 oC (40 oF) 의 여유도를 가져야 한다.

2. 최대흡수에너지



제5.3.2절     개정 5 - 2015. 12- 5 -

가. 허용되는 규정, 규격 및 기준 문서

10 CFR 50, Appendix G에서는 원자로압력용기 노심영역 재료에 대한 횡방향 샤르

피 최대흡수에너지가 초기에는 102 J (75 ft-lb)이상이어야 하고, 수명말기에는 68 J

(50 ft-lb)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샤르피 최대흡수에너지의 가장 낮은 값이 KEPCI MIZ 부록 G 요건과 동등한 안전

여유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최대흡수에너지 요구조건

1) 모재 및 용접부에서의 횡방향 초기 최대흡수에너지는 102 J (75 ft-lb) 이상이어

야 한다.

2) 원자로압력용기 수명기간 동안 샤르피 최대흡수에너지는 68 J (50 ft-lb) 이상이

어야 한다. 동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

로.1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15조에 따라 충분한 안전여유도를 확

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규제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3. 가압열충격

가. 허용되는 규정, 규격 및 기준 문서

가압경수로형 원전원자로압력용기 노심영역 재료에 대한 RTPTS 예측값은 10 CFR

50.61에 따라 결정한다. RTPTS값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계속운전

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량 감축 프로그램이나 가압열충격사고 관련 손상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가압열충격 요구조건

10 CFR 50.61에 따르면 RTPTS는 전수명기간에 걸쳐 판재, 단조재 및 축방향 용접재

에 대해서는 132 oC (270 oF)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원주방향 용접재에 대해서는 

149 oC (300 oF)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조사취화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RTPTS

평가를 재수행하거나 발전소 운전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RTPTS값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계속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량 감축 프로그램이나 

가압열충격사고 관련 손상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5.3.2절     개정 5 - 2015. 12- 6 -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제시된 절차로부터 재료를 선택한다. 이러한 검토 절차는 'II.허용기준

‘에 기초하고 있다.

1. 건설허가 검토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페라이트 재료의 파괴인성은 10 CFR 50, Appendix G의 요

건에 따라 KEPIC-MI (또는 ASME Sec. XI)를 따르고 있고, 또한 원자로압력용기 노

심영역 재료는 10 CFR 50.61(가압경수로의 경우), RG 1.99 요건을 따르고 있는지를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자료를 통해 검토한다.

2. 운영허가 검토

운영기술지침서 또는 압력-온도 제한곡선 평가보고서에는 실제 사용할 압력-온도 제

한 곡선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음 분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압력-온도 제한 

곡선 및 근거자료를 검토한다.

가. RTNDT가 적절히 결정되었고 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허용가능한 방법으로 고려되

어 있다.

나. 요구되는 모든 운전조건에 대해 압력-온도 제한치가 제시되어 있다.

다. 제시된 압력-온도 제한치가 ‘II.허용기준'을 만족한다.

3. 적합성 판정 방법

가. 압력-온도 제한치

검토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 제시된 압력-온도 제한 곡선에 대한 독립 평가를 수행

한다. 검토자는 KEPIC-MIZ 부록 G의 최신 유효판(또는 10 CFR 50.55a에서 승인된 

ASME Sec. XI, Appendix G의 최신 유효판)에 제시된 방법론에 기초하여 평가한

다. 또한 10 CFR 50, Appendix G에 제시된 최소온도 요건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압력-온도 제한 곡선을 검토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압력-온도 한계치 그래프의 각 축이 의미하는 바를 검토한다. “온도”는 보통 수

평축에 해당하며, 원자로냉각재계통 유체온도(일반적인 경우)나 원자로압력용기

의 금속 온도를 의미한다. “압력”은 일반적으로 수직축에 해당하며 계통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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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절대압력이나 계기압력으로 주어진다.

검토자는 압력 및 온도에 대한 측정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만

약 그렇다면 아래 제시된 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측정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 

한다.

2) 벽두께 1/4T 및 3/4T 지점에서 원자로압력용기 노심영역 재료에 대한 기준무

연성천이온도 (RTNDT)를 결정한다. 가동전 수압시험 곡선은 KEPIC MNB-2331

(또는 ASME Sec. III, Division 1, NB-2331)나 안전심사지침 부록 5.3.2-1에 따라 

결정된 초기 재료물성치를 기초로 작성된다. 다른 곡선의 경우(가동중 누설/수

압시험, 가열, 냉각, 노심 임계 운전)에는 적용가능한 기간을 유효전출력 가동

연수(EFPY)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각 노심영역재료에 대한 재료물성

치에 대한 조사취화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해당 EFPY 값에서의 1/4T 및 3/4T

지점 중성자 조사량(E>1.0 MeV)이 제시되어야 한다. 노심영역 재료에 대한 

RTNDT 값은 RG 1.99에 따라 결정된다.

3) 압력-온도 제한곡선에서의 압력, 온도 값은 다음 식을 만족해야 한다.

KI applied = KIc

여기서,

KI applied = KEPIC-MIZ 부록 G(또는 ASME Sec. XI, Appendix G)의 가상균열 

선단(1/4T 지점)에서 압력(막)과 열구배(굽힘) 하중에 대한 응력확

대계수(Stress Intensity Factor)

KIc = 그림 1에 제시된 하한계, 평면변형률, 균열개시 파괴인성치

4) KI applied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식으로부터 결정된다.

KI applied = SF×Mm×(p×Ri/t)+KI thermal

여기서,

SF = KEPIC-MIZ 부록 G(또는 ASME Sec. XI, Appendix G)에 제시된 

압력하중에 대한 구조 계수. 압력-온도 제한 곡선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Mm = 작용하중을 균열선단 응력확대계수로 변경하기 위한 영향인자.

Mm은 결함 방향(단조재, 판재에 대한 축방향 결함, 축방향 용접

부, 원주방향 용접부에 대한 원주방향 결함)과 재료 두께에 의존

하는 값으로 KEPIC-MIZ 부록 G(또는 ASME Sec. XI, Appendix

G)에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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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해당조건에서의 압력

Ri = 원자로압력용기 내반경

t = 원자로압력용기 벽두께

KI thermal = 열하중(가열, 냉각, 노심 임계 운전 곡선에서만 고려함)에 의한 균열

선단에서의 응력확대계수. KI thermal은 보수적으로 ASME Sec. XI,

Appendix G의 절차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며, 가열/냉각률과 원자

로압력용기 두께의 함수로 제시된 ORNL/NRC/LTR-03/03 보고서

로부터 좀더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5) KIc는 그림 1(KEPIC-MIZ 부록 G 또는 ASME Sec. XI, Appendix G에 제시되어 

있음)로부터 결정된다. KIc는 재료의 RTNDT와 관심위치(즉, 1/4T 또는 3/4T 지

점)에서의 온도의 함수이다.

재료의 RTNDT 값은 원자로압력용기 내벽으로부터 벽두께 방향으로 중성자 플

루언스 감소량에 따라 벽두께방향으로 변화한다. 검토자는 RTNDT 값을 결정하

기 위해 RG 1.99에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 1에서 ‘온도’는 KEPIC-MIZ 부록 G 또는 ASME Sec. XI, Appendix G의 

가상결함(즉, 1/4T 지점 또는 3/4T 지점) 선단에서의 ‘금속’ 온도이다. 벽두께

방향으로 금속 온도는 원자로냉각재 유체온도와 원자로냉각재 온도변화율에 의

존하며 KEPIC-MIZ 부록 G 또는 ASME Sec. XI, Appendix G나 

ORNL/NRC/LTR-03/03으로부터 결정할 수 있다.

6) 상기 내용에 따라 압력-온도 제한 곡선의 특정 온도에서의 허용압력은 (4)항의 

식을 재배열한 다음 식으로 결정하도록 권고한다.

허용압력 = t×(KIc-KI applied)/(SF×Mm×Ri)

검토자는 4개 인자(KIc, KI thermal, SF와 Mm)가 다른 변수나 조건에 의존함을 명

심해야 한다.

KIc : 온도와 재료에 대한 RTNDT에 의존

KI thermal : 가열/냉각률과 원자로압력용기 벽두께에 의존

SF : 평가되는 곡선의 종류와 가상결함 방향에 의존

Mm : 원자로압력용기 벽두께와 가상균열 방향에 의존

7) 검토자는 10 CFR 50, Appendix G에 제시된 모든 최소 온도 요건을 만족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은 고응력, 비노심영역(즉 압력용기 플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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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의 취성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 최대흡수에너지

검토자는 원자로압력용기 재료에 대한 초기 샤르피 최대흡수에너지와 수명말기 샤

르피 충격흡수에너지를 10 CFR 50, Appendix G의 IV.A.1항 요건에 따라 평가한다.

샤르피 충격흡수에너지 허용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원자로압력용기 재료는 원자

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15조 및 10 CFR

50, Appendix G IV.A.1.a 항에 따라 추가해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파괴인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전까지 해당 서류를 규제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규제지침 5.3 (또는 RG 1.161), “최대흡수에너지가 68 J 미

만인 원자로압력용기의 평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15조제②항에 제시된 파괴역학해석에 대한 허용가능한 방법론을 

제공한다.

다. 가압열충격

검토자는 RTPTS 예측값(계산방법, 가정 포함)을 검토하고 10 CFR 50.61의 허용기준

과 비교한다. 노심영역 재료에 대한 RTPTS가 수명말기 이전에 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 사업자는  중성자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과 추가 해석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추가 해석결과가 중성자 감축 프로그램의 이행 없이 가압열

충격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10 CFR 50.61의 두가지 방법 중 하

나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는 가압열충격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가상 가압열충격 사고로 인한 원자로압력용기의 잠재적인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성평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이러한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10 CFR

50.61과 RG 1.154 요건에 따라 검토한다. 대체 방안으로 사업자는 파괴인성을 회복

하기 위해 10 CFR 50.61(b)(7) 요건에 따라 열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사업자는 가

압열충격 허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전까지 

해당 서류를 규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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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 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무연성 또는 급속히 전파하는 파손에 대한 적절한 안전 여유도를 보장하도록 모든 

운전 및 시험 조건에 대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주어진 압력-온도 제한치는 

KEPIC-MIZ 부록 G (또는 ASME Sec. XI, Appendix G) 와 10 CFR 50, Appendix G

의 파괴 인성 기준을 따르고 있다. 신청자는 10 CFR 50 Appendix G에 따른 최대흡수

에너지와 10 CFR 50.61에 따른 가압열충격사고를 적절히 기술하였다. 본 안전심사지침

의 기준에 근거를 둔 운전제한치를 사용함으로써, 무연성 파손 또는 급속히 전파하는 

파손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장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4)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10 CFR 50.55a, 50.60, 50.61 및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요건을 만족하고 있

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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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평가“

6. 10 CFR 50.55a, " Codes and Standards."

7. 10 CFR 50.60, " Acceptance Criteria for Fracture Prevention Measures for Light

water Nuclear Power reactors for Normal Operation."

8. 10 CFR 50.61, "Fracture Toughness Requirements for Protection Against Pressu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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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Regulatory Guide 1.99, "Radiation Embrittlement of Reactor Vessel Materials."

15. Regulatory Guide 1.154, "Format and Content of Plant-Specific Pressurized

Thermal Shock Safety Analysis Reports of Pressurized Water Reactors.“

16. Regulatory Guide 1.161, "Evaluation of Reactor Pressure Vessels with Char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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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 33.2+20.734 exp [0.02(T-RTNDT)], T-RTNDT : oF

그림 1



- 1 -

지 침 번 호 KINS/GE-N001

분 류 번 호 5.3.3

개 정 번 호 5

발 행 일 자 2015.1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분류번호 : 5.3.3

제 목 : 원자로용기 건전성

검토주관부서 : 기계재료평가실

제․개정 

번   호

작   성 확   인 부  분   개  정

성 명 일 자 성 명 일 자 쪽 작성자 확인자 일자

0 ‘92.4 ‘92.4

1 ‘93.5 ‘93.5

2 ‘99.10 ‘99.10

3 김진수 '09.12 정해동 '09.12

4
오창식
송태광
김낙철

‘14.11 김용범 ‘14.11

5
오창식
남태흠
김낙철

`15.11 김용범 `15.12



제5.3.3절 개정 5 - 2015. 12- 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3.3절 원자로용기 건전성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동 사항들은 모두 원

자로 용기 건전성과 관련이 있다. 이 분야의 대부분은 안전심사지침의 여러 절에서 각

기 검토되지만,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원자로 용기 건전성에 관련

된 모든 요소를 특별 요약형태로 검토한다.

1. 설계

원자로용기에 대해 안전심사지침 5.3.1절, “원자로용기 재료”에 제시된 제작방법 및 

재료물성에 대한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안전심사지침 5.2.4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가동중 검사 및 시험"에 따라서 요구되는 검사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2. 건설 재료

안전심사지침 5.2.3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재료" 및 안전심사지침 5.3.1절 “원자

로용기 재료”에 따라 건설 재료를 검토한다.

3. 제작방법

성형(forming), 용접, 피복(cladding), 기계 가공(machining)을 포함한 원자로용기 제

작공정을 안전심사지침 5.3.1절에 따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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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요건

검사방법 및 요건을 안전심사지침 5.3.1절에 따라 검토한다.

5. 운송 및 설치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해 원자로용기의 설치 특성이 저하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원자로용기의 운송 및 부지 설치 과정에 취해지는 보호 조치를 검토한다.

6. 운전조건

원자로 용기 건전성에 관련된 조건을 안전심사지침 5.3.2절, "압력-온도 제한, 최대흡

수에너지 및 가압열충격"에 따라 검토한다.

7. 가동중 감시시험

원자로용기에 대한 가동중 감시계획 및 규정을 안전심사지침 5.3.1절 및 5.2.4절에 

따라 검토한다.

8. 나사고정구

볼트와 나사고정구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적절성은 안전심사지침 

3.13절, “나사고정구-코드등급 1, 2 및 3”에 따라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본 안전심사지침은 원자로용기 건전성과 관련된 안전심사지침 5.2.3, 5.2.4, 5.3.1 및 

5.3.2절의 종합적인 검토와 관련이 있다. “원자로용기 건전성”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

는 다음과 같다.

1. 적용코드 및 적용 코드 케이스와 관련된 원자로용기 설계는 안전심사지침 5.2.1.1

절과 5.2.1.2절에서 검토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안전심사지침 17장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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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각 검토분야의 규제요건은 관련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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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설계

재료 물성 및 제작 방법에 대한 설계 적합성과 관련하여 KEPIC의 관련요건을 준수

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만족하여야 한다. 용기 설계의 기본 허용기준은 KEPIC-MN

(또는 ASME Sec. III) 요건이다. 원자로 용기는 사용된 재료 물성을 이용하여 설계하

여야 하며, 표준과 입증된 제작 방법을 사용하여 건조하여야 한다. 원자로용기의 

전체 건전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새로운 또는 독특한 개

념이 원자로용기의 상세 설계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상세 설계는 안전심사지침 5.2.4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가동중 검사 및 시험"에

서와 같이 KEPIC-MI(또는 ASME Sec. XI)에 따라 필요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동중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가동중 

검사에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

계),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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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50.55a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0 CFR 50, Appendix G의 파괴인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

회고시 (원자로.1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15조에 따라 원자로용기 노심

영역대에 대해 파괴인성 회복을 위한 열처리를 할 수 있다. 열처리에 관한 요건은 

10 CFR 50.66 "Requirements for thermal annealing of the reactor pressure vessel"

을 따른다. 풀림(annealing) 열처리를 통해 원자로용기에 대한  파괴인성물성을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요건을 만족하

도록 복원할 수 있다.

2. 건재료

원자로 용기 건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본 허용기준 및 규정은 안전심사지침 5.2.3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재료" 및 안전심사지침 5.3.1절, "원자로 용기 재료"에 기술되

어 있다. 건 재료는 10 CFR 50, Appendix G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재료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제시된 설계요건을 만족하여야 한

다. 허용기준은 재료형태, 크기에 관련된 재료물성변화, 비등방성 특성과 같은 인자

가 고려된 표준 관행(standard practice) 및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KEPIC에 따라 많은 재료들이 원자로 용기재료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괴인성과 중

성자 조사효과를 효과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현재 원자로용기에 사용가능한 재료는 

SA 533 Grade B Class 1, SA 508 Class 2, SA 508 Class 3이다. 다른 Grade에 대한 

허용기준은 사용되기 전에 개발하여야 한다.

재료의 화학조성, 예상 중성자 플루언스는 재료 감시시험계획 요구조건을 만족하여

야 한다. 실제 재료성분과 예상 중성자 플루언스에 근거한 인성(RTNDT 및 최대흡수

에너지)의 변화가 보수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자는 공표된 자료를 사용한다.

인성의 예상 변화량은 최소한 Regulatory Guide(이하 “RG") 1.99의 최근 개정판으로 

결정된 값만큼 보수적이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4) “원자로압력용

기 감시시험 기준” 및 10 CFR 50, Appendix H에 따른 재료 감시시험계획의 상기 

내용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제작방법

제작공정, 검증 및 관리 요건에 대한 허용기준과 허용기준에 따른 규정은 안전심사지

침 5.3.1절에 기술되어 있다. 허용기준은 KEPIC-MN 및 KEPIC-MI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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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와이어-고입열 용접(multiple wire-high heat input welding)과 같은 특정 제작 

공정은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정당성 또는 검증이 없는 재료는 원자로 용기 

제작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재료 공정 조합에 대한 허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

여 현재의 허용기준 및 과거의 관례를 사용한다.

제작 방법, 재료, 비파괴 평가방법 유효성이 서로 관련되기 때문에, 제안된 조합이 

적합하며 허용가능한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수준 및 과거의 관례를 고려

해야 한다.

4. 검사요건

비파괴 검사 수행 기본 요건, 원자로용기의 품질보증기준,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규

정은 안전심사지침 5.3.1절에 기술되어 있다. 허용기준은 KEPIC-MN 및 KEPIC-ME에 

제시되어 있다.

재료 및 제작 부분의 적합성에 대한 허용기준은 앞장에서 논의되었다.

공정중 검사 및 최종 제작검사와 KEPIC-MI의 가동중 검사 요건은 상호간에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다. 검토자는 검사방법, 정밀도의 수준, 그리고 결함평가 기준이 

KEPIC-MI(또는 ASME Sec. XI)를 만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가동전 기준

(baseline) 검사결과를 가동중검사결과와 연계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5. 운송 및 설치

원자로 용기의 운송, 저장, 설치의 모든 단계 동안에 적절한 청결 유지 및 오염 방

지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 및 조치에 대한 허용기준과 허용기준에 대한 규정은 안전

심사지침 5.2.3절에 기술되어 있다.

이 분야의 검토 목적은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해 원자로용기의 설치 특성이 저하되

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비표준 재료나 피표준 설계가 사용된 경우에는 검

토자는 허용기준이 현재의 기술수준에 근거하여 적절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고의적 또는 실수로 허용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면 검토자는 현재의 기술, 과거의 관

례, 가능한 경험을 통해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이 저하되지 않았음을 각 사안별로 평

가하여야 한다.

6. 운전조건

원자로용기 운전한계에 대한 허용기준과 허용기준에 따른 규정은 안전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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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절에 기술되어 있다. 허용기준은 10 CFR 50, Appendix G 및 10 CFR 50.61에 

기술되어 있다.

상태에 대한 허용기준은 적절한 노심 냉각이 되도록 원자로 용기의 누설 밀봉이 유

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허용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선형 탄

성 파괴역학의 원리 및 절차가 사용된다.

7. 가동중 감시시험

원자로용기 재료 감시시험 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허용기준과 허용기준에 따른 규정

은 안전심사지침 5.3.1절에 기술되어 있다. 허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

로.1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안전성분석보고서는 원자로용기의 가동중검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접근성 및 

상세 검사계획에 대한 허용기준과 허용기준에 따른 규정은 안전심사지침 5.2.4절에 

기술되어 있다. 허용기준은 KEPIC-MI(또는 ASME Sec. XI)에 기술되어 있다.

III. 검토절차

검토절차는 각각의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이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허용기준을 벗

어난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체방안이 II장에 기술된 허용기준과 동등한지 

검토한다.

검토자는 원자로 공급자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익숙하므로 과거의 관례와 차

이가 있으면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또한 검토자는 다른 검토자의 도움을 받아 상세히 

검토할 수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원자로용기의 구조 건전성은 허용가능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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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

준),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및 제4절(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

질보증)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10 CFR

50.55a, 10 CFR 50.60, 10 CFR 50, Appendix G, 10 CFR 50, Appendix H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결론은 아래 안전심사지침과 본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을 추가

로 고려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에 근거를 둔다.

1. 안전심사지침 5.2.3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재료"

2. 안전심사지침 5.2.4절,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가동중 검사 및 시험"

3. 안전심사지침 5.3.1절, "원자로용기 재료"

4. 안전심사지침 5.3.2절, "압력-온도 제한치, 최대흡수에너지 및 가압열충격"

원자로 용기의 구조적 건전성 관련 모든 인자를 검토한 결과, 본 발전소에는 잠재

적인 원자로용기 파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 결론은 원자력발전소

의 설계, 재료, 제작, 검사, 품질보증 요건이 해당 규정, RG, KEPIC-MN(또는 

ASME Sec. III) 요건을 따르는 것에 근거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에 따른 발전소 수명기간동안의 원자로용기 재료 

감시시험을 포함하여 파괴인성에 대한 규제요건과 KEPIC-MN(또는 ASME Sec. III)

을 만족한다. 또한 발전소 압력-온도 제한치는 KEPIC-MIZ 부록 G(또는 ASME

Sec. XI, Appendix G) 및 10 CFR 50, Appendix G, 10 CFR 50.61요건에 따라 설정

되었다.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은 보장된다:

1. 원자로용기는 KEPIC 및 관련 ASME 코드 케이스가 요구하는 높은 품질 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제작된다.

2. 원자로용기는 입증된 높은 품질의 재료로 제작된다.

3. 재료 또는 제작 결함에 의한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자로용기에 대한 광범

위한 가동전 검사 및 시험이 수행된다.

4. 원자로용기는 정상운전, 보수, 시험, 예상운전 발생중에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

도록 보장해 주는 조건, 절차, 보호장치 하에서 운전된다.

5. 원자로용기의 우수한 초기 품질이 운전 조건하에서 심하게 저하되지 않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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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 원자로용기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수행한다.

6. 필요시 재료의 인성을 복원하기 위한 풀림(annealing) 열처리를 할 수 있다.

7. 중성자 조사에 의한 원자로 용기의 손상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감시시험을 수행

하여, 운전한계를 조정한다.

신청자는 안전심사지침 5.2.4절에 제시된 가동중검사 프로그램을 원자력안전위원회고

시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술한다. 추가로 신

청자는 5.3.1절에 제시된 원자로용기 재료 감시시험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

로.1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에 따라 기술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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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

한 품질보증”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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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EPIC-MIZ, 부록 G, “파손 방지를 위한 파괴인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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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 CFR 50.61, “Fracture Toughness Requirements for Protection Against

Pressurized Thermal Shock Events.”

12. 10 CFR 50.66, “Requirements for thermal annealing of the reacto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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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 CFR 50, Appendix G, “Fracture Toughness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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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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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4.1.1절 펌프 플라이휠의 건전성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에 

따르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자로냉각재펌프 플라이

휠은 질량이 크고 원자로 정상운전중 900 rpm 혹은 1,200 rpm의 속도로 회전하기 때

문에 플라이휠이 파손되면 고에너지 비산물을 발생시키거나, 원자로냉각재펌프에 과도

한 진동을 일으킬 수 있고, 원자로냉각재계통, 격납건물, 혹은 공학적안전설비에 손상

을 입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플라이휠의 건전성은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

본 안전심사지침에서의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재료 선택 및 제작

원자로냉각재펌프 플라이휠은 모양이 단순하며 연성재료로 만들어진다. 품질을 엄격

히 관리할 수 있으며 사용 조건이 가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설계 및 가동중 검

사와 함께 적절한 재료와 제작방법을 사용하면 플라이휠 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줄

일 수 있다.

플라이휠 재료의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제시된 자료가 충분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재료의 선택과, 결함을 최소화하며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된 절차에 대한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자료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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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괴인성

플라이휠 재료가 정상 운전온도에서 적절한 파괴인성을 보여 주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재료 시험, 샤르피 시편과 파괴인성 매개변수의 상호 관계, 또는 대체 사용되는 

무연성 천이기준온도(RTNDT)등 재료의 파괴인성과 관련된 정보를 검토한다.

3. 가동전 검사

만약 플라이휠이 화염 절단(flame cut)되었으면, 플라이휠 보어(bore) 최종치수까지 

기계 가공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기계 가공된 표면에 초음파 및 표면 

검사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다.

4. 플라이휠 설계

허용응력, 파괴해석, 설계 과속 고려사항, 축 및 베어링 설계의 타당성을 포함한 플

라이휠 설계 자료를 검토한다.

5. 과속시험

과속시험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속시험 절차를 검토한다.

6. 가동중 검사

검사방법, 검사대상범위, 검사주기 및 결함 허용기준을 기술한 가동중검사 계획의 

가동전 및 가동후 단계에 대한 기술내용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펌프 플라이휠 건전성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

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한다.

1. 품질보증계획은 안전심사지침 제17장에서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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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의 규제요건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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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안전등급 및 등급별 규격

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①
항 3호

-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

록 할 것.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의 파단(파

단)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련된 동

적 영향은 설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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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안전규제지침 6.4 “원자로냉각재펌프 플라이휠의 건전성” (또는 Regulatory Guide(이

하 “RG”)1.14)는 원자로냉각재펌프 플라이휠의 파손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기술

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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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를 만족하기 위한 상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료의 선택과 제작

플라이휠 재료의 선택은 안전규제지침 6.4의 II.1.가항과 II.1.다항 (또는 RG 1.14의 

C.1.a과 C.1.c) 요건을 따른다. 플라이휠의 재료는 재료의 결함을 최소화시키며, 파괴

인성을 향상시키는 공정(진공용융 또는 탈기와 같은 공정)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플

라이휠이 판재나 단조재로부터 화염절단된 경우에는 최종치수로 기계가공하기 위하

여 바깥쪽과 보어 반경에 최소 12 mm (1/2 inch)의 재료가 남아 있어야 한다.

2. 파괴인성

펌프 플라이휠의 파괴인성은 안전규제지침 6.4의 II.1.나항 (또는 RG 1.14의 C.1.b)

요건 요건과 KEPIC MNZ Appendix G 요건을 따른다.

재료는 적절한 파괴인성을 갖도록 시험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정상 운전온도에서 플

라이휠 재료의 KIc 값은 165 MPa√m (150 ksi√in) 이상이어야 한다. KIc 값을 얻기

위해 직접시험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직접시험 : 선형탄성파괴역학방법이 파괴역학해석을 위해 사용된 경우, 평면변형률 

파괴인성 KIc는 ASTM E 399-05에 따라 결정한다. 탄소성파괴역학해석방법이 사용된 

경우, J-저항 곡선은 ASTM E1820-05a에 따라 결정한다. 각 시험은 펌프 플라이휠의 

운전온도 이하에서 수행한다.

특정 강에 대한 간접시험 : 플라이휠 재질이 SA-533-B Class 1, SA-508 Class 2,

SA-508 Class 3과  SA-516 Grade 65 강인 경우, KEPIC MIZ 부록 A에 가동온도와 

플라이휠 재료의 RTNDT의 차이(T-RTNDT)의 함수로 파괴인성값이 제시되어 있다. 플

라이휠의 RTNDT는 낙중시험(Dropweight Test)으로 결정된 무연성천이온도와 샤르피 

V-노치 시험으로 결정된 충격에너지에 기초한 KEPIC MNB-2320과 MNB-2330 요건

에 따라 결정한다. MNB-2320은 ASTM E-208-95a를 표준 낙중시험방법으로 규정하

고 있으며 ASTM A-370을 표준 샤르피 V-노치 시험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SA-533-B Class 1, SA-508 Class 2, SA-508 Class 3과  SA-516 Grade 65 강 이외의 

재료에 대해 간접방법이 적용할 경우, 해당 재료와 본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재료의 

파괴인성 값의 동등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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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동전검사

최종 기계가공, 초음파 탐상 검사 및 표면 검사를 포함한 신청자의 가동전검사 계획

은 안전규제지침 6.4 II.4.가항 (또는 RG 1.14의 C.4.a)를 참고하며, 다음 기준을 따라

야 한다.

가. 완성된 각 플라이휠은 KEPIC MNB-2530(판재) 및 MNB-2540(단조품 및 봉재)

에 규정된 절차 및 허용기준을 사용한 초음파 탐상 검사에 따른 100 % 체적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만약 플라이휠이 판재 또는 단조재로부터 화염 절단된 경우, 재료의 외경 및 

내경에 최종 치수로 기계 가공하기 위하여 적어도 1.3cm (1/2 inch)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다. 최종 가공된 보어, 키웨이(keyway), 스플라인(spline), 드릴(drill) 구멍은 자분

탐상시험이나 액체침투시험을 하여야 한다.

라. 시험결과는 초기 플라이휠 상태, 접근성 정보를 확보하고 향후 가동중검사를 

위한 기초(baseline)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적절히 문서화되어야 한다.

4. 플라이휠 설계

신청자의 플라이휠 설계는 안전규제지침 6.4 II.2 (또는 RG 1.14 C.2)를 참고하며, 다

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플라이휠은 정상 상태, 예상운전과도,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 및 안전정지지진에

서 구조적 건전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펌프 플라이휠 설계는 다음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정상 운전속도에서 원심력과 축과 휠의 강제장착(interference fit)으로 인한 합

응력은 최소 항복강도의 1/3, 또는 재료의 취약방향에서 측정한 항복 강도의 

1/3(플라이휠 재료에 대해 인장시험을 실시할 경우)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플라이휠의 설계 과속도(overspeed)는 예상 최고 과속도의 110%이상이어야 한

다. 만일 파손이 펌프의 흡입 또는 배출부에 있는 원자로냉각재배관에서 일어

날 경우, 플라이휠의 최대 회전속도를 예상 과속에 포함하여야 한다. 원자로냉

각재배관의 배관파손을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 과속도에 대한 근거가 제출되어

야 한다.

다. 설계 과속에서 원심력과 축과 휠의 억지끼워맞춤(interference fit)으로 인한 합

응력은 최소 항복강도의 2/3, 또는 재료의 취약방향에서 측정한 항복 강도의 



제5.4.1.1절 개정 5 - 2015. 12- 6 -

2/3(플라이휠 재료에 대해 인장시험을 실시할 경우)을 초과할 수 없다.

라. 플라이휠을 지지하는 축 및 베어링은 정상운전, 예상된 과도상태, 냉각재 상실

사고 및 안전정지지진으로 인한 조합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마. 플라이휠 파괴에 대한 임계속도를 예측하기 위해 플라이휠 수명기간에 대한 

파괴역학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상 속도로부터 설계 과속도까지의 최대접

선응력에 대한 KIc의 비는 2√in(안전심사지침 10.2.3절과 동일)이상이어야 하

며, 이는 작용하중으로 인한 K에 대한 KIc의 비로 따지면 정상 및 이상 조건에 

대해 3.16, 비상 및 사고조건에 대해 1.41(KEPIC 접근법과 일치함)에 해당한다.

파괴역학해석은 검사를 통해 발견할 수 없는 가장 큰 결함크기를 고려하여 확

인된 열화 기구에 대한 균열 성장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0.25보다 작은 값

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할 수 없으면, 균열깊이비 0.25인 결함을 사용할 것.)

5. 과속시험

플라이휠의 설계 과속도에서 수행한 플라이휠 조립품에 대한 과속도 시험이 허용가

능하여야 한다. 과속도 시험 허용기준은 안전규제지침 6.4 II.3 (또는 RG 1.14 C.3)

에 따른다.

6. 가동중검사(ISI)

가동중검사 계획기준은 안전규제지침 6.4 II.4.나 (또는 RG 1.14 C.4.b)에 따르며, 세

부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10년 간격으로 KEPIC MI 가동중검사 일정에 따른 계획예방정비기간 중에 보

어와 키웨이에서 플라이휠 반경의 절반까지 높은 응력집중 부분에 대한 초음파

탐상방법에 의한 체적검사를 수행하거나, 노출된 모든 표면을 액체침투 및 자

분탐상법으로 표면검사하여야 한다.

나. 시험 절차 및 허용기준은 본 안전심사지침 II.3.가 항을 따라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절차는 각각의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이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허용기준을 벗

어난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체방안이 II장에 기술된 허용기준과 동등한지 

검토한다. 검토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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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의 선택

결함을 최소화하고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절차를 포함한 재료선택 내용을 

검토하고, 본 안전심사지침 II.1항의 요건과 비교한다. 이 재료가 과거 인허가시 사용

되지 않은 새로운 재료일 경우, 허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료 선택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한다. 과거의 평가를 근거로, 본 안전심사지침 II.1 및 II.2 항에 있는 모든 기

준을 만족시키면, ASME SA-533-B Class 1, ASME SA-508 Class 2, ASME SA-508

Class 3, ASME SA-516 Grade 65는 펌프 플라이휠용 재료로 적합하다. 이들의 재료

사양은 ASME Code Sec. II에 기술되어 있다.

2. 파괴인성

플라이휠 재료의 파괴인성 특성(관련된 시험자료 포함)을 본 안전심사지침 II.2항의 

요건과 비교하고 검토한다. 플라이휠 재료의 파괴인성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두가지 

방법이 허용된다:

가. 본 안전심사지침 II.2항에 기술된 파괴인성시험을 수행하는 직접방법

나. ASME SA-533-B Class 1, ASME SA-508 Class 2, ASME SA-508 Class 3, 또는 

ASME SA-516 Grade 65 재료에 대해 본 심사지침서 II.2 항에 기술된 플라이휠

의 RTNDT를 사용하는 간접방법

플라이휠의 실제 파괴인성물성 혹은 기준 무연성 천이온도, 그리고 플라이휠의 정상 

운전온도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값과 동일하여야 한다.

3. 가동전 검사

최종 기계가공, 초음파 및 표면 검사를 포함한 가동전 검사 계획을 검토하고, 본 안

전심사지침 II.3항의 요건과 비교한다. 초음파검사 범위를 검토하며, 안전성분석보고

서의 허용기준이 KEPIC MNB-2530(판재의 경우), MNB-2540(단조품 및 봉재의 경

우)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4. 플라이휠 설계

플라이휠 설계 시 다음 하중조건에 대한 허용응력과 작용응력을 검토한다.

가. 정상운전 속도에서의 하중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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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 과속도에서의 하중 조합(설계 과속도에 대한 정의와 근거도 검토되어야 

함.)

다. 축과 베어링의 하중 조합

또한, 검출할 수 없는 결함의 존재를 고려한 파괴역학해석절차에 대해 검토한다. 동 

해석은 플라이휠 수명기간동안의 결함성장를 고려하여야 한다.

안전성평가보고서에 기술된 정보는 본 안전심사지침 II.4항의 허용기준과 비교·평가

한다.

5. 과속도 시험

과속도 시험이 본 안전심사지침 II.5항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6. 가동중검사

검사범위, 방법, 주기, 허용기준을 포함한 가동중검사 계획을 검토하고, 본 안전심사

지침 II.6항의 요건과 비교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1. 신청자의 원자로 냉각재펌프 플라이휠 재료선택, 파괴인성시험자료, 설계절차, 가동

전 과속도 회전 시험 계획 및 가동중검사 계획을 검토한 결과, 안전기능의 중요도

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요건을 만

족함을 확인하였다.

2. 신청자는 적절한 파괴인성을 갖는 재료의 선택, 보수적인 설계 절차의 사용, 원자

로냉각재펌프 플라이휠에 대한 가동전시험 및 가동전검사 계획 수립에 관한 안전

규제지침 6.4 (또는 RG 1.14)지침을 따르고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를 만족한다. 검토자는 설계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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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운전조건이나 가상사고에서 플라이휠의 구조건전성이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신청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가동전검사, 가동중검사, 가동중시험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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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4.2.1절 증기발생기 재료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증기발생기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시방서에 적합하게 선택, 가공, 시험 및 검사

되고, 페라이트계 재료의 파괴인성은 적절하며, 증기발생기 설계는 열화와 부식에 대

한 재료의 민감도를 제한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증기발생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노출 환경에 적합하고, 증기발생기 2차측의 설계는 화학불순물이 화학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제거될 수 있으며, 재료가 예민할 수 있는 파괴를 포함한 어떤 열화

도 가동중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될 수 있고 운전변수에 설정되는 제한치를 통해 

조절될 수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증기발생기의 정기적인 검사 수행은 증기발생기의 

건전성이 초기 설계요건의 수준과 비교될 수 있는 어떤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입

증한다.

증기발생기 재료에 대하여 다음 분야를 검토한다.

1. 증기발생기의 제작에 사용된 재료의 선택, 공정, 시험 및 제작과 공정 중의 검사

2. 증기발생기의 열화 및 부식 민감도에 관한 설계 사항

3. 증기발생기에서 사용되는 페라이트계 재료의 파괴인성을 포함한 제작 및 가공

4.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 압력경계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오스테나이트계 스

테인리스강 재료의 제작 및 공정

5. 증기발생기 재료와 1차측 및 2차측 냉각재와의 적합성 그리고 세정관리

6. 유지 및 세정을 위한 증기발생기 2차측으로의 진입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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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증기발생기 재료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기계재료평가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5.2.3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원자로냉

각재압력경계 재료”에서 원자로용기 재료를 제외한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재료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2. 기계재료평가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0.3.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증기 및 

급수계통 재료”에서 증기 및 급수계통 재료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3. 기계재료평가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1.3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나사 고

정구 – 안전등급 1,2,3”에서 볼트와 나사 고정구의 건전성을 입증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4. 계통평가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0.4.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복수정화계

통”에서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제공하며, 수질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복수정화계통의 

성능을 검토한다.

5. 계통평가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0.4.8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에서 증기발생기의 최적 2차측 수질을 유지하는데 보조하는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의 성능을 검토한다.

6. 계통평가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9.3.4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에서 부식 조절 및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재료와의 적합성과 관계되는 

원자로냉각재 수질과 관련 수화학조절(부식억제제와 같은 첨가물을 포함한)의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7. 기계재료평가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5.2.1.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코드 및 

표준의 적용”에서 증기발생기 기기에 대한 코드등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

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허용 가능한지

를 검토한다. 코드등급은 증기발생기가 만족해야 하는 적당한 KEPIC 코드요건을 

결정한다.(예, KEPIC-MNB는 KEPIC 코드의 등급 1 기기의 요건을 규정하는 반면에 

MNC는 KEPIC 코드 등급 2 기기의 요건을 기술하고 있다.)

8. 기계재료평가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5.2.1.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적용가

능한 코드 케이스”에서 증기발생기에 사용된 재료와 연계하여 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는 ASME 코드 케이스의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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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계재료평가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9.3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KEPIC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구조물과 노심지지구조물”에서 증기발생기 압력유지기

기의 구조적 건전성을 검토한다.

10. 기계재료평가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5.2.4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원자로

냉각재압력경계의 가동중검사 및 시험”에서 증기발생기 세관을 제외한 원자로냉각

재압력경계에 대한 가동중검사 프로그램의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11. 기계재료평가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5.4.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증기

발생기 프로그램”에서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의 허용여부를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본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관련 요건들을 만족하는데 근거를 두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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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안전기능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코

드와 기준들이 사용되는 경우 그들의 적용성, 적합성 및 충분함을 평가하고 확인해

야 하며, 이러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그들의 안전기능을 수행하며 기록이 유

지될 것이라는 것을 적절히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의 영향을 수용하고,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제1항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생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제작·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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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는 가동, 유지, 시험 그리고 가상사고 조건하에서 응력을 받

을 때 경계가 취약하지 않으며 급속전파 파괴의 가능성이 최소화된다는 것을 보증

하기 위해 충분한 여유도를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원자로냉각계통과 그와 관련된 보조계통·제어계통·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

전과도 동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여유

도를 가져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제2항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는 원자로냉각재 누설을 신속히 탐지할 수 있는 설비와 가

능한 한 누설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10 CFR 50.55a(c), (d) 및 (e)

압력경계를 절충하는 기기를 포함하여 기기의 그룹화는 ASME Sec. III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7. 10 CFR 50, Appendix B -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품질보증기준”, criterion ⅩⅢ ,

“취급, 저장 및 수송”

이 규정은 증기발생기 재료에 적용된다. 특히 손상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

업 및 검사절차에 따라 재료와 장비의 세정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확립되어야 

한다.

8. 10 CFR 50, Appendix G -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파괴인성

페라이트계 재료로 만들어진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압력유지기기는 계통수압시

험 및 예상되는 운전중 사고를 포함하여 어떤 상태의 정상운전동안에도 파괴인성

에 대한 ASME 코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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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

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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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

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재료의 선택, 공정, 시험 및 검사

증기발생기를 위해 선택된 재료는 1차 및 2차 계통 압력경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덧붙여 관지지구조물과 같은 비압력유지기기를 위해 사용된 어떤 재료는 압력경계

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예, 관지지구조물의 부식에 의한 증기발

생기 세관의 덴팅 발생 또는 금속파편의 생성에 의한 세관의 기계적 손상) 결과적

으로 증기발생기를 위해 선택된 재료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안전등급 및 규격)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

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추가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를 위해 선택된 재료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

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제2항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가장 높은 품질기준에 따라 제작

되고 시험되어야 한다.

증기발생기 제작 시 사용을 위해 선택된 재료는 10 CFR 50.55a를 따른다면 제작 

관점에서 허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0 CFR 50.55a (c), (d) 및 (e)는 KEPIC-MN

의 요건을 만족함을 요구한다. 10 CFR 50.55a(b)의 조항은 증기발생기를 위한 재료

의 선택, 제작 및 시험에 사용되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84, "설계, 제작 

및 재료 코드케이스 적용, ASME Sec. III"에서 논의된 것처럼 ASME Code Case를 

허용한다.

KEPIC-MN 코드는 등급 1 기기를 위한 MNA-1000과 MNB-2000 그리고 등급 2 기

기를 위한 MNC-2000과 같은 기준을 통해 재료의 선택, 가공, 시험, 제작 동안의 검

사 및 인증을 위한 요건을 수립하고 있다. 통상 KEPIC-MN 코드는 허용된 재료시

방서를 위해 KEPIC-MDW와 MDP를 참조한다. (예, MNB-2120 및 MNC-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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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의 등급 1 부품들에 현재 사용중인 재료들은 다음의 예와 같다.

세관(Tubing) : ASME SB-163, N06690, 열처리

압력판(Pressure Plates) : ASME SA-533, Grade B, Class 1

압력단조품(Pressure Forgings) : ASME SA-508, Grade 3, Class 2(Class 3로서  

(노즐과 관판 포함) 전에 참조됨)

노즐 안전단(Nozzle Safe Ends) : ASME SA-182, F316LN

채널헤드(Channel Heads) : ASME SA-508, Grade 3, Class 2(Class 3로서  

전에 참조됨)

피복, 버터링 및 용접          : ASME SFA 5.4 (308L. 309L), 5.9 (308L, 309L)

(Cladding, Buttering, welds) 5.11 (ENiCrFe-7) 및 5.14 (ERNiCrFe-7)

압력경계 용접부               : 저합금강 SFA 5.5, 5.23, 5.28

맨웨이 스터드(Manway Studs) : ASME SA-193, Grade B7

맨웨이 너트(Manway Nuts) : ASME SA-194

증기발생기의 등급 2 부품에 현재 사용 중인 재료들은 다음의 예와 같다.

압력판(Pressure Plates) : ASME SA-533, Grade B, Class 1

볼트류(Bolting) : ASME SA-193, Grade B7

관지지구조물(반진동봉/팬봉 포함) : ASME SA-240, Type 405와 Type 410S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와 제21조(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을 만족시키기 위해, 증기발생기의 제작에 사용된 재료는 KEPIC

코드에 따라 선택, 제작, 시험 및 제작 동안 검사된다면 허용될 수 있다.

2. 증기발생기 설계

증기발생기 설계는 세관을 포함한 증기발생기의 건전성이 검사 사이의 운전기간 

동안 유지되도록 열화 가능성을 제한하여야 한다. 증기발생기 세관과 세관의 건전

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2차측 기기의 열화는 안전심사지침 5.4.2.2에서 증기

발생기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가동중검

사 프로그램은 안전심사지침 5.2.4에서 검토되는 것처럼 다른 증기발생기 압력경계 

재료의 열화는 가동중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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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설계는 열화 관점에서 허용되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달성하여야 한다.

가. 세관과 관지지판 사이의 틈새 제한

틈새의 제한은 관지지판에서 다양한 형태의 개구부(opening) 또는 에그 크레이

트(eggcrate)와 같은 격자 그리드(grid)를 사용하여 달성할 수 있다. 관지지판의 

설계는 세관을 따라 흐르는 고속 유량을 증진시켜야 한다. 틈새 제한은 세관과 

관지지판의 부식을 일으키는 부식생성물 및 슬러지(sludge)의 집적을 제한한다.

나. 적절한 부식저항성 재료의 사용 또는 부식에 민감한 재료에 대한 피복   

세관의 덴팅(denting)에 대한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관지지구조물은 부식 저

항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세관 덴팅은 세관과 세관 지지물 사이의 틈새를 

채우는 고형 부식생성물을 생성하는 관지지구조물의 부식과 관련된 현상이다.

세관의 덴팅은 1차측 냉각재 유량 제한과 세관의 응력부식균열을 일으킬 수 있

다. 증기발생기 세관의 부식 민감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 시 세관은 부식저

항성 관점에서 미세조직을 최적화하는 열처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소구경 세관

의 U-자형 지역은 이 지역에서의 잔류응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굽힘 후 응력완

화처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세관을 지지하는 재료와 2차측의 다른 재료들은 세

관이 적절히 지지됨을 입증하고 세관의 건전성을 상실케 할 수 있는 금속파편

(loose part)의 발생가능성을 저하시키기 위해 열화에 충분히 저항성을 가져야 

한다. 관판과 다른 1차측 기기 상부의 부식저항성 피복은 KEPIC-MQ의 요건에 

따라 용접(weld-deposited), 제작, 검사되어야 한다.

다. 관판 지역의 틈새와 잔류응력 제한

세관-관판 틈새의 양은 제한되어야 한다. 이것은 실제로 관판 지역에 걸쳐 세

관을 확관하여 달성될 수 있다. 확관법의 선택은 세관 내의 응력을 제한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틈새의 제한은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부식생성물과 슬

러지의 집적을 억제할 것이다. 응력 제한은 응력부식균열 발생가능성을 감소시

킨다.

라. 증기발생기 재료의 부식과 같은 질저하에 대한 적절한 허용

KEPIC-MN 코드와 일치함으로서 달성된다. (등급 1 기기에 대해 MNB-2160과 

MNB-3121, 등급 2 기기에 대해 MNC-2160과 MNC-3121)

마. 예측된 사용 환경 하에서 적절히 성능을 가지며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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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 재료의 사용

안전규제지침 5.6 (또는 RG 1.65) “원자로용기 스터드 재료 및 검사“의 규제입

장을 따름으로서 달성된다. 안전규제지침 5.6 (또는 RG 1.65)가 원자로용기의 

스터드 설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지침은 증기발생기 볼트 재료

의 적절한 선택에도 적합하다. 볼트류와 나사 고정구의 건전성은 안전심사지침 

3.13에서 역시 검토된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상호 검토 및  적절히 수행된 가동중검사에 대한 허용기준

과 함께 상기 기준은 비정상누설, 급속전파 파손 및 대량 파단의 가능성이 극도로 

낮으며, 원자로냉각재 압력용기의 설계조건이 운전 중에 초과되지 않고, 충분한 여

유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와 제

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의 요건과 일치하며 급속전파 파손을 예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보장한다.

3. 페라이트계 재료의 제작과 가공

가. 파괴인성

증기발생기는 1차 및 2차 계통 압력경계의 일부이다. 결과적으로 선택된 재료는 

급속전파 파손을 피하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

냉각재압력경계)와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의 요건과 일치하는 설계조건이 

운전 중에 초과되지 않음을 입증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증기발생기에서의 사

용을 위해 선택된 압력유지 페라이트계 재료는 10 CFR 50 Appendix G와 10

CFR 50, 10 CFR 50.55a(c), (d) 및 (e)를 따르고, KEPIC-MNZ 부록 G를 따른다

면 파괴인성 입장에서 허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앞에서 인용된 규제요건은 KEPIC-MN의 사용을 요구한다.

KEPIC-MN의 MNB-2300과 MNC-2300은 각각 등급 1과 등급 2에 대해 파괴인

성 요건을 언급하고 있다. KEPIC-MNZ 부록 G는 파괴인성 추가 기준을 포함한

다.

나.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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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의 접합은 적절히 기능을 발휘함을 입증하는

데 중요하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와 제21조의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재료에 대한 요건과 일치한다면, 증기발생기의 제작 및 조립 

동안, 수행될 중요한 기능들과 더불어 필요 시 보완되고 수정된 품질기준을 사

용함으로써 용접 인증, 용접제작 공정 및 검사가 수행된다. 증기발생기 기기의 

페라이트계 강 용접은 10 CFR 50, 10 CFR 50.55a(c), (d) 및 (e)를 따르고, 다음 

요건을 만족한다면, 허용될 수 있다.

1) 안전규제지침 3.13 (또는 RG 1.50), “저합금강 용접의 예열온도 관리“에 의해 

보완된 것처럼 KEPIC-MNZ 부록 D의 D-1210에 따른 예열량의 조절

2) RG 1.34, “일렉트로슬래그 용접 특성 관리”의 이행

3) 안전규제지침 3.18 (또는 RG 1.71), “접근성 제한부위에 대한 용접사 자격”의 

이행

접근성의 제한이 문제가 될 때, 용접사 또는 용접작업자의 자격 인증과 관련

하여 이 자격인증은 완료된 용접접합부의 100% 방사선투과검사 또는 초음파

탐상검사가 수행된다면 연기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절차와 허용기준은 

KEPIC-MN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검사보고서와 방사선 투과사진의 기록

은 완료된 용접부에 대한 품질보증 문서화의 일환으로서 유지되어야 한다.

4) 안전규제지침 3.16 (또는 RG 1.43), “저합금강 기기의 스테인리스강 피복용접 

관리”의 이행

4. 압력경계 재료로서 오스테나이트계 강의 제작 및 공정

가. 균열 민감도 제한

다양한 인자들에 의해 응력부식균열에 민감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이 인자들은 재료의 항복강도, 세정 및 운전 중 재료의 오염

물질에의 노출 그리고 재료 예민화 여부가 포함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와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의 요건

과 일치하게 응력부식균열에 대한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비정상누설, 급속전파 

파손 및 대량 파단의 가능성이 극도로 낮으며, 원자로냉각재 압력용기의 설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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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운전 중에 초과되지 않고, 급속전파 파손을 예방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충

분한 여유도가 있음을 보장한다.

증기발생기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의 제작과 공정은 10 CFR 50,

10 CFR 50.55a(c), (d) 및 (e)를 따르고, 다음 요건을 만족한다면, 허용될 수 있다.

1) 항복강도를 620 MPa (90,000 psi)로 제한.

실험실 응력부식균열 시험과 운전경험은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사용된 냉

간가공된 스테인리스강이 항복강도 상한치를 가져야 한다는 기준의 근거를 제

공한다.

2) KEPIC QAP-2 원자력 품질보증 기술기준 Ⅱ.1 (원자력발전소 유체계통 및 관

련기기의 세정에 관한 품질보증 요건)의 이행

마감면의 최종 세정 혹은 세척을 위한 용수의 근원으로서 탈이온수 또는 탈

염수로 채워진 탈기된 탱크가 허용될 수 있다. 이 용수의 산소량은 조절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다른 염화물, 불화물과 같은 화학종의 농도는 RG 1.44,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의 사용관리”에 기술된 값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3) 최소한도로 KEPIC QAP-2 원자력 품질보증 기술기준 Ⅱ.1 (원자력발전소 유

체계통 및 관련기기의 세정에 관한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대해 연마작업을 조절

4) 안전규제지침 3.15 (또는 RG 1.44)의 이행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 예민화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안전규

제지침 3.15 (또는 RG 1.44)에서 논의된 방법에 덧붙여, 제안된 사용 환경과 

보고된 타당성에 근거해서 이미 허용된 대체 방법으로 ASTM A-708이 포함

된다.

5) 안전규제지침 3.17 (또는 RG 1.36),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에 사용되는 

비금속 단열재”의 이행

단열재는 반사체형 금속단열재가 사용되거나 안전규제지침 3.17 (또는 RG

1.36)의 기준을 만족하는 비금속단열재가 사용되어야 한다.

나. 용접

증기발생기의 제작에 사용된 재료의 접합은 압력경계 재료에 대한 원자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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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정등급 및 규격)와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

력경계)의 요건과 일치한다면, 증기발생기의 제작 및 조립 동안, 수행될 중요한 

기능들과 더불어 필요 시 보완되고 수정된 품질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용접 인증,

용접제작 공정 및 검사가 수행된다. 증기발생기 기기의 오스테나이트계 강 용접

은 10 CFR 50, 10 CFR 50.55a(c), (d) 및 (e)를 따르고, 다음 요건을 만족한다면,

허용될 수 있다.

1) 안전규제지침 3.14 (또는 RG 1.31), “스테인리스강 용접금속에서의 페라이트량 

관리”

2) RG 1.34, “일렉트로슬래그 용접 특성 관리”

3) 안전규제지침 3.18 (또는 RG 1.71),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의 용접사 

자격”

4) NUREG-0313, 증기발생기 재료로서 어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대  

해서는 적절할 수 있음.

5. 재료와 1차 및 2차측 냉각재와의 적합성 그리고 세정관리

세관을 포함한 증기발생기에서 사용된 재료는 열화될 수 있다. 열화에 대한 민감도 

및 열화속도는 부분적으로 재료, 수화학 및 온도와 같은 운전환경에 의존한다. 재료

가 환경과 적합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과 일치함을 입증하기 위해 1차 및 2차측 냉각재의 수화학이 

조절되어야 한다.

덧붙여 재료 손상 혹은 질저하는 부적절한 세정 혹은 세정관리의 결과로서 건설 및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다. 이 손상 혹은 질저하는 화학불순물 또는 특정 물질로부

터 야기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10 CFR 50 Appendix B 기준 XIII의 요건과 일치하

는 재료 및 장비의 세정관리 방법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료와 환경과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목적은 가동증검사 프로그램이 열화를 관리하

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있다. 이러한 접근의 의도는 비정상누설, 급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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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파손 및 대량 파단의 가능성이 극도로 낮으며, 원자로냉각재 압력용기의 설계조

건이 운전 중에 초과되지 않고, 충분한 여유도가 급속전파 파손을 예방하는데 사용

될 수 있음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와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의 요건과 일치하여 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1차측 수화학 프로그램은 안전심사지침 5.2.3과 9.3.4에서 검토된다. 추가로 안전규제

지침 3.15 (또는 RG 1.44)는 원자로 냉각재에 대한 적합한 수화학 제한치를 언급하

고 있다.

2차측 수화학 프로그램은 냉각재의 수질이 안전심사지침 부록 5.4.2.1-1 “증기발생

기 2차측 수화학 감시”에 기술된 것처럼 유지되고 감시되고, 표준기술지침서 

NUREG-1431과 1432의 최신 개정판에 있는 2차측 수화학 요건이 10 CFR 50.36의 

요건을 만족하며 발전소 기술지침서와 일치하고, 증기발생기의 부식에 대한 민감도

를 제한하는 화학첨가제가 증기발생기에 민감한 열화들이 가동중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조절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다. 온도, 압력 및 유량과 같

은 운전환경은 증기발생기의 부식민감도를 제한하는데 있어 화학첨가제의 평가 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변수들을 포함한다.

현장의 증기발생기 세정 및 세척조절은 10 CFR 50 Appendix B의 기준 XIII 요건과 

일치하며 KEPIC QAP-2 원자력 품질보증 기술기준 Ⅱ.1 (원자력발전소 유체계통 및 

관련기기의 세정에 관한 품질보증 요건)의 규제조항을 만족한다면 허용될 수 있다.

6. 증기발생기의 2차측 진입을 위한 조항

침적물과 슬러지를 포함해서 부식생성물과 다른 오염물질은 증기발생기의 2차측에 

축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식생성물과 오염물질은 증기발생기 세관의 길이를 따

라, 세관과 관지지판 사이의 틈새에서 그리고 관판 상부에서 관찰되어 왔다. 이 부

식생성물과 오염물질의 특성에 의존하여, 세관 또는 다른 부품들의 열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열화는 압력경계의 열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기발생기 설계는 

이 부식생성물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 조항

은 안전심사지침 10.4.8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에서 검토되는 취출에 의한 부식생성



제5.4.2.1절 개정 6 - 2018. 12- 13 -

물과 오염물질의 제거를 보완한다.

부식생성물과 다른 오염물질에 덧붙여, 금속파편을 포함한 이물질이 증기발생기 내

로 유입될 수 있다. 이물질은 또한 압력경계의 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증기

발생기 설계는 이물질의 제거를 위한 진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증기발생기는 관판 위에서 그리고 세관과 관지지판사이의 틈새에서 발견되며 부식

을 일으키는 부식생성물과 오염물질 및 세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속파

편을 포함한 이물질을 검사하고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 삽입될 수 있도록 내부구조

물로의 적절한 진입을 허용하는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적절히 수행된 가동중검사와 더불어 비정상누설,

급속전파 파손 및 대량 파단의 가능성이 극도로 낮으며, 원자로냉각재 압력용기의 

설계조건이 운전 중에 초과되지 않음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와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의 요건에 일치함을 보장한

다.

본 안전심사지침에서 언급된 검토분야에 대해 이 허용기준의 적용을 위한 기술적 

배경은 다음 사항에서 논의된다.

증기발생기 가압경수로형 원전의 1차측과 2차측 사이의 경계로서 역할을 한다. 결과

적으로 증기발생기는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로서 그리고 용기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다. 2차 계통으로의 1차측 누설은 직접적으로 환경에 방사성 물질을 유출시킬 수 있

다. 또한 증기발생기는 붕괴열을 제거하거나 공학적 안전설비 펌프에 증기를 공급하는 

것과 같은 안전기능을 수행한다.

증기발생기 부품은 2개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등급 1은 1차측 원자로냉각재에 노출

된 부품을 위한 재료를 포함하며, 등급 2는 2차측 냉각재에 노출된 부품을 위한 재료

를 포함한다.

III. 검토 절차



제5.4.2.1절 개정 6 - 2018. 12- 14 -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로부터 검토 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

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II절의 관련 심사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재료의 선택, 공정, 시험 및 검사 

검토자는 상기 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증기발생기의 등급 1과 등

급 2 부품들에 대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선택된 재료와 그들의 시방을 조사

한다. 만약 KEPIC-MN 또는 RG 1.84에서 허용하지 않은 어떤 재료가 사용되는 경

우, 재료의 허용성이 유사재료 시방으로부터의 통찰력을 사용하여(즉, 유사 형태의 

재료와 유사환경에서의 이 같은 재료의 사용) 재료의 안전심사지침 5.2.1.2 “적용가

능한 코드케이스” 및 10 CFR 50.55a(a)(3)과 일치하는 경우별 기술적 근거를 검토한

다.

2. 증기발생기 설계

검토자는 상기 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증기발생기 설계를 조사한다.

3. 페라이트계 재료의 제작 및 공정

검토자는 상기 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기발생기에 사용된 페라이

트계 재료의 제작과 공정을 분석한다.

4.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재료의 제작과 공정

검토자는 상기 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증기발생기에 사용된 오스테

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재료의 제작과 공정을 분석한다.

검토에는 예민화 조건에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다. 만약 산소 농도가 높으면 어떤 조건에서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사용

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 1차측(원자로) 및 2차측 냉각재와의 재료 적합성 및 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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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상기 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차측(원자로) 및 2차측 냉각

재 화학성분에 대한 관리를 조사한다. 만약 증기발생기의 1차측에 사용된 재료가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나머지에 사용된 재료와 다르다면, 제안된 화학환경에서 

이 재료의 허용성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달리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

침 5.2.3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재료“에서 수행한 것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추

가로 검토자는 2차측 냉각재와 재료와의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온도, 압력, 유

량 등과 같은 운전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발전소는 고온관 측 온도가 약 332℃

(630℉)로 운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코넬과 같은 어떤 Ni-Cr-Fe 합금이 전형적인 1차측 및 2차측 수화학 

영역에서 응력부식균열에 민감할 수 있다는 것은 운전 경험상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검토자는 신청자가 유사 환경에서의 만족할만한 시범적 사용에 근거하여 규정하거

나, 예상된 환경조건 하에서 재료의 사용을 지원해주는 허용 가능한 기술적 근거를 

발표했음을 입증한다. 열처리된 합금 690은 이전 증기발생기 환경에서 사용된 합금 

600에 비해 개선된 부식저항성을 보여준다.

6. 증기발생기 2차측 진입을 위한 조항

검토자는 상기 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증기발생기의 2차측 진입을 

위한 조항을 조사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결론에 대한 배경을 기

술한다.

1. 증기발생기 재료는 허용될 수 있으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

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

력경계) 및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10 CFR 50 Appendix B와 G 그리고 10

CFR 50.55a의 요건들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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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기발생기의 제작에 사용된 재료는 10 CFR 50.55a의 요건과 일치하며 준수한다.

(예를 들어, KEPIC-MN에서 허용되지 않은 재료들에 대해서 재료는 사례별 근거에 

대해 검토되었고, 10 CFR 50.55a(a)(3)의 조항과 일치하며 허용될 수 있음이 결정되

었다.)

3. 증기발생기의 1차측과 2차측은 각각 KEPIC 등급 1과 KEPIC 등급 2의 기준에 따라

서 설계되고 제작된다. (증기발생기의 2차측 압력경계 부품은 요구된 등급이 KEPIC

등급 2임에도 불구하고 KEPIC 등급 1 기준으로 설계되고, 제작되며, 시험될 것이

다.)

4. 관판과 삽입된 세관 사이의 틈새는 세관이 관판 내에서 세관의 삽입 전체 길이에 

대해 확관됨으로서 제한된다. 세관 확관과 그에 따라 생긴 세관과 관판 사이의 접

촉 정압은 틈새 지역에 형성되는 불순물의 침적을 억제하고 틈새 비등의 가능성을 

낮출 것이다. (관지지판은 실험실 시험이 운전환경에 대해 부식 저항성을 보여준 페

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재료로 만들어진다. 관지지판은 세관의 원주 주변을 따라 

제한된 수의 위치에서 세관과 밀착접촉을 하는 4귀엽 형상(quatrefoil)의 구멍과 같

은 비원주형 구멍으로 설계하고 제작한다. 비원주형 구멍 설계는 관지지판 위치에

서 고속 유량을 촉진하여 불순물을 씻어 버린다. 한편 관지지구조물의 제작에 격자 

그리드(grid) 설계가 사용된다. 이 설계는 지지구조물이 세관 주변에 단지 4개의 선

형 접촉을 하기 때문에 관지지판 위치에서 좁은 원형 간극을 제거하고, 증기발생기 

2차측 냉각수가 관표면을 거의 완벽하게 씻어버리도록 한다. 소곡률 세관의 U-bend

지역은 잔류응력을 줄이기 위해 굽힘 후에 응력완화처리가 수행된다.)

5. 페라이트계 재료의 파괴인성은 10 CFR 50.55a, KEPIC-MNZ의 부록 G 그리고 10

CFR 50 Appendix G를 준수하므로 허용된다.

6. 증기발생기의 페라이트계 재료의 용접은 10 CFR 50.55a, KEPIC-MNZ 부록 D의 

D-1210 그리고 RG 1.34, 안전규제지침 3.16 (또는 RG 1.43), 안전규제지침 3.13 (또

는 RG 1.50) 및 안전규제지침 3.18 (또는 RG 1.71)에 따라 수행되므로 요건을 만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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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제작과 공정은 10 CFR 50.55a와 안전규제지침 3.14

(또는 RG 1.31), RG 1.34, KEPIC QAP-2, RG 1.28, 안전규제지침 3.15 (또는 RG 1.44)

및 안전규제지침 3.18 (또는 RG 1.71)에 따라 수행되므로 요건을 만족한다. 추가로 

NUREG-0313의 지침을 따르게 되며,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항복강도는 

620MPa (90,000 psi)로 제한된다.)

7. 10 CFR 50 Appendix B의 요건은 제작 시의 현장 세척 및 세정관리가 KEPIC

QAP-2 원자력 품질보증 기술기준 Ⅱ.1 (원자력발전소 유체계통 및 관련기기의 세정

에 관한 품질보증 요건)의 권고를 따르므로 현장 세적 측면에서 만족된다. 2차측 냉

각재 수화학에 대한 조절은 기술적 입장과 일치하며, 가동중검사 프로그램이 발생

할 수 있는 열화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 첨가제는 주어진 환경에 대

한 부식에 대해 증기발생기의 민감도를 제한한다. 덧붙여 2차측 수화학 프로그램은 

표준기술지침서의 최신 개정판과 일치한다.(1차측 냉각재 수화학 프로그램은 증기발

생기의 특정 재료에 대해 허용가능하다.)

8. 증기발생기 2차측으로의 진입을 위한 조항은 도구가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부식생

성물과 오염물질 그리고 세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속파편을 포함한 이

물질을 검사하고, 제거하기 위해 삽입될 수 있으므로 허용된다.

9. 증기발생기 세관과 다른 증기발생기 재료의 만족할 만한 성능은 ① KEPIC 코드의 

설계 조항 및 제작 요건, ② 엄격한 2차측 수질감시 및 관리에 의해 합리적으로 보

증된다. 적용 가능한 코드, 기준, 규제입장 및 규제지침에 따르는 상기에 기술된 관

리 내용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5

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및 제22조(원자로

냉각계통 등), 10 CFR 50 Appendix B와 G 그리고 10 CFR 50.55a의 요건들을 만족

시키기 위한 허용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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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4.2.2절  증기발생기 프로그램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증기발생기가 설계됨을 보증하고, 증기발

생기 프로그램을 이행함으로써 운전 및 가상사고 조건에서 세관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검토를 수행한다.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은 세관의 구조

적 또는 누설 건전성이 최초 설계 요건에 필적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보증

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증기발생기 1차측과 2차측이 설계되었

는지를 검토한다.

2.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이 증기발생기 세관의 구조적 건전성과 누설건전성이 유지됨

을 합리적으로 보증하는지를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증기발생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세관 이외의 증기발생기 1차측 채널 헤드와 같은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에 대한 

가동중검사 및 시험은 안전심사지침 5.2.4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증기발생기 동체(shell)와 같은 등급 2 및 3 기기에 대한 가동중검사는 안전심사지

침 6.6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3. 볼트와 나사 고정구에 대한 가동중검사는 안전심사지침 3.1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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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4. 증기발생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청자가 신청한 KEPIC의 적용사례 또는 ASME

Code Case의 적합성은 안전심사지침 5.2.1.2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5. 계통 및 기기의 등급분류의 적합성은 안전심사지침 3.2.2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

다. 계통 및 기기의 등급분류는 증기발생기 프로그램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6. 증기발생기 설계 및 재료의 적합성은 안전심사지침 5.4.2.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7. 운영기술지침서의 적합성은 안전심사지침 16장 및 16.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

다. 그러나, 표준운영기술지침서 NUREG-1431 및 NUREG-1432 최신본의 증기발생

기 부분에 서술된 기술적 요건의 적합성은 본 절에 따라 검토한다.

8. 품질보증계획의 적합성은 안전심사지침 17.5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기기는 구조적 건전성, 누설밀봉을 수명기간 동안 보장하

기 위하여 검사 및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2. 가동중검사 계획은 KEPIC-MI, "원전 가동중검사“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원

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운영기

술지침서에 기술된 증기발생기 검사 요건이 KEPIC-MI, MIB 2000이 요건과 다를 

경우 운영기술지침서가 우선한다.

3. 운영기술지침서에 관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03)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

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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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건

4.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요건“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증기발생기 세관은 열화에 민감하며, 열화는 증기발생기 세관의 길이를 따라 모든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세관의 전장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접근

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허용불가능한 결함이 발견되면 관막음이 가능해야 한다. 증

기발생기의 수명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열화 형태를 탐지할 수 있는 가용한 비

파괴검사 방법 및 기술을 이용하여 각 세관의 전장에 대한 검사가 가능해야 한다.

허용불가능한 결함을 가진 세관을 관막음하여 세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증

기발생기를 설계해야 한다. 또한 허용불가능한 결함을 가진 세관을 관막음 하는 

경우 계속적인 열화로 인해 절단되어 다른 건전한 세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가

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안정봉의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증기발생기 세관의 1차측 및 2차측 양측 모두에서 세관의 구조적 건전성 및 

누설 건전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양측 모두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예

를 들어 세관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관판의 2차측 면, 중앙통로부, 급수 입구 

영역(J-관 또는 예열기 입구) 및 다른 영역으로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2차측 내

부구조물의 열화로 인해 증기발생기 내부에 금속파편(loose part)이 발생할 수 있

으며, 지지 기능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세관에 기계적 손상을 줄 수 있

다. 또한 제작, 유지보수 작업 및 운전을 하면서 증기발생기로 유입되는 이물질

(금속파편 포함)도 세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세관에 슬러지가 침적되

면 세관의 부식 민감도가 증가하며, 육안검사의 장애물 또는 와전류탐상검사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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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에 잡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관 검사를 더 어렵게 한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다면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 모든 증기발생기 세관은 주기적 검사, 시험 및 보수(관막음 및 안정봉 설치)

를 위해 접근가능하다.

나. 가용한 비파괴검사 방법 및 기술을 이용하여 모든 세관의 전장 검사가 가능

하다.

다. 1차측으로부터 세관에 접근이 가능하다.

라. 세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계통, 구조물, 기기의 상태를 평가하여 취약하

거나 이상 상태가 발견되었을 경우 적합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증기

발생기 2차측으로부터 접근이 가능하다.

마. 이물질(금속파편 포함)의 검사 및 제거가 가능하다.

사. 각 세관의 관막음이 가능하다.

2.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은 세관 열화 및 열화 조짐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함으

로써 세관의 건전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예방 및 시정조치를 통하여 세

관의 구조적 건전성 및 누설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게 한다. 증기발생기 프로그램

에는 열화평가, 세관 및 세관 보수 부위에 대한 검사 요건, 건전성 평가 절차서,

관막음 및 보수, 1차측에서 2차측으로의 누설 감시, 이물질 제거(금속파편 관리 

포함), 2차측 건전성 유지, 계약자 감독, 자체 평가 및 보고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증기발생기 프로그램 중 수화학 부분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5.4.2.1-1에 따라 

검토한다.

3. NUREG-1431 및 NUREG-1432의 최신본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42조에 부합하게 세관 검사 사이의 운전기간 동안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보증

하기 위한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의 수립 및 이행 요건이 기술되어 있다. 운영기술

지침서에는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의 목적, 운전기간 동안 허용되는 1차측에서 2차

측으로의 최대 누설량 제한치, 최대 검사 주기, 세관 검사에 사용되는 기술의 목

적, 세관 보수 기준 및 세관 보수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목적은 최초 설계 기준에 부합하게 세관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표준 운영기술지침서의 증기발생기 부분에는 발전소 고유 평가에 대해 기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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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예를 들어 세관 보수 기준 및 보수 방법은 발전소별로 평가된다.

4. 증기발생기 세관 보수 기준과 관련하여,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된 세관 보수 기준

을 결정하는 허용가능한 방법이 안전규제지침 5.5, “증기발생기 세관 관막음”(또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121)에 기술되어 있다. 특히 안전규제지침 5.5 (또

는 RG 1.121) 세관의 최소 허용가능 벽두께를 결정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이 

방법은 결함 성장과 결함 크기 측정의 불확실도, 즉 비파괴검사의 불확실도를 고

려하고 있다. 안전규제지침 5.5 (또는 RG 1.121)의 일반 원칙은 대체 보수 기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즉 결함깊이(최소 벽두께 보수 기준) 이외

의 검사 변수(예: 결함 길이)에 근거한 관 보수 기준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관 보수 기준을 초과하는 결함이 있는 세관은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막음하

여야 한다.

5. 세관 보수 방법과 관련하여, 보수 부위 검사를 위한 접근이 가능하고 보수 부위에

서 일어날 수 있는 열화 형태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가용한 지를 검토해야 한

다. 보수에 사용되는 재료의 적합성은 안전심사지침 5.4.2.1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

다. 보수 부위의 기계적 설계의 적합성은 표준운영기술지침서에 있는 증기발생기 

구조 건전성 기준 및 KEPIC의 설계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보수 방법에 대한 보수 

기준은 안전규제지침 5.5 (또는 RG 1.121)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6. NUREG-1431 및 NUREG-1432의 최신본에는 가동중검사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가동전검사는 가동중검사에서 발견되는 지시의 특성 및 중요성을 평가함에 있어 

필수적이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가동전에 후속 가동중검사에 사용될 기술을 이용

하여 모든 세관을 검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동중검사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

는 기술을 이용하여 가동전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나, 이것이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가동전검사에서 사용되는 기술이 항상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운

전경험에 기초하여 다른 기술이 적합할 수도 있다.)

7. 발전소의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된 증기발생기 검사 요건이 KEPIC MIB 2000의 

요건과 다를 경우 운영기술지침서가 우선한다. 이 요건은 KEPIC과 운영기술지침

서의 요건이 상충하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어떤 특정의 요건과 관

련하여 차이가 없는 경우 KEPIC과 운영기술지침서 모두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

다. 일반적으로 KEPIC의 요건과 운영기술지침서의 요건은 서로 보완적이다.

8. 다음 사항을 만족한다면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은 적합하다.

가.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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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관한 규정”의 증기발생기 세관의 주기적 검사 및 시험과 관련된 요건을 

따른다. 증기발생기 세관의 주기적 검사 및 시험 요건은 KEPIC-MI에 상세히 기

술되어 있다.

나.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은 최신 표준운영기술지침서인 NUREG-1431 및 NUREG-

1432의 요건을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운영기술지

침서의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03) “운영기술지침

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의 요건을 만족한다.)

다.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은 KEPIC과 운영기술지침서의 차이점을 모두  확인하고 있

다.

라.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은 위에서 논의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마.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은 후속 검사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세관이 가동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됨을 보장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검토자는 증기발생기의 설계가 본 안전심사지침 II에 기술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지 확인한다.

2. 검토자는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에 기술된 허용기준을 만족하

는지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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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1. 가동중에 어떤 유해한 결함이 생성되지 않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전소 가동전에 

그리고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증기발생기 세관을 검사한다. 신청자는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및 신청자의 운영기술지침서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기술하였

다. 신청자는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에 세관, 세관 보수(관막음 포함) 및 세관의 건

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2차측 내부 구조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술하였다. 또

한 신청자는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에 세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물질의 

검사 및 제거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술하였다.

2. 신청자는 현재의 가용한 방법 및 기술을 이용하여 각 세관의 전장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들 방법과 기술은 증기발생기의 수명기간 동안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열화 형태를 탐지할 수 있다. 검사과정에서 허용불가능한 결함이 

확인되었을 경우 각 세관은 접근이 가능하고 필요시 관막음 및 안정봉의 설치가 

가능해야 된다. 증기발생기 설계에는 증기발생기 1차측 및 2차측 양측으로의 접근

성에 대한 규정이 반영되어 있다. 2차측으로의 접근성에는 관판의 2차측 면, 중앙

통로부, 급수 입구 영역(예: J-튜브 또는 예열기 입구) 및 증기발생기 세관 건전성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기기의 접근성이 포함된다.

3.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은 표준운영기술지침서 NUREG-1431 및 NUREG-1432의 최

신본과 일관성이 있다. 또한 운영기술지침서에 규정된 증기발생기 세관 보수 기준

은 안전규제지침 5.5 (또는 RG 1.121)에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되었다.

4. 신청자는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의 검사(감시) 요건과 KEPIC-MI, MIB 2000의 요

건이 차이가 나는 모든 사례를 식별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발전소 운영기술지침

서의 요건이 우선적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의 요건에 부합한다.

5. 신청자는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이행될 것이라고 기

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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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은 적합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제67조에서 제85조의 품질보증 요건, 원자력안전위원

회고시(원자로.03)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

시(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검사 접근성이 있도록 증기발생기 설계되었으며, 증기발생기 세관

의 구조적 건전성 및 누설 건전성을 유지되도록 증기발생기 프로그램이 이행된다

는 것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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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4.7절 잔열제거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검토협조 : 안전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잔열제거계통은 주증기계통 및 급수계통(주복수기)과 연계하여 사용되며, 또한 원자

로정지 후 원자로냉각재계통을 냉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방출밸브와 연계하여 

보조급수계통과 함께 사용된다. 본 계통의 일부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6.3절(비상노

심냉각계통)에 기술된 바에 따라 저압 비상노심냉각으로서 활용된다. 또한 사고시 격

납건물 열제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6.2.2절(격납건물 

열제거계통)에 기술된 바에 따라 검토한다. 6.2.2절(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은 격납건물 

집수조들이 신뢰성이 있는 장기 재순환 냉각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와 잔열제거펌프 

성능이 집수조에 영향을 주는 냉각재상실사고후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지 검토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잔열제거계통의 설계가 일반설계기준 2, 4, 5, 19 및 34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본 계통은 주복수기 또는 보조급수계통에 의해 일단 원자로냉각재 온도가 감소되

면 장기적인 냉각을 수행한다. 본 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가 약 150℃(300℉) 정

도로 감소 되었을 때 장기 냉각기능을 담당하는 전형적인 저압계통이다.

본 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 고온관으로부터 냉각재를 받아들여서 냉각한 후 다시 

저온관으로 보낸다. 본 계통에 대한 흡입 및 방출배관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본 

계통의 설계압력보다 클 때는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항상 격리될 수 있도록 적절

한 밸브가 설치되어진다. 열교환기에서 제거된 열은 기기냉각수 또는 용수계통에 의해 

최종 열제거원으로 이송된다. 또한 본 계통은 핵연료재장전 운전동안에 핵연료재장전 

수로로부터의 충수, 배수 및 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원자로냉각재펌프 기동 



제5.4.7절     개정 5 – 2015.11- 2 -

이전의 발전소 기동운전 동안에 노심을 통한 냉각재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경우에 따라 가압기 보조살수를 위하여 사용된다.

잔열제거계통은 정지운전중 노심 냉각을 위하여 사용되며 부분충수운전을 포함한

다. 정지운전중에 잔열제거계통의 높은 이용성 및 신뢰성은 안전의 적절한 수준 유지 

및 사고 완화에 중요하다. 이러한 상태하에서 잔열제거계통의 높은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이 본 장에서 검토된다.

원자로냉각재의 온도 및 압력은 저압계통인 본 계통이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드시 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붕괴열 제거기능에 대한 검토는 원자로 정상운전 압

력 및 온도에서의 정지로부터 저온저압 상태까지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NUREG-0737(III.D.1.1),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에 명시된 누

설 감시 및 제어에 대한 요건이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잔열제거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안전심사지침 잔열제거계통 부록 5.4.7-1의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잔열제거계통 운전허용조건까지의 냉각과 관련하여 부록 5.4.7-1의 기능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을 검토한다. 냉각을 위해 통상 사용되는 방법에 대

체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검토자는 모든 사용되는 기기 및 계통을 확인

한다.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9.3.4절의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며, 증기계통과 급수계통에 대한 검토주관부

서로서 대기덤프밸브 및 보조급수원이 부록 5.4.7-1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가

압기 방출 및 제어밸브에 대해 검토한다.

나.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9.2.1절과 9.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해수계통 

또는 기기냉각수계통이 잔열제거계통으로부터 최종 열제거원으로 잔열을 전달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다. 노심의 장기냉각 및 정지와 관련하여 잔열제거계통의 설계 및 운전특성을 검

토한다. 여기서 잔열제거계통과 연결된 다른 계통(기기냉각수계통 등)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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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잔열제거계통 검토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잔열제거

계통 사이에 설치된 과압보호 밸브를 검토한다.

라.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9.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펌프와 밸브에 대한 

가동중 시험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또한 발전소 설계에서 잔열제거계통 배

치가 안전관련 펌프 및 역지밸브의 전유량시험을 허용하고, 설비들은 열화 감

지 및 계통성능감시를 위한 개선된 기술을 사용하는지 기계재료분야 담당자와 

협조하여 검토한다. 또한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14.2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제출된 시운전시험 및 기동시험계획이 Regulatory Guide(이하 "RG")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마.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화재방호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한다.

2. 안전해석분야 및 중대사고분야 담당부서는 다음을 검토한다.

가. 격납건물 열제거능력 및 격납건물 집수조 설계를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6.2.2

절에 따라 검토한다.

나.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6.2.4절에 따라 사고를 포함한 모든 운전조건에서 격납

건물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격납방벽을 통과하는 잔열제거계통 부분이 허용 가

능한 격리 특성으로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잔열제거계통과 관련하여 비상노심계통과 안전감압계통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라. 자연순환 과정에서 노심의 냉각 및 붕산수의 혼합과 관련된 보조 분석 및 시

험이 잔열제거계통 부록 5.4.7-1에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3. 구조부지분야 및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가능최대홍수, 토네이도 비산물, 안전정

지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범주 I 구조물의 계통 및 

보조계통의 능력을 확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계분석, 절차 그리고 기준의 적합성

을 결정하며 다음을 검토한다.

가. 홍수방호에 대한 검토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4.1절에서 수행한다.

나.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5.1.4절과 3.5.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외부에서 발생한 비산물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제5.4.7절     개정 5 – 2015.11- 4 -

이러한 비산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적합성을 검토한다. 또한 경수로형 안전

심사지침 3.5.1.1절과 3.5.1.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격납건물 내·외부 비산

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4.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6.1.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건설 재료가 운전조건에서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6.6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 기기에 대한 가동중검사 요건이 만족되는지 확인

한다.

5. 기계재료분야 및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다음을 검토한다.

가.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 기기

에 대한 내진 및 품질등급 분류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또한 경수로형 안전심사

지침 3.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압력방출밸브 및 차단밸브가 안전관련 

기능을 요구하는 경우(잔열제거계통 부록 5.4.7-1에 따른 노심 냉각 등) 이들의 

분류를 명확히 한다.

나. 격납건물의 내․외부 배관파단 효과(배관 탄력성, 고속충격 등)는 경수로형 안전

심사지침 3.6.2절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다.

다.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9.1절부터 3.9.3절까지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기기 

및 구조물들에 적용가능한 코드와 표준에 일치되도록 설계되었는지 검토한다.

라.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격납건물 외부에서 

예견되는 배관 손상에 대한 발전소 보호를 평가한다.

마.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사고후 환경에 노출된 

잔열제거계통기기의 적합성을 환경검증시험 계획에 따라 검토한다. 동 검토는 

NUREG- 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및 

NUREG-0718, "Licensing Requirements for Pending Applications for

Construction Permits and Manufacturing License"의 TMI 조치계획 항목 II.B.2

에 기술된 선원항 고려사항 및 사고후 환경설계의 고려사항을 포함한다.

6. 운전절차서분야 담당부서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13.5.1.1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운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서와 관련하여 NUREG-0737의 조치계획 항목 I.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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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I.C.6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7.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1절부터 17.3절까지에 대한 검토주관부

서로서 품질보증계획을 검토한다.

8.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8.1절, 8.2절, 8.3.1절과 8.3.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발전소의 모든 운전 및 사고조건하에서 잔열제거계통이 허

용기준을 만족하고 주어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부하를 확인하고,

전원계통이 동기 또는 제어 전원을 공급하는지 결정한다. 추가적으로 교류전원완

전상실사고(SBO)에 대한 능력을 검토하고, 잔열제거계통이 적절한 노심냉각 또는 

잔열제거를 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이 요구되면 이를 검토한다.

9.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7.1절과 7.4절에 대한 검토주관부

서로서 잔열제거계통의 계측 및 제어계통이 모든 적용되는 허용기준에서 요구하는 

설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또한 고온 및 저온정지에서 제어실 외부

의 장비와 관련된 일반설계기준 19를 만족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지 검토한다.

10.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방사선 및 차폐설계 검토와 안전기기의 보호와 필수지역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및 NUREG-0718, "Licensing

Requirements for Pending Applications for Construction Permits and

Manufacturing License"의 TMI 조치계획 항목 II.B.2를 포함한 경수로형 안전심사

지침 12.1절에서 12.5절까지를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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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열제거계통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고장

으로 인하여 본 계통의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내진설계, RG 1.29의 C.2 또는 이와 동등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본 요

건은 안전에 중요한 계통,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지진과 같은 자연 현상에 견

디고 요구되는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잔열제거계통은 노심

의 잔열제거 및 사용후 연료저장조의 냉각에 사용될 수 있다. RG 1.29는 내진등급 

I로 설계되어야 하는 계통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C.1은 안전관련부분, C.2는 비

안전관련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본 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안전정

지지진 사고시 잔열제거계통이 노심 및 사용후연료저장조 냉각을 보증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유

동 불안정 및 부하(수격현상)와 관련된 동적 영향이 확인되어야 한다. 본 요건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정상운전, 보수, 시험 그리고 배관 탄력

성과 분사 충격파를 포함한 가상사고의 환경 조건에서 견딜 수 있을 것을 요구한

다. 잔열제거계통의 안전기능은 발전소 정지후 열을 원자로에서 외부로 전달하는 

것이다. 잔열제거의 유용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잔열제거계통은 예측되는 운전 및 

가정된 사고 조건에서 열전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수격

현상으로 야기된 부하 및 유동 불안정의 동적 효과를 포함한다. 본 요건을 만족하

는 것은 수격현상과 유동 불안정의 동적 효과에 대하여 잔열제거계통이 잔열제거

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보증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 안전성에 중요한 구

조물, 계통 및 기기는 원자력발전소들 사이에 공유로 인하여 의도된 안전기능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본 요건은 발전소간에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공유로 인

하여 한 발전소의 사고상황이 운전 중인 발전소의 순차적인 정지와 냉각을 포함한 

그들의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한 발

전소간에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공유를 금하고 있다. 잔열제거계통의 안전기

능은 발전소 정지후 열을 원자로에서 외부로 전달하는 것이다. 잔열제거계통은 다

른 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또는 기기 고장에 관계없이 요구되는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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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기능이 각 발전소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 요건의 만족은 

부지내 한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기기 손상 또는 사고들이 부지내 다른 발전소로 

파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원자로 제어실 등) : 정상운전 및 

정지상태에 대한 주제어실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본 요건은 제어실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전소의 정상 운전 및 냉각재상실을 포함한 비상 운전이 수행된

다. 잔열제거계통 부록 5.4.7-1은 제어실에서 안전관련 기기만을 사용하여 저온정지

를 요구하는 본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잔열제거계통은 정

상 및 비상 조건에서 원자로의 저온정지 및 안전정지를 위해 사용된다. 본 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모든 예상되는 조건에서 안전기능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계측 및 

제어에 대한 능력을 보장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잔열제거설비) : 잔열제거계통의 요

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본 요건은 붕괴열과 연료 및 압력경계 설계제한치를 초과

하지 않는 노심으로부터의 열전달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잔열제거계통은 외부전

원상실 및 능동기기의 단일 고장을 가정한 상태에서도 안전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

록 충분한 다중성과 격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잔열제거계통의 기능은 발전소 

정지후 열을 원자로에서 외부로 전달하는 것이다. 붕괴열 및 잔열의 제거는 정상 

및 사고후 정지 조건에서 노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된다. 잔열제거계통 부

록 5.4.7-1은 단일고장을 가정한 잔열제거계통의 안전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본 요

건을 만족하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본 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붕괴열 및 잔열의 

제거가 보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및 연료 피복재 

건전성이 유지되고 환경으로의 방사능 물질의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

6. NUREG-0737 III.D.1.1,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TMI 조

치계획 항목에 따라 격납건물 외부의 잔열제거계통에서 사고후 방사능 물질의 누

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누출 감시설비 및 제어 계획을 만족해야 한다.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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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5조, 및 제29조 

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특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

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경

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경수로형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잔열제거계통 및 관련 계통들은 잔열제거계통 부록 5.4.7-1에 명시된 요건들인 기

능요건, 격리요건, 압력방출요건, 펌프보호 및 시험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잔열제거계통의 펌프 배출배관의 기포형성, 증기관에서 

물의 유입 및 증기기포의 수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심각한 수격현상을 방지하

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관련 절차서도 마련되어야 한다.

3. 잔열제거계통과 기기냉각수계통 또는 용수계통 사이의 공유되는 부분은 한 부분의 

고장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통 및 기타 

공유계통(예를 들면, 비상노심냉각 및 격납건물 열제거계통)과 관련하여 잔열제거

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를 만족하여

야 한다.

4. 본 계통이 사고의 중대성을 제어하거나 또는 완화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때는 공학

적 안전설비 계통의 설계요건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한다. 이는 냉각재상실사고 이

후에 수행되는 장기냉각에 필요한 열제거원에 관한 RG 1.82, "Water Sources for

Long-Term Recirculation Cooling Following a Loss-of-Coolant Accident“의 지침

을 만족하는 것을 포함한다.

III.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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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절차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 근거 및 예비설계가 II항

에 주어진 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건설허가 검토시 사용된다.

운영허가 검토시에는 초기 설계기준 및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

종설계에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운영허가 검토는 운전

제한조건 및 주기적인 감시시험에 관한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안된 운영기술지

침서도 포함된다.

상기 I항과 II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에서는 저압-저온 잔열

제거계통을 검토하며, 또한 검토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계통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1. 기기목록 및 성능사양을 포함하여 검토자는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단일 능동기기의 고장을 가정하고 소외 전력이 유용하거나 또는 유

용하지 않을 경우, 계통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계통배관 및 계측기를 검

토한다. 배관 배열이 요구되는 유량을 수용하고, 요구되는 정보의 취득 및 전송을 

위한 충분한 공정 감지기가 구비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배관 배열 및 계측 

도면을 검토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을 이

용하여 단일고장에 대한 적합성을 판정한다.

2. 안전성분석보고서 1.3절의 비교표를 이용하여 이전에 검토되었던 발전소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누락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사한 발전소의 

잔열제거계통 설계 및 용량과 본 계통을 비교한다. 가능하다면 운전 중인 유사발

전소의 실제 성능자료와 비교한다.

3. 잔열제거계통의 계통설명과 계통도면을 검토하여 부록 5.4.7-1의 격리 요건이 만족

되는지 판정한다.

4. 잔열제거계통 부록 5.4.7-1에 따라 계통설계가 잔열제거펌프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검토자는 흡입배관에서 격리밸브의 닫힘가능성, 유효흡입수두요

건, 펌프 런아웃(Runout) 그리고 펌프 시험중 요구되는 최소유량의 상실 가능성을 

검토한다. 만일 펌프를 보호하는데 운전원 조치가 요구되면 운전원에게 경보를 제

공하는 계측기 및 운전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지 평가한다. 검토

자는 신청자가 안전관련 잔열제거계통의 펌프 보호를 위하여 잔열제거계통 최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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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설계와 관련된 다음 지침을 고려했는지 확인한다.

가. 잔열제거펌프의 최소냉각 유량이 모든 조건에서 적절한지 확인하고 계통 배열

이 한 개 또는 다른 펌프의 수두상실(Dead-Heading)을 가져오는 최소유량 운

전 동안 펌프간 상호작용을 고려했는지 확인한다.

나. 최소유량계통은 단일고장하에서도 최소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단일고장으로 펌프 유량이 상실되는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다. 최소유량 순환관이 펌프 시험에 이용된다면, 최소 순환관에 유량계가 설치되어

야 한다. 동 계기는 펌프 시험중 유량 측정을 위해 필요하며, 동 자료는 펌프

의 수력학적 성능저하 감시에 사용된다.

5. 검토자는 잔열제거계통 배관에 기포가 발생됨으로 인해 발생되는 잔열제거펌프의 고

장이나 배관 내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통의 설계특성과 관련 절차서를 검토

하여야 한다. 수격현상 방지 및 완화에 대한 지침은 NUREG-0927, "Evaluation of

Water Hammer Occurrences in Nuclear Power Plants"에 포함되어 있고 정지냉각

운전에 대한 지침은 Generic Letter(이하 "GL") 88-17, "Loss of Decay Heat

Removal“에 포함되어 있다.

6. 잔열제거계통의 계통 공정도면, 계통도면,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그리고 기기성능 

사양을 검토하여, 소내전원 또는 소외전원만이 유용하고 능동기기의 단일고장이 

발생했다고 가정한 경우에도 합당한 시간 이내에 원자로의 잔열을 제거하는 계통

이 운전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일반적으

로 합당한 시간은 36시간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안전등급 기기만이 작동되는 것으

로 가정한다. 안전심사지침 6.8절을 검토할 때, 가압기 압력방출밸브가 잔열제거계

통 부록 5.4.7-1을 만족하여 노심 냉각과 같은 안전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GL

90-06, “Resolution of Generic Issue 70, 'Power-Operated Relief-Valve and Block

Valve Reliability,' and Generic Issue 94, 'Additional Low-Temperature

Overpressure Protection' For Light-Water Reactors”에 포함된 지침 (NUREG-1316,

"Technical Findings and Regulatory Analysis Related to Generic Issue 70,

'Evaluation of Power-Operated Relief Valve and Block Valve Reliability' in PWR

Nuclear Power Plants" 참조)을 만족해야 한다. 가압기 압력방출밸브를 사용하는 

가압경수형 원전에서 이들 밸브는 안전등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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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내전원 또는 소외전원만이 유용하고 능동기기의 단일고장을 가정할 때 제어실로

부터 노심냉각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신청자는 제어실 외부에서 요

구되는 운전에 대해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8. 잔열제거계통의 계통설명과 계통도면을 검토하여 부록 5.4.7-1의 압력 방출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9. 잔열제거계통의 배관정렬 및 계통설명을 검토하여 잔열제거계통이 공유계통에 관

한 일반설계기준 5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10. 검토자는 잔열제거계통 열제거원 및 재장전계통의 상호작용에 있어 연계인자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한다. 예로서, 검토된 해수 또는 기기냉각수의 

최대온도가 잔열제거계통 설계에서 허용되었는지 검토한다.

11. 검토자는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의 검토자와 접촉하여 자신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

를 수집한다.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의 검토자는 자동작동 및 원격 수동밸브 제어

가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감지기 및 감시 설비가 적합한지 

통보한다. 잔열제거계통의 계측기 및 제어는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충분

한 다중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12. 검토자는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의 검토자와 접촉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13.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14.2절(발전소 초기시험 계획)의 검토자와 접촉하여 필요한 

시험 요건을 상의하고 잔열제거계통의 시운전 시험계획이 RG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14. 제출된 발전소의 운영기술지침서에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가. 수리 및 보수 때문에 계통의 구성기기가 작동 불능일 때 제시된 제한시간 및 

원자로 운전 제한사항을 포함한 운전제한 조건의 적합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나. 정기시험의 주기 및 범위가 적합한지 입증되어야 한다.



제5.4.7절     개정 5 – 2015.11- 12 -

15. 검토자는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의 검토자와 접촉하여 잔열제거에 사용되는 계통이

구조물 내에 설치되어 있고 폭풍, 태풍, 홍수, 비산물 등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16. 보조 급수공급이 잔열제거계통 부록 5.4.7-1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17. 상기 1항목에서 15항목까지의 내용 이외에 추가되는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공학적안전설비 및 안전정지 전기부하를 확인하고 공학적안전설비가 비상 전

원계통과 연결되는 최소시간 간격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나. 잔열제거계통과 관련된 안전성 관련 보조계통을 확인하고 냉각부하 기능요건 

및 최소시간 간격을 검토한다.

다. 정지기간 및 이후에 요구되는 주증기계통 및 보조급수계통과 관련된 필수 기

기를 확인한다.

18. 검토자는 잔열제거계통 중 격납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사고후 방사능 물

질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누설제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TMI 조치계

획항목의 허용기준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누설제어계획은 잔열제거계통으로부터 

누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및 주기적 누설시험을 포함한다.

19. 검토자는 원자로 정지운전 중 붕괴열 제거계통의 높은 신뢰성과 연속적인 이용성

을 보증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한다. 가압경수형 원전에서는 원자로 부

분충수운전 중 잔열제거기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검토자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이 부분충수운전 중 안전하게 제어될 수 있도록 신

청자가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한다.

나. 검토자는 잔열제거계통이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에 사용중일 때 신청자가 잔열

제거계통의 성능을 연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검토자는 잔열제거계통이 온도, 수위, 그리고 잔열제거계통의 성능 감시를 위

하여 시청각적 지시기를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20. 검토자는 신청자가 잔열제거계통이 높은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는지 다음을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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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토자는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잔열제거계통 흡입부 연결부위의 저-수위 상태

에서 노심과 잔열제거계통을 통한 연속적인 유량을 보증할 수 있는 설비가 있

는지 확인한다.

나. 검토자는 붕괴열제거를 위한 신뢰성 있는 계통 설비가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검토자는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잔열제거계통 흡입부 연결부위에 신뢰성 있는 

수위 측정이 제공되는지 확인한다.

라. 검토자는 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의 자동 닫힘 연동이 계통운전 중 부주의한 

밸브 닫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21. 기계재료분야 검토자는 신청자가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연결되어 있으며 격리가 불

가능한 배관(허용되지 않는 열응력을 초래할 수 있는 온도 분포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잔열제거계통 배열을 검토했는지 확인한다. 동 검토는 주어

진 잔열제거계통 배열에서 열성층, 열주기(Thermal Cycling) 및 열피로에 대한 가

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검토자는 이런 배관이 발견되면 배관에 허용되지 않는 열

응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한다(NRC Bulletin 88-08,

"Thermal Stresses in Piping Connected to Reactor Coolant Systems" 참조). 특히,

동 검토자는 잔열제거계통 구성기기의 배치에 초점을 맞추어서 안전심사지침 3.9.3

절에 따라 응력해석결과를 검토하며 ASME 코드에 일치됨을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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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잔열제거기능은 초기냉각단계 및 잔열제거운전 단계가 있다. 소외전원상실 경우에 

냉각의 초기상태는 보조급수계통과 대기방출밸브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설비는 잔열

제거계통의 운전을 허용하는 값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와 압력을 감소시키는데 

사용된다. 초기냉각단계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보고서에 논의되어 있으며, 잔열제거

계통 운전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다. 잔열제거계통은 노심 붕괴열을 제거하고, 원자

로 냉각의 초기단계 이후 장기적인 노심냉각 기능을 수행한다. 발전소의 잔열제거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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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토 범위는 배관 및 계기 도면, 기기배치 도면,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과 필

수 기기에 대한 설계 성능 사양서 등이 포함되었으며, 잔열제거계통에 대한 신청자의 

제안된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와 이들 기준 및 근거에 대한 타당성 분석 그리고 설계

에 대한 이들 기준 및 근거의 적용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잔열제거계통의 설계는 타당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

조, 제16조 제25조, 및 제29조 그리고 10 CFR 50.34(f)(2)(xxvi), “Additional

TMI-related Requirements”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결정하며 이러한 결정은 다음

에 근거한다.

1. 고장 후 잔열제거계통의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내진설

계에 대한 RG 1.29 C.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

에  관한 설계기준)를 만족하였다.

2. 유동불안정 및 부하(예를 들면 수격현상)와 관련된 동적 영향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를 만족하였다.

3.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로 인하여 한 발전소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른 

발전소를 순차적으로 정지시키고 냉각시키는 기능을 포함하여 안전기능을 수행하

기 위한 잔열제거계통의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공유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를 만족하

였다.

4. 정상운전 및 정지동안의 주제어실 요건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원자로 제어실 등)를 만족하며, 잔열제거계통 부록 5.4.7-1의 규제지침

을 만족함으로써 관련 요건을 기술하고 있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29조 “잔열제거설비”를 만족하였다.

5. 신청자는 TMI 조치계획 항목 NUREG-0737 III.D.1.1,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및 10 CFR 50.34(f)(2)(xxvi), “Additional TMI-related

Requirements”에 따라 격납건물 외부의 잔열제거계통에서 사고후 방사능 물질 누

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누출 감시설비 및 제어 계획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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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기준과 더불어 잔열제어계통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기 승인된 발전소의 설

계와 유사성의 정도에 근거하여 결정될 수 있다. 다른 형태의 잔열제거계통(예를 들면 

원자로냉각재계통 운전 압력에 견디도록 설계된 계통 또는 완전히 격납건물 내부에 설

치된 계통)에 대해서는 상기의 기준으로부터의 상이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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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4.11절 가압기 방출탱크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가압기 방출탱크는 가압기 안전밸브 및 압력방출밸브로부터의 방출물을 응축시키

고 냉각시키기 위하여 전형적인 가압경수로형 원자로 일차계통에 설치된 압력용기이

다. 격납건물 내부에 위치한 작은 방출밸브로부터의 방출물은 배관을 통하여 탱크로 

이송된다. 탱크용량은 단계적인 부하감소 동안의 가압기 방출물을 수용하기 위한 요건

에 근거한다.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가압기 방출탱크에 대해서 

탱크, 탱크로부터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및 안전밸브에 이르는 연결배관, 탱크 살수계

통 및 관련배관, 질소 공급배관과 탱크로부터 상부기체(Cover gas) 분석기 및 원자로

냉각재 배수탱크에 이르는 배관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가압기 방출탱크계통은 비안전

관련 계통이다. 따라서 검토는 일차적으로 본 계통의 운전이 관련된 계통의 과도상태 

분석과 부합하고 또한 본 계통의 고장 또는 오동작으로 인하여 필수계통 또는 기기가 

악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관련 근거에 따라 확인하는 방향으로 수행된다.

다음과 같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1. 가압기 방출탱크 및 관련 지지계통에 대한 내진설계 등급

2. 탱크 및 지지계통을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하기 위한 품질기준

3. 예상되는 비정상 상태 동안에 탱크고장이나 부근의 다른 계통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

통의 성능이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상 취해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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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상되는 최대의 발전소 단계적인 부하감소에 대비하는 탱크의 증기 응축용량

5. 가압기 방출탱크의 압력, 온도 및 수위를 측정하고 지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계측기 

및 비정상적인 변수로 인한 사고시 운전원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설치된 계측기

6. 가압기의 압력방출밸브 및 안전밸브의 용량에 대비하는 탱크 파열 디스크의 용량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가압기 방출탱크와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

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 조정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5.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예상되는 

가압기 압력방출 및 안전밸브의 최대 방출용량이 제한적인 과도현상의 검토를 근

거로 허용가능한지 그리고 밸브와 탱크 사이의 배관의 규격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2.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가동중 검

사 요건 사항들이 계통기기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필요에 따라, 운전조건에 대한 건설자재의 적합성을 확

인한다.

4.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9.1절에서 3.9.3절까지에 대한 검토주관부

서로서 본 계통이 관련 코드와 표준에 따라 적절히 설계되었는지 검토한다. 또한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와 공동으로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에 대한 검토주

관부서로서 계통기기에 대한 등급분류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5. 안전심사지침 9.5.1절, 16.0 및 17장에 대한 담당부서는 각각 화재방호계통, 기술지

침서, 품질보증에 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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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가압기 방출탱크계통은 격납건물 내부에 위치하고 있고, 주로 필수계통 및 기기에 

근접하여 있기 때문에, 동 계통의 고장이나 기능저하로 인하여 발전소를 안전 정지상

태로 유도하고,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결과를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장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종합적인 계통설계가 다음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동 계통

의 설계는 허용가능하다.

1. 일반설계기준 2 : 필수계통의 지진 영향 보호와 관련하여 탱크고장으로 인하여 발

전소 안전관련 계통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탱크의 위치를 선정하여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의 규제방침 C.2를 만족하고(탱크의 기능상실시에도 안전관

련 계통의 고유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본 탱크계통의 설계가 이

루어져야 한다), 또한 내진범주 I의 경계 연장에 관련된 규제방침 C.3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일반설계기준 4 : 안전관련 계통 또는 기기에 부적합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비

산물 또는 부적절한 환경조건을 야기하는 계통의 고장과 관련한 상기 요건이 만족

하여야 한다.

3. 설계인증(DC) 신청시 시험, 검사, 분석이 수행되고 허용기준이 만족되면, 설계인증

이 수행되고 설계인증에 따라 운전됨을 합리적으로 보증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필

요한 시험, 검사, 분석이 포함될 것으로 요구한다.

4. 건설허가 신청시 비상계획과 관련되는 시험, 검사,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시

험, 검사, 분석이 수행되고 허용기준이 만족되면, 설비는 허가조건 및 관련 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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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조항을 만족하여 설치되고 운전됨을 합리적으로 보증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필요한 시험, 검사,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에 기술한 규제기준의 요건을 만족하는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

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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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

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지진 영향으로부터 필수계통의 보호와 관련하여 허용기준은 RG 1.29의 규제방침 

C.2를 만족해야 하는데 이는 다른 발전소 계통과 관련된 탱크의 위치에 관한 것이

다(탱크의 기능상실시에도 안전관련 계통이 안전기능이 유지하여야 하도록 탱크계

통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내진범주 I의 경계 연장에 관련된 규제방침 C.3

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일반설계기준 4의 요건이 만족되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허용기준을 

이용한다.

가. 파열 디스크는 파열 디스크 허용오차에 대한 충분한 공차를 가지고 최소한 가

압기 압력방출밸브 및 안전밸브의 용량을 합한 방출능력을 갖는다.

나. 가압기 방출탱크의 체적 및 초기에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물의 재고량은 어떠한 

정상 운전상태나 예상운전과도 상태하에서도 증기나 물이 격납건물 내로 방출되지

않아야 한다. 탱크내의 초기 수온은 120℉ 보다 낮지 않도록 가정되어야 한다.

다. 가압기 방출탱크 및 파열 디스크는 완전 진공상태에 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일 질소의 주입이 없는 상태로 증기가 방출된 이후 탱크내부가 냉각

되어도 탱크의 붕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라. 가압기 방출탱크에 대한 고온, 고압, 고수위 및 저수위 경보가 설치되어야 한다.

마. 파열 디스크가 안전관련 부품을 위협하는 비산물이 되지 않도록 탱크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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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다음의 절차는 건설허가 검토시에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 근거 및 

예비설계 등이 본 안전심사지침 Ⅱ항에 주어진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하여 사용된다. 운영허가 검토시에는 초기 설계기준과 근거들이 적절히 최종설계

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검토자의 요구에 따라서 검토연계

부서들은 Ⅰ항에서 언급한 검토분야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특

별한 경우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본 안전심사지침으로부터 선택하고 중점 

검토한다.

1. 단계적인 부하 감소에 대하여 가압기로부터 방출되는 증기유량을 수용할 수 있는 

계통의 용량 및 계통운전을 설명하는 내용 및 관련 도면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

확히 상술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2. 방출탱크의 파열디스크 방출용량이 최소한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및 안전밸브 용량

을 합한 값과 같은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압력방출 및 안전밸브를 통한 최대설계 방출량, 즉 완전부하상실로부터 최대 밀림

(Surge)에 의한 계산압력보다 설계압력이 보수적임을 확인한다. 만일 질소가 주입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기가 방출됨에 따라 탱크내부가 냉각되어도 탱크의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탱크 및 파열 디스크가 완전 진공상태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적절한 계통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통의 감압능력을 검토한다. 상기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에너지 방출률을 포함한 질량 및 에너지 배출 자료를 검증한다.

4. 가압기 방출탱크에 대하여 고온, 고압, 고수위 및 저수위 경보가 설치되어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관 및 계기도면을 검토한다.

5. 계통이 예상되는 비정상 상태발생 이후에도 작동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안전성분

석보고서 내의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FMEA)을 평가하여 요구되는 기기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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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계통도면에 나타난 이러한 기기의 이용가능성을 추적한다. 또한 최소 계

통유량 및 열전달 요건이 요구되는 시간간격 동안에 각각의 악화된 상황에 대하여 

만족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한다. 각 경우에 대하여 만일 최소계통 요건이 만족되면 설계는 타당하다.

6. 안전관련 계통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가압기 방출탱크 계통이나 또는 계통일

부의 고장이 안전계통의 필수적인 작동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가를 판정한다. 구조

물 및 계통에 대한 일반적인 기기배치도 및 배치도면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7. 격납건물내의 다른 계통들이 가압기 방출계통의 고에너지 배관의 파단 및 중에너

지 배관의 누설결함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는지 판정한다. 다른 계통이 가압기 

방출계통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고장의 영향으로부터 보호조치가 마

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치도면을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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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가압기 방출 탱크계통은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및 안전밸브로부터 탱크까지의 연결 

배관, 방출탱크 살수계통 배관, 질소 공급배관, 탱크로부터 상부기체 분석기 및 원자로 

냉각재 배수탱크까지의 배관 등과 같은 배관 및 기기를 포함한다. 가압기 방출탱크계

통은 안전정지, 사고방지 또는 사고 완화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탱크계통은 비안전 등

급으로 분류되어 품질등급 D(RG 1.26 참조) 요건에 따라 설계된다. 가압기 방출탱크계

통의 설계는 일반설계기준 2 및 4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결정하며, 이러한 결정은 다음

의 사항에 근거한다.

1. 신청자의 설계는 RG 1.29의 C.2 및 C.3을 준수하여 지진영향으로부터의 보호와 관

련되는 일반설계기준 4의 요구조건을 만족한다. C.2는 비안전관련 계통의 기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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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전관련 계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했다. C.3은 내진범주 Ⅰ인 설계요

건이 첫 번째 내진 구속물까지 연장 적용되었다(즉, 안전 및 압력방출밸브로부터 

첫 번째 구속물까지의 연결배관).

2. 부적절한 환경영향 및 파열 디스크 고장에 의하여 생성된 비산물로부터 안전관련 장

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된 일반설계기준 4의 요건을 만족한다. 계통은 어떠

한 정상 운전상태 또는 예상된 비정상 상태하에서도 격납건물로 증기나 물이 방출되

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또한 파열 디스크가 안전관련 장비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비산물이 되지 않도록 탱크가 설계되어있기 때문에 상기의 요건을 만족한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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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6.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1, "Quality Standards and

Records"

7. 10 CFR 50, App. A, General Design Criterion 2, "Design Bases for Protection

Against Natural Phenomena."

8. 10 CFR 50, App. A, General Design Criterion 4, "Environmental Dynamic Effects

Design Bases."

9. Regulatory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10. Regulatory Guide 1.26, "Quality Group Classifications and Standards for Water-,

Steam-, and Radioactive Waste Containing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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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4.12절 원자로냉각재 상단배기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29

조(잔열제거설비), 제30조(비상노심냉각장치)에 따라 모든 가압경수형 원자로는 원자로

냉각재계통 상단배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증기발생기 튜브의 상단배기를 제외하고는 

원자로냉각계통의 상단배기는 비응축성가스의 축적이 자연순환 노심냉각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원자로냉각계통지역에는 상단배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계통성능분야 담당부

서는 원자로냉각재 상단배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를 검토한다.

1. 상단배기는 제어실에서 원격 운전되어야 한다.

2. 배기관과 관련 제어계통, 계기계통 및 전원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중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과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

증” 중 적용가능 요건을 따라야 한다.(17장 참조)

3. 배기계통이 해당 안전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4. 배기계통의 우연적으로 혹은 돌이킬 수 없는 동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되었는

지 확인한다.

특정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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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기계통의 위치, 크기, 방출 용량, 기능 및 방출 지역

2. 배기관 파단에 의한 방출 유량이 안전주입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기관의 유로 

면적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요건에 만족됨을 입증하는 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한 분석 결과

3. 밸브 계열에 대한 다중성과 고장모드

4. 배기계통의 사용 절차서 및 동 절차서의 근거

5. 배기계통의 운전을 시작하고 종료시키기 위하여 운전원에게 제공되는 유용한 정보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준

수를 입증할 수 있는 계통에 대한 환경검증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원자로냉각재 상단배기와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 조정한다.

1.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3.1절, 3.3.2절, 3.5.3절, 3.7.1절에서 3.7.4

절까지, 3.8.4절 및 3.8.5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안전정지지진(SSE)과 같은 자

연현상의 영향을 견디기 위하여 계통과 지원계통을 둘러싸고 있는 내진범주 I 구

조물의 능력을 확립하는데 사용된 설계 해석, 절차 및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검

토한다.

2.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9.1절에서 3.9.3절까지에 대한 검토주관

부서로서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이 적용가능한 코드와 표준에 따라 설계되어 있는

지를 검토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계

통기기들에 대한 내진 및 품질 등급분류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다. 이에 덧붙여

서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와 함께 안전심사지침 3.10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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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및 전기 설비의 내진 및 동적 검증을 검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가동중 

검사 요건이 계통기기와 부합함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운전조건에서의 제작재

료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4.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7.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적절한 

운전에 요구되는 모든 필수 계측 및 제어기기에 대한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5.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8.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적절한 

운전에 요구되는 모든 필수 전기기기에 대한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합성

을 검토한다.

6.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2.1절에서 6.2.6절까지에 대한 검토주관부

서로서 격납건물 대기 내로 방출되는 기체의 혼합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며, 사

고조건 동안 격납건물 설계 제한치가 배기에 의하여 초과되지 않음을 검토한다.

7. 모든 배기계통기기의 초기시험계획과 시험절차가 안전심사지침 14.2에 따라 수행

되는지 검토한다.

8. 계측제어분야 및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대한 검토주관

부서로서 모든 배기계통 기기들에 대한 환경검증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9.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6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기술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10. 인간공학분야 담당분야는 안전심사지침 18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인적오류 

없이 종사자가 계통을 운전할 수 있는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배기계통의 주제어

실 부분에 대한 인간공학적 요소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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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품질보증부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품질보증

계획서의 관련 기술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이 검토의 목적은 배기계통이 1) 최소한의 오동작가능성으로 원자로냉각계통으로부터 

비응축성가스를 제거할 수 있고 2) LOCA를 일으키는 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평가되었

는지 평가하기 위함이다.

동 계통에 대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관련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일부인 배기계통 기기는 높은 품질표준으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유지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만

일 비응축가스의 축적이 이들 계통의 기능상실을 일으킨다면, 적절한 노심냉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원자로냉각계통, 원자로 헤드, 기타 계통의 상단배기의 요건과 

관련된다. 그리고 원자로냉각재 배기계통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는 환경검

증되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 원자로냉

각재 압력경계인 배기계통은 비정상 누설, 급속 전파파손 및 대형 파열의 발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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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극도로 낮도록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및 제29조(잔열제거

설비) : 배기계통 기기는 정상 및 비상 전원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원자로제어실 등) : 배기계통은 주

제어실로부터 운전가능하여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비상노심냉각장치) : 연장된 시간주

기 동안 붕괴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산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공적인 초기운전 

이후의 장기 노심냉각을 달성하여야 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 배기계통

은 주기적인 검사를 허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에 기술한 규제기준의 요건을 만족하는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

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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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

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가. 원자로냉각재 배기 설계는 사고동안 및 사고후 이러한 배기계통의 사용이 격납건

물에 대한 위협이나 사고의 진행을 악화시키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배기유로는 노심냉각을 방해할 수도 있는 기체를 배기하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

계통(가압기 포함)의 상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U-튜브 형식의 증기발생기에 대하

여 수많은 U-튜브를 개별적으로 배기시키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므로 U-튜브로부

터 기체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서가 개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배기유로는 가

스응축이 원자로냉각재펌프 밸브몸체와 같은 노심냉각을 위험하게 하지 않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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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단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

다. 배기 밸브, 전원 또는 제어 계통의 단일고장은 배기유로의 격리를 방해하지 않아

야 한다.

라. 설계에서 충분한 다중성은 부주의한 작동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전원제거

나 행정통제와 같은 조치를 통하여 부주의한 밸브작동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다른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마. 원자로냉각재 배기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경계의 일부분이므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대한 모든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바. 배기관의 크기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불필요한 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각재 

상실사고의 정의에 상응하는 크기보다 더 작도록 하여야 한다.

사. 격납건물로의 배기유로는 격납건물 공기와 잘 혼합될 수 있는 지역으로 방출되어

야 하며, 방출지역은 증기, 물, 비응축성 기체 그리고 이러한 혼합물의 영향을 견

딜 수 있어야 한다.

아. 배기계통은 주제어실로부터 운전가능하여야 하며, 명확한 밸브 위치지시를 제공

하여야 한다. 전원은 비상모선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

자. 원자로냉각재계통 배기를 위한 주제어실의 출력 및 제어는 운전원 실수의 잠재성

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인적요소 분석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

되어야 한다.

1) 정상 및 비정상 발전소 조건동안 운전원에 의한 본 정보의 사용

2) 비상 운전절차서로의 통합

3) 운전원 훈련으로의 통합

4) 비상시 다른 경보 및 경보의 우선순위화 필요

차. 원자로냉각재 배기계통의 운전성을 위한 시험 설비들은 설계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시험은 KEPIC MO “원전 가동중시험”의 범주 B 밸브에 부합되도록 수행되

어야 한다.

카. 원자로냉각재 배기계통(즉, 배기밸브, 차단밸브, 위치지시기, 케이블 단자결선 및 

배관)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100 ”Seismic Qualification of Electric

and Mechanical Equipment for Nuclear Power Plants“ 및 1.92 ”Combining

Modal Responses and Spatial Components in Seismic Response Analysis“와 

IEEE 344 ”Seismic Qualification equipment in nuclear power plants“에 따라 내

진 및 환경 검증되어야 한다. 환경검증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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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를 따른다.

타. 배기계통을 효율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절차들은 배기가 필요할 때와 필요하지 않

을 때를 고려하여야 한다. 배기가 요구될 수 있는 초기조건의 다양성이 고려되어

야 한다. 운전원 조치와 필요한 계측기가 확인되어야 한다.

파. 배기계통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절차서는 배기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없

는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배기가 요구되는 초기조건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

다. 운전원 조치와 필요한 계기도 확인되어야 한다.

하. 원자로냉각계통의 배기계통은 안전심사지침 17장의 품질보증 허용기준을 만족하

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다음 절차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 근거 및 예비설계가 본 안

전심사지침 II항에 주어진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건설허가신청 검

토시 사용된다.

운영허가 검토시에는 초기 설계기준 및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종

설계에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검토절차를 사용한다. 제안된 운

영기술지침서가 운전제한조건과 주기적인 감시시험에 관한 적합성을 보증하도록 운영

기술지침서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다음에 기술된 심사절차들로부터 특정한 경우에 적합한 검토자료를 선택할 

것이다.

이들 절차서는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에서 근거한 것이다. 이 허용기준으로부터 유예

사항에 대하여는, 2장에 기술되어 있는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체방법

이 제시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배기경로들이 원자로냉각재계통 상단에서 배기할 수 있

음을 결정하기 위하여 배기계통 설명을 검토한다. 증기발생기에 있는 U-튜브와 같

이 배기가 실현 불가능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검토자는 적절한 절차가 냉각성

을 보증하도록 개발되어 있음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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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단일고장이 배기

계통의 격리를 방해하지 않음을 확립하기 위하여 계기, 배기 제어 및 전원을 검토

한다.

3.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밸브 다중성과 부주의한 동작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검토한다. 부주의한 동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의 비교는 다른 안전관련 

계통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4.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대한 모든 요건이 만족됨을 결

정하기 위하여 배기계통을 평가한다.

5.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배기관과 오리피스가 냉각재상실사고 정의에 사용된 크

기보다 더 작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의 크기를 검토한다. 배기유로의 용량이 

냉각재상실사고 크기와 같은 경우 냉각재상실사고 해석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압

기 압력방출밸브나 이와 대등한 것이 가압기 배기에 사용된다면, 부적절한 밸브개

방이나 실패는 LOCA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경로에는 격리밸브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LOCA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비상노심냉각

장치) 평가의 일부분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이 경우, 검토자는 사업자의 LOCA 후

속조치를 평가하고 계측제어 및 인간공학 검토자가 LOCA 조건에서 격리밸브를 

닫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6.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배기계통에 대한 방출지역이 배기될 수 있는 모든 물질

을 견딜 수 있음을 결정한다. 또한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격납건물 대기와의 

적절한 혼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지역을 검토한다.

7.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배기가 주제어실로부터 운전가능하고 전원이 비상모선으

로부터 공급되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설명서, 배관 및 계기도면을 검토한다.

8. 인간공학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냉각재계통 배기계통에 대한 주제어실 출력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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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운전원 실수의 잠재성을 증가시키지 않음을 결정한다.

9.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냉각재 배기계통의 운전성에 대한 시험설비들을 검

토한다. 시험은 KEPIC MO “원전 가동중시험”의 범주 B 밸브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0.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냉각재 배기계통(즉, 배기밸브, 차단밸브, 위치지

시기, 케이블 단자결선 및 배관)이 RG 1.100 ”Seismic Qualification of Electric

and Mechanical Equipment for Nuclear Power Plants“ 및 1.92 ”Combining

Modal Responses and Spatial Components in Seismic Response Analysis“, IEEE

344 ”Seismic Qualification equipment in nuclear power plants“에 따라 내진검

증됨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통을 검토한다.

1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

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에 따라, 원자로냉각재 배기계통(즉, 배기 밸브, 차단밸브,

위치지시기 및 케이블 단자결선)이 환경검증됨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통을 검토한

다.

12.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배기계통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절차서를 평가한다. 운

전 절차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배기가 필요한 때와 필요하지 않은 때

나. 비응축성 기포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

다. 배기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초기조건

라. 운전원 조치 및 필요한 계측기

1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냉각배기계통이 대기압력에 근접하는 방출량과 

원자로냉각계통 압력에서 발생하는 동적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확

인하기 위하여 원자로냉각배기계통을 검토한다.

14. 원자로냉각배기계통의 검토자는 해당 안전심사지침 17장이 적절히 기술되어 있는

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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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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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상단배기의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

조, 제13조, 제15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41조 의 관련 요건들을 

만족하므로 허용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상단배기는 일차냉각재계통으로부터 비응축성 기체를 원격 방출시

키고 격납건물 대기나 격납건물 내에 있는 수집탱크로 기체를 배출시키기 위한 기기 

및 배관을 포함한다. [검토에는 신청자의 제안된 설계기준과 설계근거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건설허가단계에서 요건을 만족한다.][검토는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에 대한 배

기계통 설계의 신청자 해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배기를 위한 운전절차서를 포함하고 

있다](운영허가단계).

또한 검토의 허용근거는 원자로냉각재 배기계통 및 지원계통에 대한 신청자의 설계,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가 적용가능한 RG, 규제입장 및 산업기술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다 [각각의 문서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이들을 이행하는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V.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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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잔열제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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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9.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10.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

한 품질보증)

11. KEPIC MO, “원전 가동중시험”

12. 10 CFR 50.44, "Standards for Combustible Gas Control System in Light-Water-

Cooled Power Reactors."

13. 10 CFR 50.46, "Acceptance Criteria for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s for

Light Water Nuclear Power Reactors.“

14. 10 CFR 50.46a, "Acceptance Criteria for Reactor Coolant System Venting

Systems“

15. 10 CFR 50.49, "Environmental Qualification of Electric Equipment Important to

Safety for Nuclear Power Plants."

16. 10 CFR 50.55a, "Codes and standards."

17.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1, "Quality Standards and Records"

18.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14, "Reactor Coolant Pressure

Boundary."

19.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17, "Electric Power Systems"

20.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19, "Control Room"

21.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30, "Quality of Reactor

Coolant Pressure Boundary."

22.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34, "Residual Heat Removal"

23.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36, "Inspection of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24. Regulatory Guide 1.100, "Seismic Qualification of Electric Equipment for

Nuclear Power Plants."

25. Regulatory Guide 1.92, "Combining Modal Responses and Spatial Components

in Seismic Response Analysis."

26. IEEE 344-1987, "Recommended Practice for Seismic Qualification of Class 1E

Eq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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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5.2.2-1 저온운전시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과압방지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에서는 “원자로

냉각계통과 그와 관련된 보조계통·제어계통·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동

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여유도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예상운전과도란 정상운전은 아니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자로시설에 심

각한 손상을 일으키지 않거나 사고상태로 진전되지 않는 상태로서 원자로시설의 수명

기간 동안 수 차례 발생이 예상되는 운전상태를 말한다. 여기에는 모든 순환펌프의 전

원상실, 터빈발전기 세트의 정지, 주복수기의 격리, 모든 소외전원상실 등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0 CFR 50의 Appendix G “Fracture Toughness Requirements”에는 특정 조건에 

대한 원자로압력용기의 파괴인성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대하

여 어떤 예상운전과도 동안에도 Appendix G에 기술된 한계를 초과하지 않음을 보장

하기 위해 운영기술지침서에 압력-온도 한계가 제시되어야 한다. 본 지침의 주된 관심

은 저온에서의 기동과 정지시, 특히 만수위 상태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취

성파괴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운영기술지침서에 설정된 온도-압력 한계를 초과하는지에 

있다. 이러한 부적절한 과압은 오신호나 운전원의 실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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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규제입장

1. 계통은 저온에서 운전되는 동안 운영기술지침서와 10 CFR 50 Appendix G의 

“Fracture Toughness Requirements” 한계를 넘지 않도록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계통은 모든 예상된 과압사건 동안, 특히 원자로냉각재계통이 만수위 상태

인 동안, 운영기술지침서의 한계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충분

히 감압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저온과압 보호계통의 운전요구 온도는 10 CFR 50 Appendix G “Fracture

Toughness Requirements”의 제한치 계산에 의해 결정되는 압력용기 원통부(1/4t

또는 3/4t)에서의 RTNDT + 50℃의 금속온도에 해당하는 냉각수 온도로 정의된다.

이 운전요구 온도 이하의 기동과 정지 조건동안 저온과압 보호계통은 운전가능해

야 한다.

3. 저온과압 보호계통은 단일능동기기고장을 가정하더라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

어야 한다. 계통에 대해 가장 제한적인 단일능동고장을 가정하더라도 요구되는 

과압보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해석이 제시되어야 한

다. 운전원 실수나 기기의 오동작과 같은 사건 발생의 원인은 단일능동고장으로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 해석은 과압사건의 사건 원인 발생 시점에서 가장 제한적

인 허용운전조건과 계통 배열을 가정해야 한다.

최악의 사건을 정할 때에는 모든 잠재적인 과압사건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사건

은 보호연동이나 전원차단에 의해 방지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건들은 개별적으

로 적합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해석을 수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제어수단이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저온과압보호 계통은 IEEE Std. 603 "IEEE Standard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저온과압보호 

계통은 일반적으로 수동으로 운전가능하게 한다. 원자력발전소 냉각중 정확한 상

태에서 이 계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경보신호가 구비

되어야 하며, 이 계통이 운전중임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표시장치가 구비되

어야 한다. 보호 조치가 시작되면 운전원에게 이를 알려주는 경보가 작동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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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의 저온과압보호계통 설

계에 대한 검토시 계측 및 제어관련 항목에 대하여 지원한다.

5. 운전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온과압보호 계통은 시험 가능해야 한다. 운영기

술지침서의 감시요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매 정지시에 (방출밸브를 제외한) 계통의 운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나. 최소한 가동중시험계획에 규정된 밸브 운전가능성 확인 시험

6. 과압보호계통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

별 규격에 관한 규정”과 KEPIC MN “원자력기계”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7. 과압보호계통은 운전정지지진동안에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과압보호계통과 공유된 어떤 다른 안전등급계통의 설계기준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이렇게 함으로서 내진설계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8. 과압보호계통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외전원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계통 

전원은 1등급 전원일 필요는 없으나 배터리가 지원되는 전원으로 운전가능해야 

한다.

9. 과압사건 결과의 완화를 위해 능동기기에 신뢰를 두는 과압보호계통은 의도되지 

않은 계통 작동을 포함하여 추가해석을 수행하거나, 이러한 사건이 현재의 해석 

결과 범위 내에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10. 정상상태에서 일차계통에 속하지 않는 저압계통에서 압력방출이 일어나도록 설계

된 경우, 저압계통을 일차냉각재계통으로부터 차단시키는 연동에 의해 과압보호

기능이 상실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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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5.3.2-1 파괴인성 요건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파괴인성, 압력-온도 제한치, 최대흡수에너지 및 가압열충격에 대한 요건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10 CFR 50, Appendix

G와 Appendix H, 10 CFR 50.61에 기술되어 있다. 이 부록의 목적은 이러한 요건을 

요약하고 설명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요건의 많은 부분이 몇몇의 발전소가 설계되고 건설되었을 당시는 적용되

지 않았으므로 이 견해는 오래된 발전소에 이러한 요건을 적용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오래된 발전소가 새로운 요건에 부합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는 

보수적인 평가와 가정을 만드는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신청자는 규정에 

대한 예외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재료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적

절한 기술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II. 규제 입장

1. 사용전 파괴인성 시험 요건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있는 압력 유지기기에 사용되는 모든 페라이트 재료의 파

괴인성은 10 CFR 50, Appendix G의 요건(상세절차는 KEPIC-MN(또는 ASME Sec.

III, Division 1)을 따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1975년 8월 15일 이전에 건설허가

된 발전소에 대한 파괴인성시험요건은 현재의 코드 및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현재 

규정에 사용되는 파괴인성을 예측하기 위해 오래된 발전소 재료의 파괴인성은 활용

할 수 있는 시험 데이터를 사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오래된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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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가되는 운전한계가 현재 발전소에 요구되는 것과 같은 안전여유도를 제공하여

야 하기 때문에 수행되어야 한다.

가. 압력용기 재료의 RTNDT 결정

온도 제한은 파괴인성 시험결과에서 얻어진 재료의 특성 온도인 RTNDT에 따라 결

정된다. RTNDT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낙중 무연성천이온도 (NDTT) 시험과 샤르피 

V-노치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낙중시험 (ASTM E-208-1969)으로 결정된 무연성천

이온도 (NDTT)보다 33 ℃ (60 ℉) 높은 온도에서 취약한 방향(최대 가공 방향에 수

직방향(transverse))으로 제작된 시편에 대해 수행된 샤르피 V-노치 시험에서 최소 

68 J (50 ft-lbs)의 에너지와 0.89 mm (35 mils) 이상의 횡팽창량 (LE)을 보이면 그 

온도가 RTNDT 가 된다.

대부분의 경우 오래된 발전소의 압력용기 재료에 대해 수행된 파괴인성시험은 이와 

같이 RTNDT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험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이 경우, RTNDT

결정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다수의 원자로압력용기 재료로부터 얻은 자료의 상관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평가 방법이다.

1) 낙중시험이 수행되지 않고 완전한 샤르피 V-노치 곡선이 있는 경우, SA-533

Gr. B, Class 1 판재와 용접재에 대한 NDTT는 샤르피 V-노치 시험의 41 J (30

ft-lbs)에 해당되는 온도와 –18 ℃ (0 ℉) 중 높은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2) SA-508, Class 2 단조재에 대해 낙중시험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 NDTT는 다음 

온도중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가) 15 ℃ (60 ℉)

나) 샤르피 V-노치 상한(upper shelf)의 온도

다) 만일 최대흡수에너지 값이 136 J (100 ft-lb)이상이면, 136 J (100 ft-lb)에 

해당하는 온도

3) 횡방향(transverse) 샤르피 V-노치 시편이 시험되지 않은 경우, 횡방향 시편의 

68 J (50 ft-lb)과 0.89 mm (35 mils) 횡팽창량에서 얻어지는 온도는 다음 기준

중 하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가) 길이방향시편 시험결과의 65 %를 보수적으로 횡방향 시편의 값으로 선정

한다.

나) 길이방향 시편의 68 J (50 ft-lb) 과 0.89 mm (35 mils) 횡팽창량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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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온도에 11 oC (20 oF)를 더하여 보수적으로 횡방향 시편에 대한 온도

로 선정한다.

4) 최소 41 J (30 ft-lb)를 가짐을 확인하기 위해 샤르피 V-노치 시험이 하나의 온

도에서 수행되었을 경우, 길이방향 시편에 대해 최소 61 J (45 ft-lbs)가 얻어졌

다면 해당 온도는 RTNDT로서 사용될 수 있다. 만일 얻어진 최소값이 61 J (45

ft-lbs) 이하일 경우 RTNDT는 시험온도 보다 11 ℃ (20 ℉) 높은 값으로 선정한

다.

나. 샤르피 V-노치 최대흡수에너지 평가

원자로압력용기의 노심영역에 대해, 상한계(upper shelf) 인성은 반드시 중성자 조

사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KEPIC(또는 ASME Code)에 따라 모재 및 용접재의 

횡방향 최대흡수에너지는 초기에 102 J (75 ft-lb)이상이어야 하며 수명기간동안 68

J (50 ft-lb) 이상의 값을 유지하여야 한다.

만일 샤르피 최대흡수에너지가 얻어지지 않았다면, 처음 인출한 감시용기에 대한 

시험결과를 사용하여 보수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만일 시험이 길이방향시편에 대해서만 수행되었다면, 횡방향 물성치를 평가하기 위

해 길이방향 값의 65 %로 줄여야 한다.

원자로압력용기 재료에 대한 수명말기 예상 샤르피 최대흡수에너지와 조사후 무연

성천이온도는 10 CFR 50, Appendix G, IV.B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수명 말기

에서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원자로압력용기 재료는 10 CFR 50, Appendix

G, IV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안전규제지침 5.3 (또는 RG 1.161), “최대흡수에너

지가 68J 미만인 원자로압력용기의 평가”은 10 CFR 50, Appendix G, IV에 따라 

계속 운전을 위해 적절한 안전여유도를 보여주는 파괴해석해석방법을 제시한다.

다. 보고 요건

10 CFR 50, Appendix G와 KEPIC(또는 ASME Code)에 따른 파괴인성치는 운영기

술지침서에 주어진 운전한계의 정확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근거로서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1975년 이전의 오래된 발전소의 경우, 위에 기술한 

절차 또는 보수적임이 입증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평가하여야 한다.

2. 파괴인성에 대한 운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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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압력-온도 운전 제한

10 CFR 50, Appendix G에서 요구한 것처럼 다음 운전제한치들이 결정되어 운영기

술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운전제한치 선정근거가 제시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10 CFR 50, Appendix G 나 KEPIC-MIZ 부록 G(또는 ASME Sec.

XI, Division 1, Appendix G)보다 낮은 안전여유도를 주어서는 안된다.

1) 설치후 원자로압력용기에 대한 가압과 관련된 수압시험 수행시의 최소 온도

2) 발전소 가동이후 수행되는 모든 누설 및 수압시험에 대한 최소온도

3) 기동, 이상상태(Upset), 냉각조건을 포함하는 운전에 대한 최대압력-최소온도 곡선

4) 노심운전에 대한 최대압력-최소온도

나. 운전 제한에 대해 권장 기준

1) 누설 및 수압시험

가) 연료 장전 상태에서 설계압력보다 높은 압력에서 시험해서는 안된다.

나) 연료 장전전 계통 및 기기 수압시험은 RTNDT+60 oF이상의 온도에서 수행하

여야 한다.

다) 연료장전후 계통 및 기기 수압시험은 안전심사지침 5.3.2 Ⅱ장에 따라 최소 

시험온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가열 및 냉각 제한 곡선

가열 및 냉각 압력-온도 제한곡선은 단순한 pr/t 응력계산이나 KEPIC (또는 

ASME Code)에 주어진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다. 열 구배의 효과는 

KEPIC (또는 ASME Code) 절차나 ORNL/NRC/LTR-03/03 보고서(Tabulation

of Thermally-Induced Stress Intensify Factors (KIT) and Crack Tip

Temperatures for Generating P-T Curves per ASME Sec. XI, Division 1,

Appendix G)를 이용하여 보수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

계산은 노심영역의 RTNDT가 다른 고 응력 지점에 대한 RTNDT보다 높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노심영역에 대해서만 수행한다.

코드 의도를 만족하고 사용된 가정과 원칙에 대한 기술적 적절성이 제시되면 더 

정밀한 해석절차가 사용될 수 있다.

3) 노심운전 제한

노심운전 동안 여유도 확보를 위해 10 CFR 50, Appendix G는 노심운전 동안 최

소온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2)항에서 가열 및 냉각에 대해 결정된 압력-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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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에 20 ℃ (40 ℉)의 여유도를 부과한다. 압력에 상관없이 최소 온도는 1)항에 

따른 가동중 수압시험에 대해 결정된 온도이다.

4) 이상 조건

상기 2), 3)항에 기술된 압력-온도 제한은 이상 상태 조건에 적용될 수 있다. 정

상운전절차는 제한곡선을 넘지 않고 모든 이상상태 조건을 포함하여 의도된 운

전조건에서의 변동을 허용하여야 한다.

5) 비상 및 사고 조건

비상 및 사고조건에서 초래되는 과도상태의 심각함은 운전조건과는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고, 계통 상태에 의존하여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기기내의 온도-압

력관계가 결정된다. 따라서 운전원의 직접적인 제어하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인지

해야 한다.

따라서, 비상 및 사고 조건에 대한 운전제한은 운영기술지침서의 요건이 아니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가상 사고조건 동안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모든 필수

기기에 대한 건전성에 대한 기술하여야 한다. 기술된 내용은 매우 과도하게 보수

적인 가정과 절차를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실제적인 방법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다. 보고 요건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위에서 논의된 운전 및 시험제한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대

한 근거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운영기술지침서에는 또한 의도된 운전절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예상 조건과 제한조건 사이에 여유도가 예상치 않은 조건이

나 이상조건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3. 가동중 파괴인성의 감시 

원자로 압력용기는 운전수명동안 심각한 중성자 조사에 노출될 수 있다. 이것은 재

료의 인장물성 및 파괴인성에 영향을 미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4호,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에 따른 재료 감시시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가. 감시시험계획 요건

감시시험계획에 대한 요건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에 제시되어 있다. 보다 엄격한 판정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실제에 

가까운 평가를 수행할 경우가 아니면, 감시시험계획에 포함된 재료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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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M E185-82를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판재, 단조재 혹은 노심영역 용접부에 

대한 RTNDT와 최대흡수에너지를 사용기간의 함수로 결정하는 방법이나 가장 취약

하기로 예상되는 재료를 감시시험 재료로 선택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바람직하

다. 감시시험계획은 초기 RTNDT, 최대흡수에너지, 재료의 예상되는 방사선 민감도

(예: 구리와 니켈 함량에 따른 민감도)와 감시용기 설치위치에서 예상되는 중성자 

플루언스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안전성분석보고서 요건

감시시험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노심영역 재료에 요구되는 정보는 다음

과 같다.

1) 인장물성

2) RTNDT 결정에 사용된 낙중시험결과와 샤르피 V-노치 시험결과

3) 최대흡수에너지 결정에 사용되는 샤르피 V-노치 시험결과

4) 화학조성 (특히 구리와 니켈 성분)

5) 각 노심영역 재료에 대한 예상되는 최대 플루언스

6) 감시시험계획에 포함된 재료의 목록과 선정근거

다. 감시시험 절차

감시 용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인출하고 시험하여야 한다. 인출 및 시험계획은 운영기술지침서

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보고 요건

감시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평가하는데 사용된 모든 정보, 평가방법 그리고 평가결

과는 평가보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의 초기 물성치와 화학조성

2) 감시시편과 원자로압력용기 내벽에 대한 초기 예측치를 포함한 플루언스 계산

3) 감시시편에 대한 시험 결과

4) RTNDT와 최대흡수에너지 변화량을 계산하는 근거

5) 감시시험결과에 따른 원자로압력용기 물성치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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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운영기술지침서 변경 

감시시험결과를 반영한 운전 및 시험 제한치의 변경은 근거자료와 함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4. 가압열충격

가. 가압열충격 요구조건

10 CFR 50.61 요건에 따른 가압경수로형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

음과 같다.

1) RTPTS 값은 원자로압력용기 노심영역의 용접재, 판재 혹은 단조재에 대한 수

명말기 플루언스 예측값으로부터 결정되어야 한다. 예측된 수명말기 RTPTS 값

은 규제기관에 의해 승인받아야 한다.

2) 가압열충격 허용요건은 판재, 단조대, 축방향 용접재의 경우 132 oC (270 oF)이

며, 원주방향 용접재의 경우 149 oC (300 oF)이다.

3) 원자로압력용기가 가압열충격 허용조건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0

CFR 50.61(b)(3)에 따라 가압열충격 허용조건을 초과하지 않기 위한 조사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조사량 감축 프로그램을 통해 가압열충격 허용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어렵다

면, 신청자는 10 CFR 50.61에 제시된 2가지 선택사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

다: ①10 CFR 50.61(b)(4)에 따른 안전성평가 보고서(만약 설비, 계통과 발전소 

운전조건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이를 포함)를 제출할 것. ② 10 CFR

50.61(b)(7)에 따라 파괴인성 회복을 위한 열처리 수행. 관련 서류는 가압열충

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전까지 원자력안

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Ⅲ.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2. KEPIC-MNZ, 부록 G, "무연성파괴의 방지", 대한전기협회

3.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5.3 (또는 RG 1.161), "최대흡수에너지가 68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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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자로압력용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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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CFR 50, Appendix H, "Reactor Vessel Material Surveillance Program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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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SME Sec. III, Division 1, Appendix G, "Protection Against Nonductile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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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XI-Appendix G“

10. Regulatory Guide 1.161, "Evaluation of Reactor Pressure Vessels with Charpy

Upper-Shelf Energy Less Than 50 Ft-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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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5.4.2.1-1 증기발생기 2차측 수화학 감시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증기발생기의 효율적이며 신뢰성있는 장기적인 운전을 위해서 증기발생기의 설계

와 운전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항, 제

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항,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제1항과 제2

항 및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제1항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1차측과 2차측 유체사이

의 방벽이 설계기준사고를 포함한 운전, 유지 또는 시험조건하에서 건전성이 유지되도

록 하여야 한다.

이 요건이 만족됨을 입증하기 위해 1)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2차측 수처리, 2) 슬

러지와 침적물을 포함한 부식생성물, 다른 비용해성 불순물, 화학적 오염물질 등을 증

기발생기로부터 제거하기 위한 운전 절차의 이행, 3) 증기발생기로 유입되는 보충수로

부터의 불순물 방지를 위한 기기, 계통, 구조물 설계, 4) 특히 틈새에서 슬러지나 침적

물을 형성하고 농축하는 불순물을 방지하기 위한 증기발생기 설계 등 여러 방법을 취

해야 한다.

효과성이 떨어진 수처리, 운전 절차, 설계 인자 등은 가동중 가압경수로에서 증기발

생기 세관의 응력부식균열, 웨이스티지(wastage), 덴팅(denting)과 같은 광범위한 이력

에 의해 알려진 것처럼 증기발생기 세관의 손상을 발생시켜 왔다. 따라서 아래 기준이 

권고된다.

미국전력연구소(EPRI)의 2차측 수화학 지침과 같은 산업계의 수화학지침은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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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 및 운전경험을 포함시키며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원전 수화학 프로그

램에 수화학 관리에 있어 더 많은 최근의 정보와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최신 EPRI 수

화학지침을 검토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II. 규제 입장

1. 신청자의 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는 증기발생기 부식과 세관 열화를 억제하기 위

하여 공급자의 권고 절차에 따른 2차측 수화학 감시 및 관리프로그램의 이행을 

기술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수화학 프로그램이 산업계의 지침 (예, EPRI 2차측 수

화학 지침과 NEI 97-06)을 어떻게 만족하는지 설명하여야 한다.

수화학 프로그램은 전 운전모드를 포괄해야하며, 각각의 모드는 출력 백분율과 온

도범위로 규정되어야 한다.

2. 2차측 수화학 감시 및 관리 프로그램은 각 운전모드 별 주요 인자들의 기준값 및 

시료채취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은 최소한 pH, 양이온 전도도, 나트륨 

및 용존산소를 포함해야 한다. 비전도도, 염소, 불소, 부유고형물, 규소, 총 철분

(total iron), 구리, 황화물, 납, 암모니아 그리고 하이드라진 등의 인자를 포함할 

수 있다. 각 증기발생기에 첨가되는 pH 첨가제는 별도로 조절하여야 한다.

3. 각 발전소의 2차측 수화학 감시 및 관리 프로그램이 평가된다. 산업계의 지침으

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경우 명기되고 기술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감시 항목에 대한 값들을 기록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감시 및 검사에 이용

될 수 있어야 한다.

4. 2차측 수화학 감시 및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일상적인 변경사항은 최종안전성분

석보고서 개정의 일부로서 보고되어야 한다. 변경사항은 10 CFR 50의 요건에 따

라 평가되어야 한다.

Ⅲ.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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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5.4.7-1 잔열제거계통 설계요건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원자로 제어실 등)에는 정상 조건하

에서 원자력발전소 운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제어실을 갖추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정상운전조건은 원자로의 정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잔열제거계통은 모든 원자로

의 정상적인 정지에 포함되는 여러 계통중 하나이므로 동 계통은 제어실에서 운전되

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잔열제거설비)에는 외부전원의 상실 여

부에 상관없이 능동부품의 단일 고장을 가정하여 안전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

한 다중성과 격리 능력을 갖추어 설계되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최근의 발전소 설계에서 잔열제거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보다 저압으로 격납건물의 

외부에 위치하며,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잔열제거계통은 다른 설계 

특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잔열제거계통이 원자로냉각재계통과 같은 압력

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격납건물 내부에 위치할 수도 있다. 현재의 잔열제거계통과 

다른 설계 특성을 갖는 발전소는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잔열제거계통에 대한 

기능, 격리, 압력방출, 펌프보호 및 시험 요건은 본 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II. 규제 입장

1. 기능요건

원자로를 정상운전으로부터 저온정지상태1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동 계통은 다음의 

기능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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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냉각에 포함된 과정은 열제거, 감압, 유량 순환 및 반응도 제어가 있다. 저

온정지 조건은 기술지침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압경수형 원전의 경우 미임계 

상태로 원자로의 온도는 93.3℃(200℉) 이하이다.]

가. 안전등급계통만을 사용하더라도 원자로를 정상운전으로부터 저온정지로 냉각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들 계통들은 일반설계기준 1부터 5 까지를 

만족해야 한다.

나. 동 계통은 소내전원계통(소외전원의 상실을 가정)과 소외전원계통(소내전원의 

상실을 가정)에 대하여 동 계통 기능이 단일고장 가정하에서 완수될 수 있음

을 보증하기 위한 기기와 설비가 적절한 다중성, 적합한 연결 부위, 누설 감

지, 격리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 동 계통은 제어실에서 소내 또는 소외 전원 하나만 사용 가능한 상태에서 운

전될 수 있어야 한다(감시 및 제어에 대한 계측을 포함). 단일고장 가정하에서 

동 계통의 주어진 기능수행을 입증하는데 있어 제어반 외부의 제한된 운전원 

조치는 적절히 정당화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

라. 동 계통은 단지 하나의 소내 또는 소외전원을 사용하고 가장 제한된 단일고장 

하에서 원자로정지후 합당한 시간내에 원자로를 저온정지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2. 격리요건

가. 잔열제거계통의 입구측은 원자로냉각재계통과 격리를 위해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1) 격리는 최소 두 개의 연속적인 전원구동밸브에 의해 이루어지며, 밸브 위치

는 제어실에 지시되어야 한다.

2) 이들 밸브는 잔열제거계통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보다 낮을 경우 열리

지 않도록 하는 독립성과 다양성을 만족시키는 연동을 가져야 한다. 전원

공급 고장이 밸브의 어떠한 위치 변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3) 이들 밸브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잔열제거계통 설계압력 이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하나 또는 두 개의 밸브가 열려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독립성과 다양성을 만족시키는 연동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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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잔열제거계통의 방출부분은 원자로냉각재계통과 격리를 위해 다음의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상기 2.가.1)항에서 2.가.3)항까지 기술된 밸브, 연동장치 그리고 위치확인

2) 통상 닫혀 있는 전원구동 밸브와 연속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역지밸브 전

원구동밸브 위치는 제어실에 지시되어야 한다. 잔열제거계통 출구 배관이 비

상노심냉각기능으로 사용되면,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설계압력 아래로 감소될 때 안전주입 신호에 의해 전원구동밸브는 개방된다.

3) 연속된 세 개의 역지밸브

4) 누설 밀봉을 위해 역지밸브의 주기적 누설 시험이 가능한 설비가 구비되어 

있고, 동 시험이 최소 일년 주기로 수행될 수 있다면, 연속된 두 개의 역지

밸브

3. 압력방출 요건

잔열제거계통은 다음의 압력방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잔열제거계통 운전시(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격리되지 않은 상태) 부주의한 

과압으로부터 계통을 보호하기 위해 잔열제거계통은 ASME 코드에 따른 압력

방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격리되지 않은 잔열제

거계통 운전중 가장 제한적인 압력 과도상태가 동 계통의 압력방출 용량 결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증기 기포가 가압기내에 없는 상태에서 정지

냉각 도중 추가적인 충전펌프의 부주의한 운전이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축압

기 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등이 설계시 고려되어야 한다.

나. 잔열제거계통 압력방출 밸브를 통해 방출된 유체는 수집되고 저장되어야 하며 

개방고착된 방출밸브가 다음의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1) 안전관련 기기의 범람 초래

2) 가상 냉각재상실사고결과 완화에 필요한 능력 이하로 비상노심냉각의 능력

감소

3) 노심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제공되는 물이 격납

건물 외부로 방출되는 격리할 수 없는 상태 초래

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잔열제거계통 설계압력을 초과시 격리밸브의 자동 

닫힘 연동이 있으면 밸브가 닫히는 시간 동안 적절한 방출 능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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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펌프 보호 요건

잔열제거계통의 설계 및 운전절차서는 과열, 공동현상 또는 펌프흡입 유량상실에 

의한 잔열제거계통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시험 요건

격리밸브 운전성 및 연동회로는 잔열제거계통 운전시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시험성은 IEEE 338-1987 및 Regulatory Guide(이하 “RG") 1.22,

"Periodic Testing System Actuation Functions"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시운전 

및 가동전 시험계획은 RG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에 따른다. 동 계획은 시험과 함께 (1) 냉각전 또는 냉각중 주입된 

붕산수의 적절한 혼합이 자연순환 조건하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혼합에 요구되는 

시간예측이 허용가능한가를 확인하고 (2) 자연순환 조건하에서의 냉각이 비상운전

절차서에 명시된 제한치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확인

시험은 유사한 설계특성을 갖는 발전소에서 수행된 시험으로 대체될 수 있다.

6. 운전절차 요건

정상운전으로부터 저온정지로의 발전소 운전절차서는 RG 1.33,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을 따른다. 운전절차서는 자연순환 조건 하에서 

냉각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 및 특정 절차서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자연순환 냉

각에 관한 절차서 및 분석들은 원자로용기 헤드 내에 기포가 형성될 가능성을 고

려해야 하며 이러한 현상을 다루기 위해 적절한 제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Generic Letter 92-02, "Resolution of Generic Issue 79, 'Unanalyzed Reactor

Vessel(PWR) Thermal Stress During Natural Convection Cooldown“ 참조).

7. 보조급수공급

보조급수계통에서 내진범주 I인 냉각수공급 용량은 잔열제거계통이 운전가능한 조

건 이전에 최소한 4시간 동안 고온정지 상태에서 운전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냉각에 필요한 용량은 단일고장 하에서 단지 하나의 소외전원 또는 소내 전

원만 사용했을 때 요구되는 최대 냉각시간에 근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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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1.1절 공학적 안전설비 재료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공학적 안전설비는 비록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원자력발전소에서 냉

각재상실사고를 비롯한 설계기준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필

요한 설비이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에

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21조,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1항,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2항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은 공학적 안전설비의 역할을 하는 계통

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

경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학적 안전설비계통에 사용되는 유체는 원자

로냉각재압력경계와 작용하여 비정상적인 누설, 결함의 급속한 진전 또는 대형파단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아야 한다. 격납건물계통, 잔열제거계통, 비상노심냉각계통, 격납건

물 열제거계통, 격납건물 공기정화계통과 일부 냉각수계통이 공학적 안전설비로 요구

되는 계통들이다. 이런 계통들의 재료와 유체의 적합성을 본 안전심사지침에서 검토

한다. 본 안전심사지침 II에 언급된 특정 허용기준은 공학적 안전설비계통의 재료와 유

체의 적합성에 대한 허용기준이 된다.

비상노심냉각계통,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격납건물 공기정화계통과 기타의 공학적 

안전설비계통은 안전성분석보고서 6장에 기술되어 있으며 각각의 관련 안전심사지침

에 따라 검토된다. 그러나, 이들 계통의 재료와 유체의 적합성은 본 안전심사지침에서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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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공학적 안전설비계통을 직접 지원하는 기기냉각수계통, 발전소 용수계통, 공

학적안전설비 환기계통과 같은 보조계통의 유체 및 재료의 적합성은 이들 계통을 검

토하는 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 본 안전심사지침에 따라 검토한다.

1. 공학적 안전설비의 설계에 사용되는 재료와 제작공정을 검토한다. 검토분야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 5.2.3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재료”와 안전심사지침 

10.3.6절 “증기 및 급수계통 재료”와 유사하다.

검토 목적은 재료와 특정유체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Regulatory Guide(이하 “RG”), KEPIC-MD와 KEPIC-MN

Division 1 및 2 그리고 KEPIC-MQ에 따르는지 확인한다. 검토분야는 재료의 기

계적 성질(파괴인성 포함), 냉간가공 스테인리스강의 사용,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

리스강 용접부의 페라이트 함량조절과 페라이트강의 용접관리이다.

2. 검토범위는 공학적 안전설비 유체화학, 기기와 계통의 세정 및 격납건물내에서 

사용되는 단열재 관련사항이며 이의 평가를 수행한다.

가. 공학적안전설비 유체의 조성과 적합성

격납건물 살수냉각재의 조성은 격납건물내의 원자로 용기, 원자로 내부구조

물, 배관, 구조물 및 단열재 재료들과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설계기준 사

고후에 격납건물 내부에서 재순환되는 용액의 화학적 조성을 관리하는 방법

과 절차는 

1) 안전관련기기의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을 방지함으로써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2) 공학적 안전설비 유체의 적절한 용액 혼합이 보증되도록,

3) 설계기준사고시 격납건물내에서 과도한 양의 수소 방출이 억제되도록 선정

되어야 한다.

설계기준 사고후 격납건물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가용성 산과 염기의 양과 

출처 및 시간에 따른 유체의 pH 변화를 검토한다. 염소, 납, 아연, 유황 또는 

수은 등에 의한 공학적 안전설비 유체내의 오염물질관리도 검토되어야 한다.

비금속 단열재는 설계기준사고 상황에서 공학적 안전설비 유체에 노출되었을 

때 이와 같은 불순물의 잠재원이 된다.



제6.1.1절 개정 5 - 2015.12- 3 -

나. 기기 및 계통 세정

제작공장과 건설현장에서의 기기 및 재료의 세정, 청정도, 계통 가동전 세정 

및 원자력 발전소 유체계통의 물채움 절차에 관한 요건을 검토한다. 가동단계

에서 유체계통과 관련 기기의 청정상태가 유지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다. 단열재

비금속 단열재의 조성과 단열재로부터 용출가능한(leachable) 오염물질에 대해 

검토하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는 기기의 응력부식균열 가

능성을 줄이기 위한 부식 억제재 사용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공학적 안전설비 재료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볼트 및 나사 체결류 건전성확인프로그램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3절

(나사고정구-안전등급 1,2,3)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유기재료(도장)의 인증을 포함하는 격납건물내의 도장재 사용 및 도장재료와 공

학적 안전설비 유체와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1.2절(보호도장계통 - 유

기재료)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3. 장기 저장 및 오랫동안 살수할 때, 반응도제어를 위한 붕소, 기체상태의 핵분열생

성물과 반응하는 첨가제가 들어있는 용액 및 노심과 격납건물 살수용액의 안정성

에 대한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5.2절(핵분열생성물 제거계통으로서의 격

납건물 살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4. 공학적 안전설비 재료의 부식제어 및 적합성과 관련된 원자로냉각재 화학 및 관

련된 화학제어(억제제와 같은 첨가제를 포함하는)의 허용성에 대한 적합성 검토

는 안전심사지침 9.3.4절(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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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학적 안전설비 재료의 설계피로곡선 타당성과 기기와 그 지지물의 구조적 건전

성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은 안전심사지침 3.9.3절(KEPIC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구조물과 노심 지지구조물)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6. 연료피복재를 포함하는 금속-물 반응, 원자로냉각재의 방사선 분해, 비상노심냉각

수 및 격납건물 살수용액에 의한 금속의 부식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수소가

스 체적제어를 포함하는 냉각재상실사고(LOCA)후 수소제어의 적합성 검토는 안

전심사지침 6.2.5절(격납건물내 가연성기체제어)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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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취급·저장 및 운송”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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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재료 및 제작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와 원자력안

전위원회고시 (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수행되어야 

하는 안전기능에 합당한 품질기준으로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하고 기

록이 보존되어야 한다. 공학적 안전설비재료는 KEPIC-MN 부록 I과 KEPIC-MD

에 따라야 한다. RG 1.84에 허용된 코드 케이스는 사용할 수 있다. 파괴인성은 

안전심사지침 10.3.6절의 II.1에 기술되어 있다.

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와 관련하여 기기의 환경적합성 요건을 충족시키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와 관련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

계가 대형파단, 급격한 결함전파와 비정상 누설가능성이 매우 낮도록 제작, 검사

되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

에 관한 기준"의 품질보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1) 공학적 안전설비계통의 응력부식균열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냉간

가공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0.20% 항복강도가 620 MPa(90,000

psi) 이하이어야 하며, 실험실에서의 응력부식시험과 가동경험이 이 기준

의 근거가 된다.

2) 안전규제지침 3.15 (또는 RG 1.44),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 사용 제한”는 

공학적 안전설비에 사용되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의 입계 

부식방지의 허용기준이 된다. 예민화된 재료는 공학적 안전설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작전 재료의 시험과 용접시 유해한 예민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지침서를 따라야한다.

3) 안전규제지침 3.14 (또는 RG 1.31), “스테인레스강 용접금속에서의 페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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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량 관리”의 기준에 따라 공학적 안전설비에 사용된 오스테나이트계 스

테인리스강 기기의 용접 건전성을 확인한다.

4)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대한 연마작업의 관리는 응력부식균

열을 촉진시키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KEPIC QAP-2, “원자력 

품질보증 기술기준” Ⅱ.1(원자력발전소 유체계통 및 관련기기의 세정에 관

한 품질보증 요건)에 기술된 관리방법과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 입계 혹

은 응력부식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재료를 포함하는 공구나, 이전에 한

번 사용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공구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

스강 표면연마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페라이트(Ferritic)강 용접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의 일반 품

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페라이트강 용접은 다음의 허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최소 예열량은 다른 인증된 대체 절차가 없는 한 KEPIC-MN 부록 D-1000

과 안전규제지침 3.13 (또는 RG 1.50), “저합금강 용접의 예열온도 관리”

에 따른다.

2) 저수소계 용접봉 수분관리는 다른 인증된 대체 절차가 없는 한 KEPIC

MNB, MNC, MND-2000과 4000및 AWS D1.1에 따른다.

위의 기준 1) 및 2)와 관련하여, 페라이트강 용접을 위한 인증된 대체 절차는 

안전심사지침 5.2.3 II.3.나에 기술되었다.

3) 접근이 제한된 위치의 용접은 안전심사지침 10.3.6, II.2.나의 요건을 따른다.

2. 공학적 안전설비 유체의 조성과 적합성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3, ”

원자로격납건물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기기는 정상운전, 보수 및 시험과 냉각재상실사고를 포함하는 가상사고 상황의 

환경에 적합하고 그 효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가상사고

후 격납건물 대기에서의 수소농도는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설계기준사고시 격납건물 살수에 의한 재료의 부식으로 야기되는 수소

발생량은 안전규제지침 7.2.4 (또는 RG 1.7), “격납건물내 가연성기체 제어” II.4

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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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및 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의 요건을 충족시

키기 위하여 격납건물살수와 노심 냉각수의 조성은 최소 pH 7.0을 확보하여야 

한다. 붕산수의 pH를 이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

기의 응력부식균열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다. 격납건물 

내부에서 알루미늄이나 아연의 부식으로 인한 수소발생은 냉각재 화학조성, 냉

각재 pH, 금속과 냉각재의 온도 및 냉각재와의 접촉면적과 같은 인자에 좌우한

다. 격납건물내 재료의 예상부식율은 표준부식율 데이터와 일치해야 한다.

3. 기기 및 계통의 세정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료와 장비의 손상과 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세

정작업 및 검사지침서에 대한 관리체제가 설립되어야 하며, 기기와 계통은 

KEPIC QAP-2, “원자력 품질보증 기술기준” Ⅱ.1(원자력발전소 유체계통 및 관

련기기의 세정에 관한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세정되어야 한다.

4. 단열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는 

대형파단, 급격한 결함전파와 비정상 누설 가능성이 매우 낮도록 설계, 제작, 설

치 및 시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가. 공학적 안전설비 기기를 위한 비금속 단열재의 조성은 안전규제지침 3.17 (또

는 RG 1.36),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에 사용되는 비금속 단열재”에 따른

다.

나. 오스테나이트 계열이 아닌 스테인리스강 기기에 관한 비금속 단열재도 위의 

경우와 같다. 젖은 단열재에서 스며나온 물기가 낮은 위치에 있는 오스테나

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의 응력부식균열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용출가능한(leachable) 불순물과 부식 억제제의 농도는 안전규제지침 

3.17 (또는 RG 1.36),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에 사용되는 비금속 단열

재”의 II.2.나 (또는 RG 1.36의 C.2.b) 및 그림 1의 정한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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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

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재료 및 제작

가. 재료시방서

검토자는 공학적안전설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가 KEPIC-MN, 부록 I과 

KEPIC-MD 및 RG 1.84의 허용재료 코드 케이스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나. 니켈-크롬-철 합금

어떤 니켈-크롬-철 합금(예, 인코넬)은 부식에 의한 균열에 민감하다고 운전경

험에 의해 지적되었다. 인코넬 690 합금은 이전에 원자로에 사용된 인코넬 

600 합금에 비해 부식저항이 개선되었다. 니켈-크롬-철 합금이 공학적 안전설

비 재료로 사용될 경우 검토자는 유사 적용사례에 의해 만족성이 입증되었는

지 또는 원자로냉각재에 노출과 같은 예상환경조건하에서 재료가 사용되는 것

에 대한 기술적 근거가 마련되었는지 확인한다. 제안된 니켈-크롬-철합금의 부

식저항 및 응력부식저항 성질에 대하여 특별히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검토자는 공학적 안전설비 제작에 사용될 냉간가공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

스강 및 관련 제작관리가 이 안전심사지침 II.1.가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확

인한다. 스테인리스강의 예민화 검사는 안전규제지침 3.15 (또는 RG 1.44),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 사용 제한”에 따르며 재료의 비예민화 확인과 용접절

차 검증은 ASTM A-262를 따른다. 신청자가 만약 예민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

한 용접절차 인증시험의 대안을 제시하면 상기요건에 준하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라. 부식허용도

검토자는 공정유체에 노출되는 공학적 안전설비 재료의 부식허용도가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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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근거에 따라 명시되었는지 검토한다. 검토자는 명시된 부식허용도가 

영향을 받을 기기와 배관의 설계수명에 적당한지를 확인한다.

마. 제작관리

스테인리스강 용착금속의 델타페라이트 함량검사 방법은 안전규제지침 3.14

(또는 RG 1.31), “스테인레스강 용접금속에서의 페라이트량 관리”에 따른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표면의 연마작업관리에 대한 신청자의 설명서를 

검토하고 표면의 냉간가공과 응력부식균열을 촉진하는 오염물질의 유입을 최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페라이트강의 용접은 이 안전심사지침 II.1.나에 따르며 재료의 파괴인성은 

KEPIC 코드 요건을 따르는지 확인한다.

2. 공정유체 및 적합성

가. 공학적 안전설비 유체의 조성 및 적합성

검토자는 살수용액의 조성과 살수 작동시 발생 가능한 모든 혼합과정을 고려

한다. 공학적 안전설비 재료와 공학적 안전설비 유체의 적합성에 관한 모든 

정보를 검토하여 모든 재료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RG 1.37,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Cleaning of Fluid Systems and Associated

Components of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및 KEPIC QAP-2, “원

자력 품질보증 기술기준” Ⅱ.1(원자력발전소 유체계통 및 관련기기의 세정에 

관한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모든 기기와 계통이 세정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비

금속 단열재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비금속 단열재가 사용되었다면 이 

비금속 단열재에서 용출가능한(leachable) 불순물이 이 안전심사지침 II.4에 기

술된 안전규제지침 3.17 (또는 RG 1.36),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에 사용

되는 비금속 단열재”의 그림 1 “허용가능 범위”안에 있음을 확인한다.

검토자는 냉각재살수의 pH가 최소 7.0이며 살수동작시에도 최소 이 pH가 유

지되는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pH 관리를 검토하여 냉각재와 격납건물내 모

든 안전관련 기기의 장기 및 단기 혼합과정동안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공학적 안전설비 유체의 저장방법이 화학적 불안정이나 저장용기의 부식에 의

하여 열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며, 이와 같은 열화가 공학적 안전설

비 재료, 격납건물내의 기타 재료와 공학적 안전설비 유체의 적합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검토한다. 검토자는 비상노심냉각 용액 및 격납건물살수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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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금속부식으로 인한 수소발생이 안전규제지침 7.2.4 (또는 RG 1.7), “격

납건물내 가연성기체 제어” II.4에서 제시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격납건물내 재료의 부식률과 표준부식률 

데이터를 비교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6.5.2절의 절차에 따라 살수 및 비상노

심 냉각계통으로부터 집수조에 이르는 격납건물내의 용액의 경로가 주입 및 

재순환 단계 동안 pH가 매우 높거나 낮은 용액이 축적되는 지역이 없다는 것

을 확인하며, 격납건물 살수의 핵분열생성물질 제거 모델링에서 가정한 pH가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3. 기기 및 계통의 세정

검토자는 기기와 계통이 KEPIC QAP-2, “원자력 품질보증 기술기준” Ⅱ.1(원자

력발전소 유체계통 및 관련기기의 세정에 관한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세정되는

지 확인한다.

4. 단열재

검토자는 비금속 단열재가 공학적 안전설비 기기를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확인한

다. 또한, 명시된 단열재에서 용출가능한(leachable) 불순물의 농도가 이 지침서

의 II.4에 기술된 것처럼 안전규제지침 3.17 (또는 RG 1.36), “오스테나이트 스테

인리스강에 사용되는 비금속 단열재”의 그림1을 따르는지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21조, “원자

로냉각재압력경계“ 및 10 CFR 50.55a에 따라 대형파단, 급속한 결함의 진전 및 

누설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야 한다. 이는 공학적 안전설비용 재료로 선정된 재료

는 KEPIC-MN 부록 I와 KEPIC-MD를 만족하며 냉간가공 스테인리스강은 항복강

도가 620 MPa(90,000psi)이하 이여야 함을 의미한다. 탄소강의 파괴인성도 KE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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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관리는 안전규제

지침 3.14 (또는 RG 1.31), “스테인레스강 용접금속에서의 페라이트량 관리” 및 

안전규제지침 3.15 (또는 RG 1.44),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 사용 제한”를 만족하

여야 하며 열처리와 제작방법은 가상사고시 응력부식균열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21조, “원자

로냉각재압력경계“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에 따라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와 관련 부속계통의 대형파

단, 급속한 결함의 진전 및 누설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확인되면 만족된다.

공학적 안전설비 기기에 사용된 비금속 단열재로부터 용출가능한(leachable) 불순

물 농도는 안전규제지침 3.17 (또는 RG 1.36),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에 사

용되는 비금속 단열재”에 따라야 하며, 이 규제지침서를 따름으로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21조, “원자로냉각재압

력경계“는 만족된다.

3. pH, 원자로 격납건물 살수의 화학적 관리 및 냉각재상실사고를 비롯한 설계기준

사고후의 비상노심냉각수 관리 등에 대한 관리가 가상사고 전기간 및 세정완료시

까지 격납건물내의 공학적안전설비 계통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 및 

용접부에 대한 응력부식 균열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만큼 적절하면, 공학적안

전설비 기기의 정상운전, 보수유지, 시험 및 냉각재 상실사고를 포함하는 가상사

고 등의 환경조건에 대한 타당성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

조, 23조, 30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

요건에 관한 기준"의 요건을 만족한다.

격납건물재료의 선정과 함께 살수 및 냉각수의 pH 관리는 안전규제지침 7.24 (또

는 RG 1.7), “격납건물내 가연성기체 제어”에 따라야 하며 살수 및 냉각수는 격

납건물내 금속의 부식으로 인한 과다한 수소가스의 발생을 일으키지 않고 격납건

물내 재료의 심각한 열화를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계통 및 

기기의 세정은 KEPIC QAP-2, “원자력 품질보증 기술기준” Ⅱ.1(원자력발전소 유

체계통 및 관련기기의 세정에 관한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야 하며 계통 및 기기

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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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라 오염에 의한 열화 및 손상이 방지된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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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취급·저장 및 운송“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7. KEPIC-MN, “원자력기계”

8. KEPIC-MD, “원자력재료”

9. KEPIC-ME, “비파괴검사”

10. KEPIC-MQ, “용접인정”

11. KEPIC QAP-2, “원자력 품질보증 기술기준” II.1(원자력발전소 유체계통 및 관련기

기의 세정에 관한 품질보증 요건)

12.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7.2.4, “격납건물내 가연성기체 제어”

13.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3.14, “스테인레스강 용접금속에서의 페라이트량 관

리”

14.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3.17,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에 사용되는 비금속 

단열재”

16.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3.15,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 사용 제한”

17.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3.17, "저합금강 기기의 스테인리스강 피복용접 

관리"

18.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3.13, “저합금강 용접의 예열온도 관리”

19. Regulatory Guide 1.7, “Control of Combustible Gas Concentrations in

Containment Following a Loss-of-Coolant Accident.”

20. Regulatory Guide 1.31, “Control of Ferrite Content in Stainless Steel Weld

Metal.”

21. Regulatory Guide 1.36, “Nonmetallic Thermal Insulation for Austenitic Stain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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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22. Regulatory Guide 1.44, “Control of the Use of Sensitized Steel.”

23. Regulatory Guide 1.43, "Control of Stainless Steel Weld Cladding of Low-Alloy

Steel Components.“

24. Regulatory Guide 1.50, “Control of Preheat Temperature for Welding Low-Alloy

Steel.”

25. Regulatory Guide 1.84, “Design, Fabrication, and Materials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Section III.”

26. Branch Technical Position 6-1, “pH for Emergency Coolant Water for PWRs,”

attached to this SRP section.

27. ASTM A-262-1970, “Detecting Susceptibility to Intergranular Attack in Stainless

Steel,” Annual Book of ASTM Standards, Part 3,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 Practice A “Oxalic Acid Etch Test for Classification of Etch

Structures of Stainless Steels” ; Practice E, “Copper-Copper Sulfate-Sulfuric Acid

Test for Detecting Susceptibility to Intergranular Attack in Stainless Steels.”

28. AWS D1.1-1981, “Structural Welding Code.” American Weld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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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1.2절 보호도장계통 - 유기재료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격납건물 내부에 사용되는 보호도장계통(Protective Coating System)에 대하여 설계

기준사고 조건하에서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설계기준사고 조건하에서 분해 생성물의 

잠재적 생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호도장 및 유기재료의 안전성을 평가하며 방사

능 및 화학적 영향도 고려한다.

검토연계분야

보호도장계통-유기재료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기준사고 조건하에서 설비에 대한 방사능 및 화학적 환경에 대한 검토는 안

전심사지침 3.1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도장계통 및 유기재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가연성 기체의 제어에 대한 검토와 

격납건물 재순환수 집수조(sump)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고체 이물질의 영향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2.5절과 6.2.2절에서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격납건물 

살수계통 뿐만 아니라 격납건물 보호도장계통의 핵분열생성물 제거효과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2.5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3. 사고 후 조건에서 유체계통의 운전에 미치는 고체 이물질의 영향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5.4.7절과 6.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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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관련된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

에 관한 품질보증”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성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설계, 제작, 건설에 대한 품질보증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

에 관한 기준"은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가동 중에 만족스러운 성능을 발휘할 것이

라는 확신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든 활동이 포함된 품질보증계

획을 요구한다. 보호도장이 이온조사, 방사성핵종에 의한 오염과 이에 따른 오염제거 

과정, 화학제품 및 물의 분사, 고온, 고압 증기 및 침식, 마모 등의 단일 또는 복합 환

경에서 열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보호도장은 수소, 메탄 방사성유

기 요오드의 기체 생성 등과 같이 연소 가스 생성원인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야 한다.

보호도장이 박편(flaking)으로 껍질이 벗겨지는 경우, 격납건물 재순환 집수조(sump) 까

지 이를 수 있는 고체 이물질을 형성할 것이며, 사고 후 안전계통의 냉각성능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제지침은 원자력설비의 페라이트 강,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강, 아연도금 강, 콘크리트 또는 벽돌 벽 표면의 보호도장이 품질보증요건에 적합한 

허용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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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

에 관한 기준"은 정상, 사고 환경에서 보호도장의 안전 기능 및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한다.

2. 보호도장의 파손은 안전성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사업자는 보호도장의 보수유지에 대한 효과성을 감시하거나 또는 

적절한 예방보수를 통해 보호도장의 성능이나 상태가 관리되는지를 입증하여야 한

다. 허용기준은 도장의 감시 및 보수유지 절차가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안전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도장 파손이 없어 이물질 생성원이 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있도록 

검증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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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격납시설 내부에 적용되는 도장계통은 안전규제지침 4.9(또는 RG 1.54)와 ASTM

D5144-00 및 ASTM D3911-03의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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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건설허가 검토단계에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보호도장계통을 

사용하는 여부를 확인한다.

운영허가 검토단계에서는 격납건물 환경에 노출된 모든 도장재 및 유기재료에서 생

성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과 화학 분해생성물의 종류 및 양을 결정한다. 고려대상이 되

는 도장재 및 유기재료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도장재와 작은 기계류 및 장비

의 도장과 전선절연재의 유기재료같이 기술되지 않은 것도 포함된다. 검토결과의 결정

은 신청자가 제출한 실험자료를 기초로 한다. 실험자료가 없을 경우 보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실험 및 분석의 환경조건은 안전성분석보고서 3.11절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한

다. 특정 도장계통과 유기재료의 실험자료가 없을 경우, 아연 프라이머(primer)와 아연 

프라이머와 표층도장(topcoat)의 결합으로 부터 형성되는 수소량을 평가할 때는 참고문

헌 6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전선 절연재는 방사능분해에 의해 폴리에틸렌에 비교

될 만한 수소를 발생한다고 추측된다. 본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도장재(유기 또는 무기)는 설계기준사고 조건하에서 고체 이물질을 생성한다고 사료된

다. 또한 유기재료만으로 이루어지면서 본 안전심사지침을 만족하지 않는 도장재는 방

사능분해에 의하여 유기폴리머(polymer) 정도의 수소를 발생한다고 추측된다.

수소, 메탄같은 가연성기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그 발생원이 안전성분석보고서 

6.2.5절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검토자는 이 절의 검토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가

연성기체를 조절할 계통이 없으면 유기요드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휘발성 앨케인

(Alkane)을 따로 방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설계기준사고 이후 방출된 전체 요드

에 대한 유기 요드화물의 생성은 참고문헌 8의 자료와 신청자가 제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평가한다.

고체 이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 경우,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와 계통성능분야 담당부

서는 부적절한 재료의  분해로 생길 수 있는 이물질의 양을 확인해야 한다. 안전해석

분야 담당부서는 고체 이물질의 격납건물 재순환수 집수조(sump)에 도달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고체 이물질이 사고후 유체계통의 운전에 미칠 영

향을 평가한다.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요구조건이 포함된 안전규제지침 4.9 (또는 RG 1.54)의 예외

사항은 어떠한 것이라도 품질보증분야 주관검토부서에 협조 의뢰하여 해결되어야 한

다.

설계기준사고 조건하에서 주로 수소와 고체 이물질인 잠재적 분해생성물과 공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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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 사이의 상호 역작용에 대하여 안전심사지침 6.2.5 및 6.2.2절에 따라 각각 평

가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검토자는 보호도장계통 및 이에 대한 적용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

한 품질보증”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의 요건을 만족함으로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보호도장계통 

및 이에 대한 적용이 안전규제지침과 ASTM D5144-00 "원자력발전소의 보호도장기준 

사용에 대한 표준지침“ 및 ASTM D3911-03 “유사한 설계기준사고 조건에서 경수로형 

원전에 사용된 도장 평가를 위한 표준시험법”의 품질보증기준을 만족하므로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

보증”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

준"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격납건물 도장계통은 가상의 설계기준사고 환경에 견

딜 수 있는 것으로 그 적합성이 평가되었고, 신청자가 선택한 보호도장계통은 가상의 

설계기준사고 조건을 고려한 상황에서도 품질이 보장됨이 평가되었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

에 관한 품질보증”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3.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4.9, “원자로시설 방호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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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2.1절 격납건물 기능설계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주관부서는 신청자가 제시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6.2.1절에 기술된 원자로 격

납건물의 기능설계분야를 검토한다. 격납건물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외부로부터 보호

할 뿐만 아니라 사고시 방사성 핵분열생성물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최후

의 방벽이므로, 격납건물 구조물은 냉각재 상실사고, 증기관 파열사고, 급수관 파열사

고 등의 가상 사고시의 압력, 온도 조건에서도 그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격납

건물의 구조물은 가상 사고후 장기간동안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즉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에 대한 기밀(소량유출)방벽으로서의 기능을 가상 사고조건에서 요구되는 기간동

안 유지해야 한다.

격납건물계통의 설계 및 크기는 주로 냉각재상실사고시 냉각재 방출과 같이 격납

건물에 최대부하를 가할 수 있는 설계기준사고시 상승하는 온도와 압력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격납건물 설계기준으로서 냉각재 상실사고가 결정될 경우에는 원자로냉각재

계통에 저장된 에너지와 붕괴에너지, 2차계통에 저장된 에너지, 수소와 산소의 재결합

을 포함한 금속-물 반응 등의 영향이 고려된다. 격납건물 계통은 그 자체로서 냉각재

상실사고에 대응하는 완전하고 독립적인 안전장치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상노

심냉각계통이 원자로 노심을 냉각하는 동안 방출될 수 있는 모든 핵분열 생성물을 격

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격납건물의 기능설계에 대한 평가시에는 1차측 또는 2차측 냉각재 계통배관의 가

상적 파열로 인한 다양한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냉각재의 질량 및 에너지의 방출이 

격납건물에 미치는 열역학적 영향은 공간 및 시간별 에너지, 질량 및 운동량 방정식의 

해로부터 결정된다. 격납건물의 기본 설계요건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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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하 “규칙”) 제15조 및 제23조에 나타나 있다. 규칙 제15조에는 안전에 중요한 모

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환경 및 동적 효과에 관한 기본 설계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규칙 제23조에는 방사능의 환경 방출에 대해 필수적인 누설밀봉 방벽으로서 격

납건물을 설계하기 위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은 격납건물이 설계기준사

고로 인한 압력 및 온도에서 여유도를 가지고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

고, 격납용기 설계기준사고시에 예상되는 격납건물 최대압력에서 기밀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이다. 또한 격납건물 설계기준사고의 해석방법과 관련하여, 원자

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에

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설계와 해석을 위한 허용기준과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미국의 10 CFR 50.46 및 10 CFR 50 부록 K를 참조한다. 10

CFR 50 부록 K.I.D.2항에서는 재관수 및 살수 냉각이 진행되는 동안 냉각 효과를 평

가하기 위해 사용한 격납건물 압력을 보수적으로 낮은 값 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10 CFR 50 부록 K.I.A항의 규정은 냉각재상실사고 및 2차 계통 배관 파단사

고로 인하여 방출된 질량 및 에너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에너지원들이 포함되

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적용될 수 있다.

미국의 Generic Letter 88-17에서 규정한 지침을 적용 받는 가압경수로형에 대해서

는, 격납건물 해석시에 타당하다면 운전정지 상태를 고려하되, 절차서, 계측기, 운전원 

반응, 기기 상호작용 및 기기 반응에 대해 근거가 제시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해석은 발전소가 정지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정지시 열수력학적 상태와 물리

적 형상 (정지 붕괴열 제거기능의 상실기간동안 노심노출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포괄

해야 하며 충분한 심도를 갖추어야 한다.

다양한 격납건물 유형 및 설계, 그리고 격납건물 기능설계의 다양한  측면들이 안전

성분석보고서의 6.2.1절에서 다루어진다. 안전심사지침의 본 절에서 검토될 격납건물의 

다양한 유형과 측면은 그 내용에 따라 세분된 다음의 안전심사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1. 부압 격납건물을 포함한 가압경수로 건식 격납건물 (안전심사지침 6.2.1.1절)

2. 부격실 분석 (안전심사지침 6.2.1.2절)

3. 가상 냉각재 상실사고시 질량 및 에너지 방출분석 (안전심사지침 6.2.1.3절)

4. 2차 계통 배관파열 가상사고시 질량 및 에너지 방출분석 (안전심사지침 6.2.1.4절)

5. 비상노심냉각계통(ECCS) 성능평가를 위한 격납건물 최소압력 분석 (안전심사지침 

6.2.1.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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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기능의 평가와 관련된 관련계통의 검토영역은 다른 안전심사지침에서 취

급한다. 예를 들면,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격납건물 격리계통, 가연성 기체제어계통, 격

납건물 누설시험에 관한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6.2.2, 6.2.4, 6.2.5, 6.2.6절에 각각 명시되

어 있다.

격납건물의 기능설계에 대한 상세한 검토사항은 상기 5개의 안전심사지침의 "검토

분야"에 명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격납건물의 기능설계에 대한 허용기준은 상기 5개의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III. 검토절차

격납건물의 기능설계에 대한 검토절차는 상기 5개의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절차"에 

명시되어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격납건물 기능설계

해당 원자력발전소의 격납건물 기능설계의 검토범위에는 발전소의 배치도, 계통도

면, 그리고 격납건물, 부격실 및 격납건물의 기능수행과 건전성에 필수적인 관련계통,

기기 및 구조물에 대한 기술내용 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였다. 격납건물과 내부 구조

물 및 격납건물 기능을 좌우하는 관련 구조물과 계통에 대한 신청자의 설계근거와 아

울러 그 설계근거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가상사고 및 운전중 사건에 대한 신청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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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검토하였다. 검토자의 허용기준은 격납건물, 내부 구조물, 관련 계통, 기기 및 

구조물에 대한 설계와 설계기준이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이다. (격납건물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나 성능에 대해 검토자가 도출한 특수한 문제나 예외사항

을 논의할 것.)

격납건물계통에 대한 허용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격납건물계통의 검토자는 필

요하다면 검토자의 안전심사보고서에 상기 5개의 안전심사지침의 검토결과를 수록해

야 한다. 안전심사보고서 기술내용은 규제요건이 만족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검토

자의 결론은 격납건물 기능설계가 타당하고 규칙 제15조, 제20조, 제23조, 제34조, 원

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

준”, 그리고 10 CFR 50 부록 K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끝맺는다. 그러한 결론은 다음 

사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검토자는 그 규제요건이나 일련의 관련 규제요건을 각 

항목별로 언급하여 논의해야 한다.]

가. 신청내용은 각 검토사항에 대해 어떻게 만족하며 논의된 규제요건에 대해 왜 

허용될 수 있는가를 언급함으로써 규제에 관련된 검토범위에 관해서 규제요건 

을 만족한다.

1) 해당 규제요건을 만족함

2) 해당 규제요건에 대하여 검토자가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한 대안을 

제시하여 만족함.

3) 부록의 규제요건을 만족함.

4) 이미 검토자가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한 계산방법을 사용하였음 (평가사

항을 언급) ; 이 경우 검토자는 영향이 큰 변수들을 검토하여 적절한 보수성

을 확인하거나 독립적인 계산을 수행함으로써 신청자 분석의 타당성을 확인

한다.

5) 검토자가 검토한 결과 그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규정(산업기준번호와 

제목)을 만족함.

나. 냉각재상실사고와 주증기관 파열사고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온도 및 압력자료를 기기 검증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가상사고

시 파열구역을 제외한 특정 환경관리 구역 내 어디에서나 실제 온도와 압력이 

이 자료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타당하게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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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2.1.1절  부압형 격납건물을 포함한 건식형 격납건물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가압경수로 건식형 격납건물에 대해 검토주관부서는 다음의 영역을 검토한다.

1. 다양한(파열크기와 위치를 포함) 가상 냉각재 상실사고(예: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배관 파열)와 2차 계통 증기 및 급수관 파열로 인한 격납건물 내의 온도와 압력

조건

2. 격납건물에 가해지는 최대 예상 외부압력

3.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격납건물 최소압력

4. 피동 및 능동형 열제거 기구(Mechanism)의 효능

5. 고에너지배관의 파열로 인한 계통 기기와 지지물에 작용하는 부격실 내의 압력조건

6. 사고기간 중과 사고 후 격납건물 상태를 감시하고 기록하는 계측설비의 범위와 

정확도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부압형 격납건물(sub-atmospheric containment)1)을 포함

한 건식형 격납건물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부압형 격납건물(sub-atmospheric containment)은 정상운전 시 격납건물 내부를 부압으로 유

지하며 가상사고 발생 시 급속한 감압능력(1시간 이내 부압 유지)을 보유한 설계특성을 가진 

격납건물을 말하며, 대형 건식 격납건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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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심사지침 7.5절의 검토주관부서인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1) 사고 시와 사

고 후의 격납건물 상태를 감시하고 기록하는 계측설비의 전기적 설계와 (2) 격납

건물 열제거계통이나 계통계열(train)의 오조작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규제 및 계

측제어설비의 효용성을 평가한다.

2. 안전심사지침 3.8.3절의 검토주관부서인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격납건물과 그 

내부 구조물의 설계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한다.

3. 안전심사지침 3.9.3절의 검토주관부서인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기계적인 기기

와 그 지지물의 설계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한다.

4. 부압형 격납건물인 경우, 검토주관부서는 부압형 격납건물과 압력방출 장치들에 

사용되는 스프링이나 중량을 부과한 체크밸브(weight loaded check valves)에 관

한 점검요건을 다루는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한다.

5. 안전심사지침 3.11절의 검토주관부서(계측제어분야, 기계재료분야 공동)는 격납계

통의 환경검증에 관해 검토한다.

6. 중대사고리스크평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9장에 대한 검토주관책임의 

일부로서 격납건물 해석 관련 현안들을 포함한 정지 시 위험도 평가에 대한 검토

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허용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20조,

제23조 및 제34조의 규제요건을 만족시키는 데 그 근거를 둔다.

1.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제1항 본문 : 가상사고시 발생하는 조건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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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격납건물과 관련 계통들의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증하는 요건으로서, 격납건물을 어떠한 가상사고 기간 중에라도 가장 극심한 

사고조건을 견디어 낼 수 있는 누설밀봉 방벽으로 설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격

납건물은 방사성물질이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

는 심층방호개념의 최후 방벽이므로 냉각재상실사고시 부과되는 동적상태하에서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조건이다. 안전심사지침의 본 절에서는 

격납건물이 설계되어야 하는 첨두 압력 및 온도 조건을 평가한다. 격납건물은 방

사능의 환경 방출에 대한 최후 방벽이기 때문에 기밀성이 있어야 하고 사고를 견

디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규칙 제23조 제1항을 만족함으로써 냉각재상실사고로 인

하여 방사능이 환경으로 방출되지 않을 것을 보증할 수 있다.

2.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제1항 제1호 :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이 어떠한 냉

각재상실사고 후에도 신속히 격납건물 온도와 압력을 낮추고 허용할 만한 수준

으로 낮게 유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평가하는 요건이다.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은 

냉각재상실사고 후에도 압력과 온도의 증가 기간과 강도를 극소화함으로써 격납

건물 건전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는 것을 통해 격납건물 기능을 보조한다. 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를 충족함으로써 격납건물이 방사능의 환경 방출에 대한 최

종 방벽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제1항 제3호 : 격납건물 구조물과 그 내부 격실

이 설계 누설량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어떠한 냉각재상실사

고 경우에도 계산된 압력과 온도조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격납건물 구조물과 열

제거계통이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는 요건이다. 냉각재상실사고는 다른 사고에 비해 

격납건물 압력의 급증과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을 가장 높게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 사고는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위해이므로 격납건물은 이를 확고하게 견

디어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규칙 제23조 제1항 제3호를 만족함으로써,

가장 심각한 사고 조건에서도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유지되며 따라서 방사능의 환

경 방출을 배제할 수 있음을 보증할 수 있다.

4.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제1항 : 계측제어와 관련된 요건으로서, 정상 및 

사고 조건시 그 예상된 범위에서 변수와 계통들을 감시할 수 있는 계측장비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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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을 정도로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격납건물은 필

수적인 안전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운전원이 격납건물이 그 기능을 적절히 수

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와 압력 등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계측기를 

설치해야 한다. 규제기관이 규칙 제20조를 만족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

용한 상세 지침으로서 미국 NRC의 Regulatory Guide(이하 “RG") 1.97을 참조한

다. 규칙 제20조와 RG 1.97의 상세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격납건물이 방사능의 환

경 방출을 배제시키는 임무를 달성하는 것을 보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5. 규칙 제34조(방사선방호설비) 제3호 : 방사능의 방출을 평가하는 요건으로서, 정

상운전 및 가상사고시 격납건물 대기로 방출될 수 있는 방사능을 감시하는 수단

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격납건물이 적절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증

하기 위해 운전원이 적절한 수동 조치를 취하거나 자동 조치를 감시하기 위하여 

격납건물 내 방사능의 방출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제기관이 규칙 제34조 

제3호를 만족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세 지침으로서 미국 NRC

의 RG 1.97을 참조한다. 규칙 제34조 제3호와 RG 1.97의 상세 요건을 충족함으로

써 격납건물이 방사능의 환경 방출을 방지하는 안전 기능을 만족하고 있는지 운

전원이 확신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6. 미국의 10 CFR 50.34(f)에 따른 TMI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다음 요건을 적용한다.

가. 10 CFR 50.34(f)(3)(v)(A)(1)은 100% 핵연료 피복재 금속-물 반응으로부터 생

성되는 수소가 방출되어 수소가 연소되거나 비활성화 기체 주입에 의해 압력

이 증가하더라도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나. 10 CFR 50.34(f)(3)(v)(B)(1)은 비활성화 기체 주입계통을 설치할 경우 부주의

에 의한 완전(full) 작동 동안에도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부압형 격납건물을 포함한 가압경수로 건식형 

격납건물의 기능 수행과 설계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허가 검토단계에서 충분한 설계 여유도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격납건물 설계압력은 LOCA나 증기 및 급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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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후 계산된 최대압력보다 최소한 10% 이상 커야한다. 운영허가 검토단계에서

LOCA나 증기관 및 급수관 파열후 격납건물의 최대압력 계산치는 격납건물 설계

압력보다 작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LOCA후 격납건물 최대압력 계산치는 건설허

가 검토단계에서와 거의 같은 값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개정되거나 향상된 분석

모델과 발전소 준공설계(as-built design)에 있어서의 미소한 변경은 설계여유를 

감소시킬 수 있다.

2. 격납건물 압력을 신속히 감소시키기 위한 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

족시키기 위해서, 격납건물 압력은 가상사고후 24시간 이내에 설계기준 LOCA시

에 계산된 최대압력의 50% 미만으로 감소되어야 한다. 만약 분석을 통해 계산된 

격납건물 압력이 24시간 이내에 계산된 최대압력의 50% 미만으로 감소되지 않는

다면 방사선비상대책분야 담당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3. 부압형 격납건물인 경우, 격납건물 압력을 신속히 감소시키기 위한 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격납건물의 압력은 가상사고 후 1시간 

이내에 대기압 이하로 감소되어야 하며 이 부압상태는 최소한 30일간 유지되어야 

한다.

4. 격납건물의 열제거 성능과 설계여유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LOCA에 대한 분석은 외부전원상실과 동시에 비상전

력계통 (예컨대 디젤발전기의 고장),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즉 팬, 펌프, 혹은 밸

브고장), 또는 비상노심냉각계통 (즉 펌프나 밸브고장) 등의 가장 심각한 단일고

장 가정에 근거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은 계산된 격납건물의 압력이 최대가 되게 

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5. 격납건물의 열제거성능과 설계여유에 관련된 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상적인 2차계통 배관파열에 대한 격납건물의 응

답 분석은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예: 펌프나 밸브고장) 이나 2차계통 격리설비 

(예: 팬, 펌프나 밸브고장, 주증기관 격리밸브 고장 또는 급수관 격리밸브 고장)에

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단일 능동 고장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그 분석은 배관 

파열크기와 원자로 출력준위의 스펙트럼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선정된 사고조건



제6.2.1.1절                                                     개정 5 - 2015. 12- 6 -

은 분석 목적별로 격납건물 압력과 온도가 가장 높게 계산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증기관 파열사고에 대한 격납건물 환경의 응답계산을 위한 타당한 방법

은 NUREG-0588에 기술되어 있다.

6. LOCA 조건에서 격납건물 열제거계통과 격납건물 구조물의 기능에 관한 규칙 제

2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격납건물 구조물을 외

부압력 상태, 예컨대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의 부주의한 운전 등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손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방안들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방안에는 격납건

물 구조물이 예상 최대 외압을 견디어 낼 수 있음을 보증하는 보수적인 구조물 

설계, 발전소 보호계통과의 연동(Interlocks), 부주의한 계통운전을 배제할 수 있

는 행정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만약 격납건물이 예상 최대 외압을 견딜 수 있도

록 설계되었다면, 격납건물의 설계 외부압력은 가상사고 분석에서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예상 최대 외압보다 적절한 여유를 가져야 한다.

7. 규칙 제20조 제1항, 제34조 제3호 및 미국 10 CFR 50.34(f)에 따른 TMI 후속조치

와 관련한 10 CFR 50.34(f)(2)(xvii)의 요건에 따라, 사고후 격납건물의 대기압력 

및 온도와 집수조의 수위 및 온도를 감시하기 위해 사고후 환경에서도 작동되는 

계기를 설치해야 한다. 계기는 상기 변수들이 사고경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적,

기록될 수 있도록 적절한 범위, 정확성 및 응답성을 가져야 한다. NUREG-0737과 

NUREG-0718의 II.F.1 조항과 RG 1.97 "Instrumentation For Light Water Cooled

Nuclear Power Plants to Assess Plant Conditions During and Following An

Accident"를 따라야 한다.

8. 격납건물 최소압력 계산치는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분석에서 사용한 압력 이상이

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6.2.1.5절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 평가를 위한 격납건

물 최소압력 분석” 참조)

9. 격납건물 내부 구조물과 계통 내 기기 (예: 원자로 용기, 가압기, 증기발생기) 및 

지지물들은 격납건물 부격실 내의 배관이 파열될 때 부과될 수 있는 차압부하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6.2.1.2절 "부격실 분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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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국 10 CFR 50.34(f)에 따른 TMI 후속조치와 관련한 10 CFR 50.34(f)(3)(v)(A)(1)

에서는 100% 핵연료 피복재 금속-물 반응으로부터 생성된 수소가 방출되는 기간

동안 수소의 연소나 비활성화 기체 주입계통을 설치했을 경우 그 계통의 작동을 

견디어 내도록 격납건물을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가상사고시 수소가 

방출되거나 생성되면, 수소 연소나 비활성화 기체 주입계통의 작동 (비활성화 기

체 주입계통 설치시) 때문에 초기사고 이상의 격납건물 가압 효과가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유지됨으로써 방사성 물질의 환경 방출을 

배제할 수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이 추가적인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격납건

물을 설계해야 한다. 10 CFR 50.34(f)(3)(v)(A)(1)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해당 

항목에 적용 받는 신청자는 100% 핵연료 피복재 금속-물 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

소를 방출하는 사고를 평가해야 한다. 그 평가를 통해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원자력기계(MN)의 콘크리트 또는 철제 격납건물 중 성능유지수준 (Service

Level) C 제한치 (압력과 사하중만 고려)에 관한 해당 항목이 만족됨을 입증해야 

한다. 이 사고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격납건물 가압뿐만 아니라 격납건물 내에서

의 수소 연소나 비활성화 기체 주입계통이 설치되었을 경우 그 작동에 따른 압력 

증가도 분석해야 한다. 비활성화 기체 주입계통의 기체는,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

지 않는 한, 이산화탄소로 가정해야 한다.

11. 미국 10 CFR 50.34(f)에 따른 TMI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10 CFR 50,

50.34(f)(3)(v)(B)(1)에서는 비활성화 기체 주입계통을 설치할 경우 부주의에 의한 

작동을 견디어 낼 수 있도록 격납건물을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활성화 

기체 주입계통은 수소 방출 사고기간 중에 격납건물을 이산화탄소와 같은 비활성 

기체로 채운다. 만약 비활성화 계통이 정상운전 중에 부주의하게 작동하면, 격납

건물이 가압될 수 있다.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유지됨으로써 방사성 물질의 환경 

방출을 배제할 수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이 부주의한 가압을 견딜 수 있도록 

격납건물을 설계해야 한다. 10 CFR 50.34(f)(3)(v)(B)(1)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해당 항목에 적용받는 신청자가 비활성화 기체 주입계통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계통의 완전 작동에도 견딜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격납건물 설계상의 성능을 평

가해야 한다. 비활성화 기체 주입계통의 부주의한 작동에 의한 최대압력은 격납

건물 설계압력보다 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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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건식형 격납건물의 검토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검토자는 특정 경우에 대해 본 

검토절차에 기술된 절차 중 적절한 내용을 중점 적용한다. 검토 부분 중 건식형 격납

건물에 공통되는 기능설계의 측면에 대해서는 일반적 기준에 따라 수행하거나 격납건

물 기능설계가 근본적으로 동일한 발전소들에 대한 기존 검토결과를 반영하는 방법으

로 수행할 수 있다.

검토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지원부서는 본 안전심사지침의 I절에 기술되어 있는 

검토영역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며, 주 검토자는 검토의 완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자료를 활용한다.

검토주관부서는 계산된 격납건물 설계 압력과 온도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해 격

납건물의 응답분석을 검토하고 아울러 격납건물 감압시간을 검토한다. 만약 격납건물 

감압시간이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방사선비상대책분야 담당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의 계산 압력과 온도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 분석에서 

사용된 가정을 검토한다. 검토주관부서는 분석모델 및 가정을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허용기준과 비교하고 적절한 확인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각 격납건물 응답분석의 보수

성을 평가한다. 모든 발전소에 대해 사고 압력 계산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지

만, 검토주관부서는 신청자가 사용한 계산모델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

다. 검토주관부서는 신청자가 격납건물 최대 압력과 온도를 초래하는 배관 파열을 파

악하였는지 평가한다. 신청자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고온관과 저온관 (펌프 흡입구 및 

펌프 토출구)의 파열 및 2차 계통 증기관 및 급수관 파열을 분석해야 한다. 검토주관

부서는 신청자가 사용한 가정을 검토하여 이러한 분석이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수

적인지 평가한다.

검토주관부서는 본 안전심사지침의 II절에 기술되어 있는 것과 같이 100% 핵연료 

피복재 금속-물 반응으로부터 생성된 수소가 방출되는 사고 기간 동안 수소의 연소나 

비활성화 기체 주입계통의 작동 (비활성화 기체 주입계통을 설치했을 경우)을 견디도

록 격납건물을 설계하였는지 확인한다.

비활성화 기체 주입계통을 사용할 경우,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이 그 계통의 부주

의한 작동을 견디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검토주관부서는 필요하다면 CONTEMPT-LT 등의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확인 목적의

격납건물 응답분석을 수행한다. 이 확인분석의 목적은 LOCA와 주증기관 및 급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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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에 대해 신청자가 계산한 격납건물 응답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적으로 매우 제한된 배관 파열, 예컨대 격납건물의 설계압력과 격납건물의 감압시간을 

결정하는 배관파열에 대해서만 분석한다. 그러나 만약 검토주관부서가 최악의 파열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다른 배관파열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의 부주의한 조작에 의한 격납건물 내에서의 

압력과 온도 변화에 따라 초래되는 격납건물 구조물의 외부압력에 대한 분석을 검토

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최악의 사고가 규명되었는지 또한 그 해석이 보수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었는지 평가한다. 건설허가 검토 단계의 발전소에 대해서는 설계 외부압력 여유

가 최소 10% 이어야 한다. 운영허가 검토 단계의 발전소에 대해서는 예상 최대 외부

압력이 격납건물 설계 외부압력보다 작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상 최대 외부압력은 

건설허가 검토 단계와 거의 같아야 한다. 그러나 분석 모델의 개정이나 개선 또는 발

전소 준공 설계 (As-built Design)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여유가 줄어 들 수 있다. 만

약 격납건물이 외부압력에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설계되지 못했다면, 검토주관부서는 

상기 가상사고의 결과를 완화하거나 견뎌내도록 발전소 내에 설치된 설비들의 타당성

을 평가하고, 안전심사지침 7.5절의 검토주관부서와 함께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

한 행정 통제 및 계측제어설비를 평가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사고 후 환경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계측기의 정확도와 범위를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7.5절의 검토주관부서와 안전심사지침 3.11절의 검토주관부서

는 발전소 보호계통의 감지 및 구동 계측장치와 사고후 감시계측장치 및 기록장비에 

대한 타당성과 아울러 품질검증 시험계획에 관해 검토할 책임이 있다.

미국 NRC의 Generic Letter 88-17의 적용을 받는 가압경수로에 대해서는, 격납건물 

해석시에 정지 상태를 적절히 고려함으로써 정지운전 기간 중 절차서, 계측 장치, 운

전원 반응, 기기의 상호작용 및 기기의 응답에 대한 체제가 확보되었음을 보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분석에는 정지기간 중 발전소가 겪을 수 있는 정지시 열역학적 상

태와 물리적 형상 (예: 격납건물 닫힘 시간, 온도 및 붕괴열 제거능력 상실 기간 중 노

심노출까지의 소요시간)을 포함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 6.2.1절에 기술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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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V. 참고문헌

이 안전심사지침의 참고문헌은 안전심사지침 6.2.1절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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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2.1.2절  부격실 분석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주관부서는 신청자가 격납건물 부격실의 설계차압을 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안

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한 자료를 검토한다. 부격실이란 고에너지배관을 격납하여 이 

체적 내에서 가상적인 배관파열이 발생하는 경우 격납건물 주 체적으로 흘러가는 유

체의 흐름을 억제할 수 있는 1차 격납건물 내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쇄된 체적으로 

정의된다. 격납건물 부격실 내부에서 배관이 파열되면 이 체적 내에 단기간동안 압력 

펄스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압력과도상태로 인해 부격실 벽 양단간의 차압은 취출 

(Blowdown)이 시작된 후 대개 1초 이내에 최대값에 도달한다. 차압 최대치의 크기는 

몇 가지 변수, 즉 취출질량 및 에너지 방출률, 부격실 체적, 배기구 면적과 배기구 유

동양식 등의 함수이다. 위 정의에 해당하는 각 부격실이나 부격실의 그룹에 대해서는 

과도상태 차압 응답분석이 제시되어야 한다.

검토주관부서는 파단 격실로 방출되는 질량과 에너지의 분포, 부격실의 노드 구성 

(Nodalization), 부격실 배기 유동 현상, 부격실 설계압력 여유도를 검토한다. 검토주

관부서는 각 부격실 내부의 노드 구성 근거, 각 부격실 내의 초기 열역학적 상태, 고

려한 모든 배기 유로의 특성, 배기 유동 혼합물에 대해 가정한 액체견인 (Entrainment)

정도 등을 검토한다. 구성 기기, 즉 배기 유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열리거나 제거되어

야 할 문, 파열벽 (Blowout Panel), 모래 마개 (Sand Plug) 등의 동특성 분석과 분석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된 기기 시험 방법 및 결과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

각 배기 유로에서의 손실계수와 관성항 (L/A, m-1(ft-1))을 결정하고 배기 질량 유속을 예측

하기 위한 분석 절차서를 검토한다. 또한 각 부격실에 대해 선정한 설계압력을 검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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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부격실 분석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6.2절 검토주관부서로 가상적인 배관 

파열의 파단위치 및 동적영향과 격납건물 부격실 내의 배기 유동 제어를 위한 이

동식 및 고정식 장치의 기계 설계에 관해 검토한다.

2.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6.3절 검토주관부서로 기기 지지대에 가

해지는 국부적 가압 효과와 부하 등과 같이 배관 파열의 동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제안된 방안에 관해 검토한다.

3.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8.3절 검토주관부서로 격납건물 부격실 

내의 배기 유동제어를 위한 이동식 및 고정식 장치의 구조 설계에 관해 검토한

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15조 및 제23조

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는 데 그 근거를 둔다.

1. 규칙 제15조제1항은 대기 및 비산물 방호(Missile Protection)에 관련된 요건으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SSC)이 발전소 정상운전 중이나 유지 보

수, 시험 및 가상사고시에 일어날 수 있는 동적 영향 그리고 기기 고장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방출유체 등의 영향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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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다.

2. 규칙 제23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는 격납건물 부격실이 부격실 벽 양단간에 발생

하는 차압으로 인한 구조물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여유도를 가지고 설

계되었는가를 평가하는 요건이다. 즉 부격실이 격납건물 설계 누설률을 초과하지 

않는 어떠한 냉각재상실사고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여유도를 가지고 격납건물 구

조물과 관련 열제거계통을 설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허용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

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

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제요건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SSC)이 

발전소 정상운전 중이나 유지 보수, 시험 및 가상사고시에 일어날 수 있는 동적 

영향 (즉 비산물, 배관 휩(Whip) 그리고 기기 고장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방

출유체 등의 영향을 수용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규제기관이 검토, 승인한 분석

결과, 유체계통의 배관파단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이 입증될 경우 가상 배관파단

에 관련된 동적 영향은 설계기준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배관파

단 확률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배관의 가상적인 벽 관통 결함의 안

정성을 평가하는 파괴역학 분석과 그 결함이 불안정한 크기로 성장할 수 있기 전

에 결함을 통해 누설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분석의 기초

가 되는 개념은 “파단전 누설 (LBB)”로 불린다. 신청자가 LBB 기술에 의거하여 

SSC 설계기준에서 가상 배관파열의 국부적 (Local) 동적 영향을 고려하는 사항을 

제외하는 것은 허용하더라도, 가상 배관파열의 총체적 (Global) 영향이 편리하면

서도 보수적인 설계 한계(Envelope)를 제시하기 때문에, 규제기관은 폐쇄된 부격

실 설계에 총체적 영향을 고려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격납건물 부격실은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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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되면 부격실의 붕괴, 비산물의 발생 및 국부적 환경 악조건을 유발할 수 있

는 고에너지 배관을 둘러싸고 있다. 규칙 제15조제1항을 만족한다면, 격납건물 부

격실의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격납건물 구조물 및 계통을 고에너지배관 파단

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제요건을 만족한다면 격납건물 부격실의 구조적 건전

성을 유지하고 격납건물 구조물 및 계통을 고에너지배관 파단의 영향으로부터 보

호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 격납건물 부격실의 

설계 및 기능수행에 관련된 다음의 상세 기준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가. 부격실 내 초기 대기상태는 결과적으로 차압 계산치가 최대값이 되도록 설정

되어야 한다. 즉, 최대 허용온도, 최소 절대압력 조건에서 상대습도가 0%인 

공기로 가정하는 것은 타당한 모델이다. 만약 초기 대기상태가 이와 다를 때

는 설정치가 타당함을 보여야 한다.

제한된 종류의 부격실에 대해서는 위에 기술한 공기 모델을 단순화한 모델도 허용

될 수 있다. 이 모델에서는 부격실 내 초기 대기를 건조 공기 모델과 동등한 평균 

밀도를 가지는 균질 물-증기 혼합물로 모사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배기구 내에서 

임계유동(Choked Flow)이 나타나는 부격실에 제한된다. 배기구 통과시 주로 아음

속 유동(Subsonic Flow)이 나타나는 부격실에 대해서는 이러한 단순한 모델의 

타당성이 확증되지 않았다.

나. 부속물 노드들의 구성은 본질적으로 한 노드 안에서는 압력구배가 나타나지 

않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즉 노드들의 구성은 최대압력 계산치들이 작은 차이

로 수렴할 때까지 노드 수를 증가시키는 민감도분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부속물에 작용하는 과도상태의 힘과 모멘트를 계산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공

간적 압력 변화, 즉 부격실 내에서 원주, 축 및 반경 방향에 대한 압력변화를 

고려하여 노드 구성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노드의 민감도분석

방법에 대한 상세 지침으로서 미국 NRC의 NUREG-0609 3.2절을 참조한다.

다. 만약 배관파열 시점에서 즉시 이용할 수 없는 배기 유로를 사용할 경우, 다

음 기준을 적용한다.

1) 배관파열 후 시간의 함수로 표시되는 배기구 면적과 유동저항은 배관파열

에 대한 부격실의 압력 응답에 대한 동적 분석에 근거해야 한다.

2) 실험자료에 의해 분석의 타당성을 증명하거나 건설허가 단계에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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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입증하는 실험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3) 규칙 제15조제1항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과도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물의 영향을 안전성 분석에서 고려해야 한다.

라. 노드화된 부격실모델 내부의 모든 유로를 통한 배기 유동양식은 액체견인

(Entrainment)을 100%로 가정하고 열역학적 평형상태에 있는 균질 혼합물에 

근거하여 구해야 한다. 아울러 선택한 배기구 임계유동 상관식은 사용할 수 

있는 실험자료들에 비해 보수적이어야 한다. 현재 허용된 배기구 임계유동 

상관식은 "마찰없는 Moody" 상관식에 물-증기 혼합물에 대한 승수 0.6을 적

용하는 것과 공기-증기-물 혼합물의 열역학적 균질 평형모델이다.

마. 건설허가 단계에서 구조물과 기기 지지대의 설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격

실, 구조물 및 폐쇄 기기에 대해 검토주관부서가 허용한 방법으로 계산한 최

대차압에 1.4를 곱한 값을 적용해야 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 최대차압 계산

치는 이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최대차압 계산치는 

건설허가 단계에서 계산된 값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

만, 분석모델의 개선이나 부격실 준공 상태에서의 변경은 남아 있는 여유도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III. 검토절차

부격실 분석의 검토는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검토자는 특정 경우에 대해 본 검토

절차에 기술된 내용의 일부를 중점 적용한다. 검토내용 중 일부는 일반적 기준에 따르

거나 혹은 동일한 부격실과 고압 배관설계를 가진 선행 발전소에 대한 검토결과를 반

영하는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검토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지원부서는 본 안전심사지침 I절에 기술된 검토영역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검토주관부서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절차를 완결한다.

검토자는 부격실 내부의 취출 질량 및 에너지 프로파일(profile)에 대하여 확인분석

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주관부서가 분석 목적에 적합하여 허용할 수 있는 열

수력 전산코드를 사용한다. 이 분석의 목적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질량 및 에

너지 방출률의 예측치를 확인함과 아울러 파단전 누설(LBB)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파열 위치가 타당하게 고려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다.

검토주관부서는 부격실 체적, 배기구 면적, 배기 유로 저항, 그리고 관성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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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술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만약 배기구 면적을 넓

히기 위해 문, 파열벽이나 동종의 장치에 의존해야 하거나, 혹은 배기 유동을 조절하

기 위해 독특한 유량제한장치에 의존해야 한다면, 그러한 설비의 사용 타당성을 실증

하는 분석 및 시험계획을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3.6.2절, 3.6.3절 및 3.8.3절의 주관검

토부서는 위의 유동조절장치에 대한 기계 및 구조적 설계를 평가하고, 파단전 누설

(LBB)개념이 적용된 부격실에 대해 파단전 누설개념의 적용 타당성을 평가한다.

검토주관부서는 계산모델의 적절성을 판정하기 위해 각 부격실의 노드 구성을 검

토하며, 필요하다면 이 모델에 노드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

격실 노드의 민감도분석 (노드 구성에 대한 반복적 분석)을 수행한다.

검토주관부서는 보수적인 조건을 설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격실의 초기 공기

압력, 온도 및 습도조건을 Ⅱ절 허용기준과 비교한다.

검토주관부서는 근거 및 관계식을 검토하며, 아음속 및 음속 배기 유동 현상을 예

측하기 위해 사용된 전산코드와 압축 및 비압축성 유동을 모사하는 코드의 수행능력

을 평가한다. 그 근거에는 상관식을 실험자료 또는 기타 허용된 상관식과 비교한 결과

를 포함해야 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최대차압 계산치의 적절성을 판정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 부격실의 노드 구성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전산 프로그램들 

중 하나를 사용하여 확인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사용할 전산 프로그램은 유동 영역뿐

만 아니라 검토할 부격실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건설허가 단계에서 검토주관부서는 위 Ⅱ절 허용기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격

실 설계 절차에 계산치 이상으로 적절한 여유도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 6.2.1절에 기술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V. 참고문헌

이 안전심사지침의 참고문헌은 안전심사지침 6.2.1절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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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2.1.3절 가상 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분석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과 부격실 기능설계를 평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료

가 그 목적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량 및 에너지 방출 분석을 검토한다. 검

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격납건물로 방출될 수 있는 에너지 원 

2. 사고 초기의 취출기간 동안 질량 및 에너지 방출률 계산 

3. 가압경수로형 발전소의 경우, 사고후 노심 재관수기간과 재관수 후의 질량 및 에

너지 방출 계산(증기발생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방출될 수 있기 때문)

검토연계분야

안전심사지침 3.6.2절의 검토주관부서인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부격실 내부에서 

발생하는 가상배관파열에 대해 배관설계기준, 배관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한 설비에 

근거하여 선정한 파열 위치 및 크기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23조와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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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FR 50 부록 K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는 데 그 근거를 둔다.

1.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제1항제3호에 따라 격납건물과 부격실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제1항제3호

는 격납건물 및 그 부속계통들이 설계 누설률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설계기준사

고로부터 예측된 압력과 온도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2. 10 CFR 50 부록 K는 냉각재상실사고 기간 동안의 에너지원과 관련하여 모든 에

너지원이 고려되었는지를 보증하기 위한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허용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

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

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의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질량 및 에너지 분석에 관련

된 다음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적용한다.

1. 에너지 원

냉각재상실사고 분석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저장 및 발생 에너지원은 다

음과 같다.

- 원자로 출력

- 붕괴열

- 노심의 저장 에너지

- 원자로 건물과 건물내부의 설비를 포함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금속에 저장된 

에너지

- 금속-물 반응 에너지

- 증기발생기 배관과 2차 냉각수를 포함한 2차 계통에 저장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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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기 에너지원으로부터 방출된 가용에너지의 계산은 10 CFR 50

부록 K I.A 조항의 요건에 따른다. 그러나 냉각재상실사고의 감압기간과 재관수

기간 동안 격납건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최대로 하기 위해 보수성을 추가해야 

한다.

노심으로부터 방출되는 가용 에너지를 최대로 하기 위해, 핵연료피복재의 팽

창 및 파열의 예측에 관련된 10 CFR 50의 부록 K I.B 조항의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2. 파열 크기 및 위치

가. 신청자가 선정한 파열 위치 및 형태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3.6.2절에 따

라 검토한다.

나. 상기 가.항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 여러 파단 중에서 부격실 분석의 기준사

고로 선정한 파열은 가장 높은 질량 및 에너지 방출률을 나타내야 하며, 파

열 위치와 크기를 설정하는 기준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다. 격납건물 설계기준 계산은 최악의 사고가 파악되었음을 보증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배관 파열 크기와 위치의 스펙트럼에 대해 수행해야 한다.

3. 계산

일반적으로, 냉각재상실사고시 질량 및 에너지 방출률 계산은 격납건물 내부 

설계압력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방법, 즉 사고 후 격납건물 압력과 부격실 반응

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아래 기준은 각 사고 기간동안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보수성을 제시하고 있다.

가. 부격실 분석

질량 및 에너지 방출 프로파일(profile)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해석방

법이 전산 프로그램과 배관계통의 체적 노드 형태 모두가 허용된 비상노심 

냉각계통 (ECCS)의 분석시와 유사하다면 허용된다. 현재 허용된 계산코드는 

SATAN-V, CRAFT-2, CE FLASH-4, RELAP4 등이며 허용된 임계 유동 관

계식에 1.0의 유동 승수(multiplier)를 사용한다. 허용할 수 있는 대안은 허

용된 임계유동 관계식과 함께 초기조건을 사용하여, 일정한 양이 취출된다

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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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기 취출 단계의 격납건물 설계기준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있는 물의 초기 질량은 102% 전출력에서의 온도와 

압력조건에서 계산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체적에 근거해야 한다.

질량 방출률은 실험자료와 비교하여 보수성이 입증된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1차 냉각재계통에 노출된 표면에서의 열전달은 핵비등 열전

달로, 증기에 노출된 표면에서의 열전달은 강제대류 열전달로 계산해야 한

다. 2차 냉각재로부터 증기발생기 전열관으로의 열전달은 물에 잠겨있는 전

열관표면에 대해서는 자연대류 열전달로, 증기에 노출된 표면에 대해서는 

응축 열전달로 계산해야 한다.

다. 노심 재관수 단계 (저온관 파열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초기 취출 이후, 원자로 압력용기에 남아있는 물은 

포화상태로 가정해야 한다. 만약, 취출 단계가 끝나는 시점부터 비상노심냉

각계통이 원자로 용기의 하부 플레넘(plenum)을 재충수하는 시간까지를 의

미하는 재충수 단계를 고려할 경우, 이러한 가정은 재충수 단계에서도 적용

되며, 재충수 단계를 고려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감압이 끝나는 단계에

서 수위가 노심의 바닥에 있음으로써 재충수 단계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도 

허용가능한 방법 중 하나이다.

노심 관수율의 계산은 노심의 재관수 기간이나 재관수 이후 단계에서 

격납건물의 압력을 최대로 하는 비상노심냉각계통 운전조건에 근거하여 수

행되어야 한다.

액체 견인(liquid entrainment)의 계산, 즉 노심에 들어가는 액체에 대해 

노심을 빠져나가는 액체의 질량비로 정의되는 견인율(carryout rate fraction)

은 PWR FLECHT 실험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액체 견인은 노심의 수위가 

노심의 꼭대기로부터 61cm (2 피트)가 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가정해야 한

다. 타당한 접근 방법은 견인율이 46cm (18-인치) 노심준위에서 0.05의 값을 

가지고, 61cm (24-인치) 노심준위에서의 0.8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한 후 수위

가 노심 꼭대기로 부터 61cm (2 피트)가 될 때까지는 0.8로 일정하게 유지

된다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이 수위 이상에서의 견인율은 0.05를 사용할 수 

있다.

증기 급냉의 가정은 적용가능한 실험자료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입증해

야 한다. 액체 견인 계산에서는 ECCS 물과의 혼합으로 인한 증기 급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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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된 노심 입구 수온이 견인율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증기발생기 

출구측 증기는 2차 냉각재 온도로 과열되어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라. 재관수후 단계

1차 및 2차 계통에 남아있는 모든 저장에너지는 재관수후 단계에서 제

거되어야 한다. 증기 급냉은 유용한 실험자료를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 재관

수후 분석모델은 적용 가능한 실험결과와 비교되어야 한다.

마. 붕괴열 단계

이 단계에서 노심 붕괴열의 분산을 고려해야 한다. 핵분열생성물 붕괴 

에너지 모델이 안전심사지침 9.2.5절의 붕괴 에너지 모델과 같거나 더 보수

적이면 허용할 수 있다.

노심에서 붕괴열 비등에 의해 발생된 증기는 ECCS 주입수와의 혼합이 

최소화되는 경로를 통해 격납건물로 방출된다고 가정해야 한다.

Westinghouse 모델, B&W 모델, CE 모델, GE 취출 모델 등의 전산 모델은 

격납건물 설계기준 계산시 질량 및 에너지 방출 계산에 사용할 수 있다. 그 밖

의 방법에 대해서도 계산 방법이 보수적이라고 검토주관부서가 판단하면 허용될 

수 있다.

III. 검토절차

냉각재상실사고시의 질량 및 에너지 방출분석의 검토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검토자는 특정 경우에 대해 본 검토절차에 기술된 절차의 일부를 중점 적용한다.

일부 검토는 일반적인 사항에 근거를 두거나 혹은 유사한 발전소에 대한 기존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검토주관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6.2절의 검토주관부서와 함께 고 에너지 유체가 들

어 있는 배관의 경로가 나타나 있는 격납건물 측면도 및 평면도를 이용하여 고 에너지

배관을 둘러싸고 있는 부격실에 대해 배관파열의 크기, 형태 및 위치에 대한 신청자 분

석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검토주관부서는 부격실 분석을 위한 참조 경우가 타당하게 제

시되었는가를 평가한다. 양단 배관파열이 아닌 배관 파열을 신청자가 선정한 경우 지원

부서는 신청자가 가정한 제한된 변위의 배관 파열의 타당성에 관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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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주관부서는 냉각재상실사고 분석에서 다양한 에너지원들로부터 방출될 수 있

는 가용한 에너지의 계산 방법 및 가정을 상기 허용기준과 비교한다. 검토주관부서는 

냉각재상실사고시, 초기 취출단계, 노심 재관수 및 재관수후 질량과 에너지 방출률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 분석모델과 가정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또한 검토주관부서는 냉

각재상실사고시 다양한 시점에서의 에너지 재고량을 비교하여 다양한 에너지원으로부

터의 에너지가 고려되고 적당한 시점에 격납건물로 이동되었음을 확인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신청자가 실험자료와 비교한 내용을 검토하고 다른 가용한 실험자

료와 비교함으로써 질량 및 에너지 방출모델에 충분한 보수성이 있는지 평가한다.

검토주관부서는 필요시 냉각재상실사고의 질량 및 에너지 프로파일과 격납건물 압

력 및 온도에 대한 확인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분석의 목적은 안전성분석보고서

에 제시된 질량 및 에너지 방출률의 예측치들을 확인하고 분석시에 파열위치가 적절

히 고려되었는가를 확인하며 최종적으로 계산된 격납건물 압력 및 온도 응답이 적절

한지를 평가하는 데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 6.2.1절에 기술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V. 참고문헌

이 안전심사지침의 참고문헌은 안전심사지침 6.2.1절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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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2.1.4절 가상 2차계통 배관파열에 대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분석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 및 부격실 기능설계의 평가에 사용된 자료가 그 목적에 

합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질량 및 에너지 방출 분석을 검토한다. 검토주관부서는 다

음 분야를 검토한다.

1. 격납건물로 방출될 수 있는 에너지 원

2. 질량 및 에너지 방출률의 계산

또한 검토주관부서는 가정한 배관 파열 부위로 증기유량과 급수 유량방출을 억제할 

수 있는 증기 및 급수관의 격리설비들에 대해 수행한 단일고장 분석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가상 2차계통 배관파열에 대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분석  

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의 검토주관부서인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증기 

및 급수계통으로부터의 질량 및 에너지 방출을 억제하는 증기 및 급수관 격리밸

브들의 내진 등급분류와 계통의 품질 등급분류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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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심사지침 10.4.9절의 검토주관부서인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보조급수계통

의 수동 밸브를 닫는 운전원 조치에 대해 가정한 시간을 검토한다.

3. 안전심사지침 3.6.2절의 검토주관부서인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가상의 배관 

파단이 발생하는 위치 및 크기에 대하여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23조의 관련 규

제요건을 만족시키는 데 그 근거를 둔다.

1.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격납건물과 부격실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는 격납건물 및 그 부속계통들이 설계 누

설률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설계기준사고로부터 예측된 압력과 온도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허용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

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

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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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원

증기 및 급수관 파열사고 분석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에너지원은 다음과 같다.

즉 증기발생기 본체, 급수관 및 증기관 등과 영향을 받는 증기발생기의 금속에 

저장된 에너지, 영향을 받는 증기발생기 안에 들어 있는 물의 저장 에너지, 급수

관의 격리밸브가 닫히기 전에 영향받는 증기발생기로 이동한 급수의 저장 에너

지, 증기발생기 교차관 (Crossover)의 격리밸브가 닫히기 전에 영향받지 않은 증

기발생기에서 들어온 증기에 저장된 에너지, 취출기간 중 1차 냉각재로부터 영향

받은 증기발생기 내부의 물에 전달된 에너지 등이다.

증기관 파열사고는 배관 파열 크기와 고온대기 상태에서 102% 출력까지의 다

양한 발전소 상태에 대한 스펙트럼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만약 신청자가 급수 

유량과 유체의 재고량이 전출력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102%

출력 상태에 대하여만 분석할 수도 있다.

2. 질량 및 에너지 방출률 계산

일반적으로 증기 및 급수관 파열사고 동안 질량 및 에너지 방출률의 계산은 격납

건물 응답 관점에서 보수적인 방법, 즉 사고후 격납건물 압력과 온도를 극대화하

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한다. 다음과 같은 기준은 바람직한 보수성의 정도를 제시

하고 있다.

질량 방출률은 포화상태에 대한 Moody 모델이나 혹은 동등한 정도로 보수적

인 모델을 사용해서 계산해야 한다.

영향을 받는 증기발생기내 물로의 열전달 계산은 핵비등 열전달에 근거해야 한다.

질량 방출 계산시에는 영향을 받는 증기발생기와 급수관 내의 물, 급수관 격

리밸브가 닫히기 전에 영향을 받는 증기발생기에 이동한 급수, 영향을 받는 증기

발생기 내 증기, 그리고 증기발생기의 교차관의 격리밸브들이 닫히기 전에 2차 

계통이 감압됨으로써 영향을 받지 않은 증기발생기(들)에서 들어온 증기를 고려해

야 한다.

만약 증기관 파열시 액체 견인(entrainment)을 고려했다면 실험결과를 통해 액

체 견인 모델의 예측 결과를 입증해야 한다. 파열부의 상류에 위치한 증기분리기

가 견인된 액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최대 방출 경우가 선정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 양단 파열로부터 견인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계산된 파열면적

까지 면적을 줄여 가면서 다양한 증기관 파열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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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액체 견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양단파열로부터 최대방출률을 고려했음

을 입증할 수 있을 때까지 파열 면적을 줄여 가면서 다양한 증기관 파열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증기관 및 급수관 파열 분석시 격납건물 최대 압력과 온도를 가장 크게 하기 

위해, 증기관 및 급수관 격리설비나 급수펌프의 단일능동고장을 가정해야 한다.

안전등급 증기관 및 급수관 격리밸브의 고장을 가정한 경우 비안전등급 기기의 

운전을 안전등급 기기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주관부서는 

비안전등급 기기의 설계기준의 타당성에 관한 규제입장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

해 안전심사지침 3.2.1절 및 3.2.2절의 검토주관부서와 10.4.9절 검토주관부서의 검

토자들과 협의한다.

영향을 받는 증기발생기로의 급수 유량은, 다른 증기발생기로부터의 역류 유

량, 급수의 급격한 비등(flashing)과 증기발생기의 감압에 따른 급수펌프의 유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 급수 유량을 계산하는 데 허용된 방법은 모

든 급수가 격리전 펌프 소진율(runout rate)로 영향을 받는 증기발생기에 들어간

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격리후에는 격리되지 않은 급수 질량을 영향을 받는 증기

발생기에 더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10.4.9절의 검토주관부서는 보조급수 유동을 종료시키는 운전원 

조치에 관해 검토한다.

증기관 파열에서 질량 및 에너지 방출을 계산하는데 허용된 전산코드는 

SGN-III와 TRAP-2이며, 그 밖의 방법들도 이러한 계산에 보수적인 것으로 검토

주관부서가 판단하면 허용될 수 있다.

III. 검토절차

2차 냉각재계통의 배관 파열시 질량 및 에너지 방출분석의 검토를 위한 절차를  

다음에 기술하였다. 검토자는 특정 경우에 대해 본 검토절차에 기술된 절차의 일부를 

중점 적용한다. 일부 검토는 일반적인 사항에 근거를 두거나 혹은 유사한 발전소에 대

한 기존의 검토결과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검토주관부서는 신청자가 최악의 배관 파열사고를 확인하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이 격납건물 압력과 온도의 관점에서 보수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판정하

기 위해서 2차계통 배관 파열 분석에서 사용한 가정들을 검토한다.



제6.2.1.4절                                                      개정 4 - 2014. 12- 5 -

이 검토에는 취출 분석에 적용하기 위해 제안한 방법과 모델을 포함한다. 신청자

가 적용한 분석 방법론의 적절성 여부는 이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준해서 평가

한다. 아울러 검토주관부서는 2차계통의 능동기기의 단일고장이 격납건물의 압력과 온

도를 최대로 하는 방향으로 선정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증기관 및 급수관 격리밸브

와 급수펌프 등 능동기기에 대한 단일고장 분석들을 검토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증기 및 급수계통으로부터의 질량 및 에너지 방출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비안전등급 밸브의 타당성을 안전심사지침 3.2.1절 및 3.2.2절의 검토주관부서

에 검토를 의뢰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운전원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증기발생기로의 

보조급수 유동을 종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 시점을 설정한 근거에 대해 안전심사지

침 10.4.9절의 검토주관부서에 검토를 의뢰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유량이 보수적으로 

극대화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영향을 받는 증기발생기로 들어가는 주급수 유량에 

대한 신청자의 계산을 검토한다.

만약 신청자가 제시한 증기관 파열 모델에서 액체 견인을 계산했다면, 검토주관부

서는 이러한 계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실험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한 검

토주관부서는 증기관 파열부의 상류에 위치한 증기분리기의 효과를 이 분석에서 고려

했는지 확인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신청자가 실험자료와 비교한 내용을 검토하고 다른 

가용한 실험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질량 및 에너지 방출모델에 포함된 보수성의 정도를 

평가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최대의 격납건물 압력과 온도를 얻게 되는 증기관 파열 크기가 규

명되었음을 확신하기 위해, 양단파열로부터 시작해서 액체 견인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

지 파열 면적을 줄여 가면서 수행한 다양한 증기관 파열 분석 결과를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검토자는 검토주관부서에서 적합성을 확인하여 허용한 열수력 전산 

코드를 사용하여 격납건물 내부의 증기관 및 급수관 파단에 따른 격납건물의 압력 및 

온도를 계산하는 확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 6.2.1절에 기술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제6.2.1.4절                                                      개정 4 - 2014. 12- 6 -

V. 참고문헌

이 안전심사지침의 참고문헌은 안전심사지침 6.2.1절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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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2.1.5절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평가를 위한 격납건물 최소압력 분석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가압경수로형 발전소에서 냉각재상실사고가 발생하면, 비상노심냉각계통은 원자로

용기에 냉각수를 공급, 재관수시켜 원자로 노심을 냉각시킨다. 노심 재관수율은 노심 

재관수단계에서 원자로용기에서 발생한 증기를 밀어내고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노

심냉각계통의 성능에 좌우된다. 가압경수로형 발전소의 경우 노심 재관수율은 격납건

물 압력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 즉 노심 재관수율은 격납건물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따라서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의 전반적인 평가의 일부로서, 검토주관부서

는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분석에 사용되는 격납건물 압력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냉각재상실사고후 노심이 재관수되는 기간 동안 존재할 수 있는 격납건물 최소압력의  

분석을 검토한다. 검토주관부서는 공학적 안전설비 열제거계통의 운전에 관련된 가정,

즉 격납건물 대기에서 에너지를 제거하는 격납건물 내부구조물의 효능 그리고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파열 부분에서 방출되는 비상노심냉각수와 혼합되는 증기 등 기타 열제

거 과정의 효능을 검토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평가와 관련해서 수행되는 격납건물 최소압력 분석은 격납

건물의 기능적 성능 분석과는 달리 보수성 및 설계여유가 서로 상반되는 방향으로 취

해진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평가시의 

규제요건은 냉각재상실사고시 격납건물 최대압력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지 못하며, 격납

건물 설계기준을 평가하는 데는 사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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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평가를 위한 격납건물 최소압력분

석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3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격납건물 최소압

력의 분석에서 사용되는 질량 및 에너지 방출자료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책임이 있다.

관련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

에 관한 기준”과 미국의 10 CFR 50 부록 K에 따라 수행된 신청자의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 평가 자료에서 얻는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

능에 관한 기준”과 미국의 10 CFR 50 부록 K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는 데 그 근

거를 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은 냉각재상실사고 기간 중 원자로의 거동을 현실적으로 기술한 최적 평가 

모델 혹은 보수성이 입증되어 사용이 허가된  보수적 비상노심냉각계통 평가 모델 중 

어느 것이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냉각재상실사고 후 격납건물 최소압

력에 관련되는 다음 요건 중 어느 것이든지 만족하면 그 분석은 타당하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호: 냉각재상실사고 기간 중 원자로의 거동을 현실적으로 기술한 

최적 비상노심냉각계통 평가 모델을 적용할 경우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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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제4조제1호: 보수성이 입증되어 사용이 허가된 방법으로서 미국의 10 CFR

50 부록 K에 따라 개발된 보수적 평가 모델을 적용할 경우

10 CFR 50 부록 K I.D.2 조항에서는 가압경수로형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한 격납건물 압력이 그 목적상 보수적으로 계산된 압력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허용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

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

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호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분석을 위한 격납

건물 최소압력을 평가하는 데 적용하는 모델은 미국 NRC의 Regulatory Guide(이

하 “RG") 1.157과 일치해야 한다. 특히 RG 1.157, C.3.12.1 조항은 비상노심냉각계

통의 성능 분석을 위해 타당한 격납건물 압력 모델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호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아래 상세 기준은 비상노심냉각계통

의 성능 분석을 위한 격납건물 최소압력을 결정하기 위해 냉각재상실사고시 격

납건물 반응 분석에 요구되는 보수성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1) 가상적인 냉각재상실사고 기간 동안 방출된 질량 및 에너지 계산은 10 CFR

50 부록 K의 요건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2) 부록 6.2.1.5-1,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평가를 위한 격납건물 최소압력 모델"

에는 격납건물 최소압력의 보수적인 예측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수해

야 하는 계산방법이 명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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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격납건물 최소압력 분석의 검토는 아래에 기술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검토자는  

특정 경우에 대해 본 검토절차에 기술된 절차의 일부를 중점 적용한다. 일부 검토는 

일반적인 사항에 근거를 두거나 혹은 유사한 발전소에 대한 기존의 검토결과를 반영

하는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검토주관부서는 냉각재상실사고시 격납건물 최소압력에 대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분석 내용을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6.3절의 검토주관부서는 신청자가 제시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자료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검토주관부서는 부록 6.2.1.5-1에 서술

한 계산 방법이나 RG 1.157, C.3.12.1 조항 중 한가지 방법과 신청자의 계산방법을 비

교하여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의 운전과 구조물의 열제거 효율성에 대해 신청자가 사용

한 가정들의 보수성을 평가한다. 필요한 경우, 검토자는 CONTEMPT-LT 또는 

CONTEMPT4 전산코드를 사용해서 격납건물 압력응답에 대한 확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적인 방향으로 적절한 값을 사용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주관

부서에서 계산한 격납건물 압력을 신청자가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 평가에서 사용한 압

력과 비교한다.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6.3절 검토주관부서에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 

평가에 사용된 격납건물 압력의 타당성을 통보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 6.2.1절에 기술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V. 참고문헌

이 안전심사지침의 참고문헌은 안전심사지침 6.2.1절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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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2.2절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검토주관 : 중대사고리스크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사고 발생 후 상태에서의 격납건물 열제거와 관련하여 검토주관부서는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

건물 등) 제1항제1호 및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제1항의 요건들과 일치하는지

를 확인한다. 격납건물로부터 열을 제거하는 계통에는 팬 냉각기 계통, 살수계통 및 

잔열제거계통들이 포함된다. 이 계통들은 격납건물 대기 및 격납건물 배수조(sump)의 

물 또는 격납건물 습정(濕井, wetwell)내의 물로부터 열을 제거한다.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설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검토한다.

1. 단일기기의 오동작으로 발생되는 결과에 대한 분석

2.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펌프의 유효흡입수두(Net Positive Suction Head; NPSH)에 

대한 분석

3. 살수계통의 열제거 능력에 대한 분석

4. 팬 냉각기계통 열교환기의 열제거 능력에 대한 분석

5. 팬 냉각기, 재순환 및 잔열제거 열교환기의 잠재적 표면 오염 및 이것이 열교환

기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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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계통이나 기기의 정기적인 가동중 검사 및 작동성 시험에 관한 설계규정과 

제안된 계획

7. 냉각재상실사고(LOCA)로 발생된 이물질에 의한 차단망 막힘(debris screen

blockage)이나 펌프 밀봉(密封) 손상과 같은 잠재적 장기 냉각능력 상실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배수조 설계와 비상노심냉각계통 및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수원

(水源)에 대한 설계

8. 단열재와 같은 이물질이 재순환 유체계통에 미치는 영향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격납건물 열제거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

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9.2.2절에 대한 주 검토의 일부로서 격납

건물 열제거계통내의 열교환기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이차 냉각계통을 검토한다.

2.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7.3절에 대한 주 검토의 일부로서 격납건

물 열제거계통에 대한 감지장치 및 작동장치에 대해 검토한다.

3.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대한 주 검토의 일부로서 팬 냉

각계통의 능동기기 및 격납건물 열제거 계통의 감지장치 및 작동장치에 대한 시

험절차를 검토한다.

4.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1.2절에 따른 설계기준 배관 파열사고

에 대한 검토로서 배수조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품질보증이 되지 않은 페

인트의 양을 평가한다.

5.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5.2절에 대한 주 검토의 일부로서 격납

건물 살수계통의 핵분열생성물 제어설비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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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과 3.2.2절에 대한 주 검토의 일부로

서 각 계통의 내진등급 및 품질등급 분류에 대해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설계에 대한 허용기준은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5

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제24조(전력공급설비) 및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

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이하 “안전등급 

규정”이라 함) 제4조(일반요건) 및 제6조(안전등급 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요건들

은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제1항제1호에 따라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은 설계

기준사고 후 격납건물의 압력과 온도를 급속히 감소시키고, 허용 가능한 낮은 수

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및 안전등급 규정 제6조(안전등급 2)에 따라 격납

건물 열제거계통은 안전등급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3.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및 안전등급 규정 제4조(일반요건)에 따라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은 단일고장시에도 소내 전력계통의 운전(소내전력 상실을 가정할 때)과 

소외전력계통의 운전(소외전력 상실을 가정할 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계통안전기

능이 성취될 수 있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기 및 설비의 적절한 다중성과 상호연

결, 누설감지, 격리 및 격납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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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칙 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에 따라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은 각 기기의 정

기검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계통의 건전성과 계통의 운전성 및 능동기

기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시험이 가능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제24조(전력공급설비) 및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와 안전등급 규정 제4조(일반요건) 및 제6조(안전등급 2)를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

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및 안전등급 규정 제4조(일반요건)의 요건에 따라서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은 공학적 안전설비로서의 다중성 및 전원(電源) 요건을 만족

하여야 한다. 즉, 계통은 단일능동고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각 

계통에 대한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FMEA) 결과가 기능상실 없이 단일고장을 견

딜 수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2. 격납건물계통의 안전성 기능 수행능력에 관한 기준인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

물 등)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살수계통은 펌프 공동(空洞)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입 및 재순환 운전중에 펌프의 유효흡입수두

(NPSHav)는 요구되는 유효흡입수두(NPSHre)보다 커야 한다. 이에 대하여 검토자

가 납득할 만큼의 충분한 추가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효흡입수두가 요구되는 

유효흡입수두 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Regulatory Guide(이하 "RG") 1.82

에 검토자가 유효흡입수두의 여유도를 평가하는 허용가능한 방법이 기술되어 있

다.

재순환단계, 즉 LOCA후 장기 냉각과정(LOCA후 약 1시간 이후)에서 격납건물 내

부의 물을 순환시키기 위해 격납건물 살수계통이 필요하다. 유효흡입수두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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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 RG 1.82에 따라서 수행하였거나, (2) RG 1.1에 따라 펌프에 의해 순환되는 

유체온도의 최대 예상값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격납건물의 압력을 대기압력으로 

가정하여 수행하였다면 적합하다. 다시 말하자면 격납건물 압력은 배수조 물의 

증기압과 같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과도상태

시 격납건물의 과압에 의한 이점을 고려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부압형 격납건물의 재순환 살수계통은 LOCA가 발생하고 약 5분이 지난 후, 즉 

살수계통 운전이 주입단계인 동안에 작동 개시되도록 설계된다. 부압형 격납건물

에 대하여는 주입이 끝난 다음에 위에 기술된 RG 1.1의 지침이 적용된다. 이 시

점은 사고발생후 약 1시간 정도이다. 주입단계가 끝나기 전의 유효흡입수두 분석

에서는 격납건물 대기압과 배수조 물 온도의 과도상태를 보수적으로 예측하여야 

한다.

3. 살수계통의 열제거 능력에 대한 평가는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제1항제1

호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서 수행한다.

가. 내부구조물과 관련한 살수헤더의 위치

나. 살수헤더 상의 살수 노즐 배치 및 예상되는 살수 형태

다. 사용되는 살수 노즐의 형식 및 노즐의 분무 능력, 즉 노즐에 작용한 차압의 

함수로서 각 노즐에서 분사되는 살수 방울 크기의 스펙트럼과 방울의 평균 

크기

라. 방울의 잔류시간 및 크기가 살수 방울의 열제거 효과에 미치는 영향

살수계통은 살수헤더와 노즐의 배열이 살수되는 격납건물 체적을 최대로 하며 살

수의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팬 냉각계통의 성능이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제1항제1호를 만족하는지

를 평가할 때, 팬 냉각기의 설계 열제거 능력(즉, 열제거율 대 격납건물 온도)은 

제조공정의 품질보증시험에 근거하거나, 사고후 예상되는 환경 조건과 격납건물

의 증기-공기 비율, 방열날개(Fin)의 표면에 발생하는 응축수, 냉각수의 온도와 유

량의 변화 등과 같은 주요 운전변수의 변화를 고려한 타당한 분석들을 근거로 하

여야 한다. 팬 냉각기에 부속된 기기 하우징(Housing) 이나 덕팅(Ducting)에 대하

여는 그 설계가 LOCA에 따르는 격납건물 압력증가를 견디어낼 수 있는 설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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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분석되어야 한다(안전심사지침 6.2.5절 참조). 사고후 안전성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를 포함하고 있는 팬 냉각기 설계에 대하여는 비안전등급 기기의 기능

상실이 팬 냉각기의 안전성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팬 냉각계통의 성능이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제1항제1호를 만족하는지

를 평가할 때, 발전소 수명동안 냉각수에 의해 팬 냉각기의 2차측과 재순환 및 

잔열제거 열교환기의 표면오염 가능성, 그리고 표면오염이 열교환기의 열제거 능

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하며,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논의되어야 한다. 이 분

석은 만약 폐쇄순환수 계통이 표면오염을 막을 수 있게 되어있거나 열교환기의 

열제거 능력을 평가할 때 표면오염을 고려하였다면 적합한 것이다.

6. 장기 살수계통과 비상노심냉각계통(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ECCS)에 대

한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제1항제1호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격납건

물 배수조는 ECCS 재순환펌프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수원(水源)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격납건물 설계에는 살수 및 비상노심 냉각수가 배

수조로 배수되어 이 물이 격납건물 살수나 비상노심냉각계통을 통하여 재순환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배수조 및 보호망 집합체의 적절한 설계는 장기 

재순환 냉각능력을 보증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그러므로 (1) 배수조의 수력학적 

성능, (2) 잠재적인 이물질 생성 및 이로 인한 막힘을 포함한 영향 평가, (3)

LOCA후 가상조건에서 잔열제거 및 살수펌프의 성능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설계 고려사항은 RG 1.82와 NUREG-0897에 나타나 있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의 요건

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설계는 계통과 펌프, 밸브, 덕트의 

압력 방출 기기, 살수 노즐 등의 계통요소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와 운전성 시험

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의 계통설계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정상 

혹은 사고 조건에서 격납건물 열제거계통과 계통요소의 성능을 감시하기 위한 계

측기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계측장치는 어떠한 계통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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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인지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아래에 기술된 절차는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의 검토에 대한 절차를 제공한다. 검토자

는 특정 경우에 대해 본 검토절차에 기술된 절차의 일부를 선택하여 중점적으로 적용

한다. 검토의 일부분은 해당 유형의 격납건물에 공통되는 열제거계통에 대해 일반적인 

근거에 따라 수행되거나, 혹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계통에 대한 이전의 검토결과를 적

용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1. 검토주관부서의 요청에 의해 지원부서는 I절에 기술된 검토분야에 대한 입력을 

마련한다. 검토주관부서는 검토절차를 완결시키기 위해 필요한 이러한 입력 자료

를 사용한다.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의 설계 및 성능이 규칙 제12

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20조(계측 및 제

어장치),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제24조(전력공급설비) 및 제41조(시험·감시·

검사 및 보수)와 안전등급 규정 제4조(일반요건) 및 제6조(안전등급 2)의 요건에 

합당한 가를 확인한다.

2. 검토주관부서는 계통의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FMEA)을 검토하여 다음을 확인한다.

가. 가능성이 있는 모든 단일고장이 확인되었으며, 어떤 단일고장도 전체 계통의 

기능상실을 유발하지 않는다.

나. 공학적 안전설비 설계기준이 적용되었다.

다. 계통과 기기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접근이 가능하며 모든 능동기기에 대

한 시험이 보증되도록, 주기적 가동중시험과 운전시험을 위한 계통 설계 설비

가 구비되었다.

라. 주제어실에서 계통의 성능을 감시하며 능동기기를 제어할 수 있음으로써 운

전원이 계통의 기능을 조정할 수 있거나 오동작하는 계통의 기기를 격리시킬 

수 있다.

3. 검토주관부서는 살수계통 펌프에 유효한 유효흡입수두 분석을 검토한다. 검토주

관부서는 펌프에 의해 순환되는 유체에 대해 최대 예측 온도를 가정하고 격납건

물을 대기압으로 가정한다는 RG 1.1의 지침에 따라 재순환과정을 분석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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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한다. 다시 말하면, 격납건물 압력이 배수조 물의 증기압과 같다는 가정

에 근거를 두고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과도상태시 격납건물이 가압에 

의한 이점을 고려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가. 검토주관부서는 흡입 수두와 마찰 수두의 과도상태 값에 근거를 두고 유효흡

입수두를 계산하였는지 확인한다.

나.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 수위와 재순환계통 흡입배관의 마찰손실을 결정할 

때 적용된 보수성을 확인 및 검증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제공한 자료를 검토

한다. 예를 들면 물이 채워져 있을 격납건물 하부의 자유체적 결정시의 불확

실성과 원자로 공동과 재장전 수로에 들어있는 물의 양 등이 흡입수두 계산

에 고려되어야 한다.

4. 검토주관부서는 부압형 격납건물의 경우, 격납건물 압력과 배수조 수온의 과도상

태를 보수적으로 사용하여 유효흡입수두를 계산하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격

납건물 살수 주입단계가 종료되기 전의 기간에 대해 적용된 유효흡입수두 분석

을 검토한다.

가.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 대기압력 및 배수조 수온의 과도상태에 대한 보수

성을 확인 및 검증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제공한 자료를 검토한다.

나. 또한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 수위 및 재순환 계통 배관의 마찰손실 산정

에 사용된 보수성을 검토한다.

5. 검토주관부서는 양(+)의 여유도가 유지됨을 보증하기 위해서 격납건물 열제거계

통 펌프의 유효흡입수두 요건과 펌프에 가용한 것으로 계산된 최소 유효흡입수

두를 비교한다. 또한 검토주관부서는 시운전 시험계획, 정기적 가동중 검사와 시

험 계획을 검토하여 발전소 수명기간동안 적절한 유효흡입수두 유지가 가능하며 

지속적인 펌프 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6. 만약 유효흡입수두 분석이 충분히 보수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

면, 적절한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검증계산을 수행한다.

7. 검토주관부서는 열제거 능력과 관련하여 살수되는 격납건물 체적, 살수의 중복 

정도에 대한 평가를 검토한다. 살수 범위 및 중복 정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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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살수되는 격납건물 체적은 최대로, 중복 정도는 최소로 유지시킨다. 살수 범

위 및 중복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살수형태를 보여주는 격납건물의 정면도(正
面圖) 및 평면도(平面圖)가 사용된다.

8. 일반적으로 살수 방울 크기 스펙트럼, 평균 크기, 격납건물 대기에서 살수방울의 

지체시간, 격납건물 살수 범위, 중복 정도 등과 관련한 살수계통의 설계기준은 

열제거 능력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요오드의 제거능력 관점에서 이 계통의 적합성

이 고려되었을 때 더 엄격하다. 따라서 계통의 요오드제거 능력이 만족되면 열제

거 능력은 적합한 것으로 밝혀진다.

가. 살수의 요오드제거 능력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한다(안전심사지침 6.5.2절 참조).

나. 모든 발전소에서 격납건물 살수를 핵분열생성물 제거계통으로 사용하는 것

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주관부서는 이 계통이 열제거계통으로 사용되었을 경

우에 한하여 검토한다.

9. 검토주관부서는 살수계통의 열제거 능력에 대한 분석을 검토한다. 이 능력은 분

사되는 물과 살수되는 격납건물 체적에 의해 결정되는 열평형도(熱平衡度)의 함

수이다. 살수 방울의 크기와 격납건물 대기의 지체 시간이 분사되는 물에 의한 

열평형도를 결정한다. 검토주관부서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열평형 정도의 타

당성을 결정한다.

가. 낙하거리를 포함하여 내부구조물에 대한 살수헤더의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

는 격납건물 정면도(正面圖)

나. 살수된 방울의 스펙트럼 및 평균 크기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계획 결과 (스펙

트럼 및 평균 크기는 노즐을 지나면서 생기는 압력강하를 입력변수로 갖는 

함수로 나타난다)

다. 분석에서 사용된, 살수에 의한 열평형도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물-증기 대기에서 살수방울의 가열에 대한 자료는 참고문헌 14에 제

시되어 있다.

10. 검토주관부서는 LOCA 발생후 팬 냉각기 덕트의 과압을 방지하는 설비의 타당

성을 검토한다(안전심사지침 6.2.5절 참조).

가. 검토주관부서는 팬 냉각기의 열제거능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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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팬 냉각기의 성능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시험계획과 계산모델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다. 만약 팬 냉각기 열교환기의 2차측이 폐쇄회로가 아니라면 표면오염의 잠재

성을 검토하며, 표면오염이 팬 냉각기의 열제거 능력을 손상시키는지 여부

를 결정한다.

11.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 살수계통과 비상노심냉각계통을 검토하여 살수냉각수

와 비상노심냉각수가 재순환 흡입지점(재순환집수조 여과기)으로 배수 가능한지

를 검토한다.

가. 검토주관부서는 흡입지점 주위의 보호여과기 설계를 검토한다.

1) 검토주관부서는 이물질에 의해 여과기가 막힐 가능성이 최소화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보호 여과기의 정면도와 평면도를 검토하여 트레쉬 랙이

나 격자(Trash racks or Grating)의 위치와 방향 그리고 여과 단계를  검

토한다.

2) 검토주관부서는 흡입지점이 동일한 여과망 구역을 공유하지 않음을 판단

하기 위해 도면을 검토한다. 구비된 여과망의 최소 그물눈 크기와 펌프,

열교환기, 밸브, 살수 노즐 등이 막힐 가능성을 비교함으로써 보호 여과

기 집합체의 효용성을 판단한다.

3) 트레쉬 랙이나 격자, 그리고 여과망을 보호 여과기 구조물에 부착시키는 

방법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하며 도면으로 보여져야 한다.

4) 물 속의 이물질이 여과망을 통과하여 흡수될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여

과망에 닿는 물의 속도가 낮음을 보증한다는 관점에서 여과망 표면적의 

적합성에 대해 기술되어야 한다.

5) 트레쉬 랙과 여과기(Trach rack and Strainer)가 설치되지 않은 발전소에 

대한 검토는 여과장치가 트레쉬 랙과 여과망에 기능적으로 동등한지 보

증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나. RG 1.82에 격납건물 배수조 여과기 설계에 대한 허용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Nuclear Energy Institute(NEI)의 Guidance Report(GR)와 NEI GR에 대한 

NRC의 Saftey Evaluation에는 이것과 관련한 기술적 고려 사항들이 상세하

게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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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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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격납건물의 열제거계통은 ○○○○ (특정 운전모드의 잔열제거 계통, 비상노심냉각

계통, 팬 냉각기 계통, 살수계통, 격납건물 배수조, 습정(濕井) 등의 해당 계통을 명시)

을 포함한다.

○○○○ (발전소 명)발전소의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에 대한 검토 범위에는 계통도

와 서술적 자료가 포함되었다.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에 대해 신청자가 제시한 설계기준 

및 계통성능에 대한 분석 등이 검토되었다.

검토자는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의 설계가 적합하고,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제23조(원자로격납건

물 등), 제24조(전력공급설비) 및 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와 안전등급 규정 제4조

(일반요건) 및 제6조(안전등급 2)의 요건이 만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론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1. 검토 결과, 신청자는 ○○○○ (계통을 명시)로 구성되어 있는 격납건물 열제거 계

통을 구비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청자는 격납건물 열

제거계통을 RG 1.1 및 1.82에 주어진 지침에 따라 설계하였다. 검토결과 계통은 

LOCA후 격납건물의 압력과 온도를 허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급속히 감소시키고 

이를 유지시키는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일고장 가정하

에서 소외전원(소내전원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혹은 소내전원(소외전원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으로 계통의 안전기능이 수행되도록 부품 및 설비가 적절히 다중성

을 가지며, 적절히 서로 연계되며, 적절한 누설 탐지 및 격리 기능과 격납건물의 

능력이 구비되었다.

2. 검토 결과,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은 배수조, 살수 노즐, 배관 등과 같은 주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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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해 적절한 주기적 검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됨으로써 규칙 제41조(시험·감시·

검사 및 보수)를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3. 검토 결과,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의 구성 기기들에 대해서 적절한 주기적 압력 및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1) 구조적 건전성 및 누설밀봉 건전성, 2)

팬, 여과기, 댐퍼, 펌프, 밸브 등의 능동기기의 운전성 및 기능수행, 3) 계통 전체로

서의 운전성을 보증하여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를 만족함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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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2.3절  이차 격납건물 기능설계

검토주관 : 중대사고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주관부서는 신청자가 이중 격납건물을 갖도록 설계한 경우, 안전성분석보고서

에서 이차 격납건물 계통의 성능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 이차 격납건물 계통에는 이

중 격납건물을 갖고 있는 발전소의 바깥쪽 격납건물 구조물과 가상 사고에 의한 방사

선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구비된 계통이 포함된다. 사고의 결과로 일차 격납건물로

부터 누설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을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이차 격납건물 구조물

과 보조계통이 구비된다. 이 보조계통은 이차 격납건물 내부를 부압으로 유지하며 누

설된 방사성물질을 처리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이차 격납건물과 공간적으로 접속하며,

사고에 의하여 일차 격납건물로부터 누설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을 수집하고 처리하

는 구역과 계통을 이차 격납건물과 동일하게 검토한다.

이차 격납건물 성능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일차 격납건물내의 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한 이차 격납건물의 압력과 온도 응답

(response) 분석

2. 규정된 시간동안 부압을 유지한다는 설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감압 및 여과 

계통의 성능에 대하여 이차 격납건물 개구부가 미치는 영향의 분석

3. 이차 격납건물 내부의 고 에너지 배관의 파단이 발생하였을 때, 일차 격납건물과 

이차 격납건물 사이 환형 공간의 압력과 온도 응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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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차 격납건물 내부의 고 에너지 배관 주변에 위치하는 배관들을 보호하기 위하

여 적용되는 기능적 설계 기준

5. 이차 격납건물을 우회하는 모든 일차 격납건물 누설 경로에 대한 분석

6. 이차 격납건물을 우회하는 누설 경로에 대한 주기적 누설 시험이 가능하도록 하

는 설계 방안

7. 이차 격납건물의 진공도 완화를 수반하는 일차 격납건물의 부적절한 감압에 대

한 이차 격납건물 압력 응답 분석

8. 가상의 고 에너지 배관 파단에 따른 이차 격납건물 압력 응답 분석에 사용된 질

량 및 에너지 방출 자료의 적합성

검토연계분야

이 절과 관련된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심사지침 3.6.1절 담당주관부서는 일차 격납건물 바깥쪽에 위치하여 이차 격

납건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구역 내부에서 발생하는 가상의 배관 파단에 

대응하는 발전소 보호 설계의 평가를 수행한다.

2. 안전심사지침 3.6.2절 담당주관부서는 일차 격납건물 바깥에서 발생하는 가상의 

배관 파단과 관련하여 파단 위치와 동적효과 평가를 수행한다.

3. 안전심사지침 6.2.6절 담당주관부서는 감압 및 여과 계통에 대한 설계 요건, 주기

적 검사 및 운전가능성 시험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4. 안전심사지침 6.4절 담당주관부서는 사고가 진행되는 동안 주제어실 요원이 방사

선 피폭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도록 설계되었는지 판단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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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심사지침 6.5.1절 및 6.5.3절 담당주관부서는 감압 및 여과 계통에 대한 설계 

요건과 주기적 검사 및 운전가능성 시험 계획 평가 및 이차 격납건물 보조계통

의 핵분열 생성물 제거 능력 평가를 수행한다.

6. 안전심사지침 7.1절 내지 7.5절 담당주관부서는 이차 격납건물을 작동시키거나 

그 기능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계기들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수행한다.

7. 안전심사지침 부록 15.6.5-1 및 15.6.5-2 담당주관부서는 이차 격납건물과 관련한 

가정을 포함하여 냉각재상실사고에 의한 방사선 영향 분석에 대한 평가를 수행

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아래의 규제요건 중 해당 규정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근거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정상운전, 보수, 시험 및 가상사고의 영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부품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동적 영향

(예를 들어 비산물, 배관 휩, 방출 유체 등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 격납건물 및 관련 계통에는 환경으로 제어되지 

않는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누설밀봉 방호벽 기능이 구비되어야 한다.

3.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우회 누설 경로 및 누설률이 확인될 수 있도록 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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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지침서 또는 그 기술배경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이차 격납건물의 누설률 시

험이 가능하여야 한다.

4. 규칙 제41조제1항 및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기준(이하 “규제기준”) 7.2.7의 

요건에 따라 주기적인 압력 및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격납건물 대기정화계통을 

설계함으로써 구조적 건전성 및 운전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에서 기술한 관련 규제 요건을 만족하는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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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이차 격납건물의 성능에 대한 규칙 제23조 제1항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과 관련

하여, 일차 격납건물 내에서 발생한 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한 이차 격납건물의 압

력 및 온도 응답 분석은 다음의 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가. 일차 격납건물로부터 이차 격납건물로의 열전달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일차 격납건물의 대기로부터 일차 격납건물의 구조물로의 열전달을 계산할 

때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6.2.1.5-1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평가를 위한 격

납건물 최소압력 모델”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보수적인 열전달계수를 사용

하여야 한다.

2) 일차 격납건물 구조물을 통한 열전도와 이차 격납건물 대기로의 대류 열전

달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이차 격납건물로의 복사열전달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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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부 대기에 노출되는 이차 격납건물의 구조물 표면에 대해서는 단열 경계조

건을 가정하여야 한다.

다. 일차 격납건물이 팽창함으로서 이차 격납건물 대기가 압축되는 효과를 고려

하여야 한다.

라. 이차 격납건물로의 누설유입(in-leakage)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이차 격납건물로부터 외부로 누설되는 것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바. 이차 격납건물 응답 분석에서, 소외전원 상실 및 비상 전원계통 (예를 들면 

디젤발전기 고장), 일차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노심냉각 계통, 또는 이차 격납

건물 감압 및 여과 계통의 가장 심각한 단일 능동고장을 가정하여야 한다.

이차 격납건물 감압 및 여과 설비 작동계통의 설계 특성으로 인한 모든 지연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 이차 격납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부하(예를 들면 설비 열부하)를 고려하여야 

한다.

아. 이차 격납건물의 감압을 평가할 때 팬의 성능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규칙 제15조제1항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

통 및 설비를 동적 효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차 격납건물을 통과하는 고 에

너지 배관에 보호배관(guard pipes)이 구비되어야 한다. 보호배관에 대한 설계 기

준은 안전심사지침 3.6.2절에 제시되어 있다. 보호배관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에

는 이차 격납건물 내에서 고 에너지 배관이 파단되더라도 일차 및 이차 격납건물

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3. 규칙 제23조제1항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이차 격납건물의 성능에 

대해서 다음의 기준이 적용된다.



제6.2.3절             개정 4 - 2014. 12- 6 -

가. 이차 격납건물의 감압 및 여과 계통은 규제기준 7.2.7, “격납건물 대기정화”

및 Regulatory Guide(이하 "RG") 1.52,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Atmosphere Cleanup System Air Filtration and Adsorption

Units of Light Water Cooled Nuclear Power Plants”의 지침을 만족해야 하

며, 이차 격납건물은 물론 이 계통이 담당하고 있는 다른 구역에 대해서도 일

정하게 부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이차 격납건물 및 이차 격납건물과 공간적으로 접속하는 기타 구역이 이들 

구역의 바로 옆에 위치한 다른 구역과 비교하여 유지되어야 하는 부압차는 

0.063 kPa (수압 0.25 inch)보다 커야 한다. 여과누설(exfiltration)이 발생하더

라도 부지 경계 방사선 피폭이 바람에 의한 확산을 통하여 설계기준사고에 

대하여 계산된 값보다 낮도록 만들 수 있는 바람 속도까지 이러한 부압차가 

유지되어야 한다. 하루 누설량이 100% 체적을 넘을 경우 특별히 여과누설 분

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인원출입문이나 기기출입구와 같은 모든 개구부가 행정관리수단에 의해 관리

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하여 판독이 가능한 개폐 지시계와 주제어실 경보가 

설치되어야 한다. 개구부를 개방함으로써 감압 및 여과계통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평가되어야 하며 가동전 확인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라. 일부 발전소의 경우, 일차 격납건물을 이차 격납건물이나 차폐 건물이 완전히 

에워싸고 있지 않고, 일차 격납건물의 일부만이 둘러싸여 있을 수 있다. 이 

때 둘러싸고 있는 구역이 일차 격납건물에서 누설이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

는 구역이며, 이 구역에 공기 여과계통이 설치될 수 있다. 처리되지 않는 누

설량을 적절히 제시하지 않는다면, 일차 격납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구역이 방

사성 물질을 저장하거나 또는 대기 여과 계통이 동작함으로써 가상 사고에 

따른 방사선 영향을 완화한다는 것에 대하여 정량적인 신뢰를 할 수 없다. 부

분 이중 격납건물에 있어서 누설 수집에 대한 정량적 신뢰성은 인허가 신청

건별로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 이차 격납건물 구조물의 외부 설계 압력은 예상되는 최대 외부 압력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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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여유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4. 규칙 제41조제1항과 규칙 제23조제2항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이차 

격납건물의 시험에 대해서 다음의 기준이 적용된다.

가. 일차 격납건물의 누설 중에서 이차 격납건물을 우회하여 환경으로 직접 누설

되는 비율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차 격납건물을 우회하여 환경으로 누설되는 

경로를 확인하는 방법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6.2.3-1 "이중격납건물로 설계된 

원전의 우회누설경로 설정"에 기술되어 있다. 일차 격납건물의 누설 중에서 

환기 또는 여과 계통을 통하여 이차 격납건물 및 이차 격납건물과 공간적으

로 접속하는 기타 구역을 우회하는 비율을 측정하기 위한 주기적 누설률 측

정시험 프로그램이 기술되어야 한다. 개별 시험은 운영기술지침서 또는 그 기

술배경서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차 격납건물 설계에서 그 성능을 검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여야 한다. 가동전 및 주기적 시험 프로그램에는 감압 시기, 이차 격납건물로

의 누설률, 이차 격납건물 및 이차 격납건물과 공간적으로 접속하는 기타 구

역 전체에 걸친 부압의 균일성, 잠재적 여과누설 등에 대한 측정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차 격납건물의 기능 설계에 있어서 적용된 허용기준들에 대한 기술적 근거는 다음

과 같다.

1. 규칙 제15조제1항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설비를 정상운전, 보수,

시험, 그리고 냉각재상실사고를 포함한 가상사고의 영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

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동적 효과로부터 보호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차 격납건물의 기능은 냉각재상실사고 발생 후 일차 격납

건물로부터 누설되는 양의 상당부분을 격납함으로써 외부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이차 격납건물에 규칙 제15조제1항을 적용함으로써 사고를 포함한 

모든 운전조건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을 억제하는 이차 격납건물의 기능이 환경조

건과 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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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칙 제23조제1항에서는 환경으로 방사능이 통제되지 않고 누설되는 것에 대비한 

누설밀봉 방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로 격납건물과 관련 계통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차 격납건물은 냉각재상실사고에 따른 일차 격납건물의 누설을 

제한함으로서 방사능의 누출을 최소화한다. 이차 격납건물에 규칙 제23조제1항

을 적용함으로써 방사능 누출로 인한 주제어실 운전원 및 일반 대중의 피폭 정도

와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3. 규칙 제41조제1항 및 규제기준 7.2.7에서는 격납건물 대기정화계통에 대해서 적절

한 주기적 압력 및 기능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

하여 기기의 건전성, 능동 기기의 운전가능성, 전체 계통으로서의 운전가능성, 그

리고 계통을 동작하게 하는 운전 절차의 적합성 등을 확인한다. 이차 격납건물의 

감압 및 여과계통은 일차 격납건물에서 누설이 있을 경우 방사성 물질을 격납한

다. 이들 계통에 규칙 제41조제1항을 적용함으로써, 위의 기능을 주기적으로 수행

하고 결함을 탐지하여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며, 기동 및 운전중의 계통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또한 그 결과 일차 격납건물의 누설 중에서 상당한 

양을 격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4. 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격납건물 및 이에 접속하는 용기들에 대하여 기밀시험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차 격납건물의 기능은 냉각재상실사고에 따른 일

차 격납건물의 누설 중 상당한 부분을 격납함으로서 방사능의 누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운영기술지침서에서는 일차 격납건물의 누설 중에서 이차 격납건물을 우

회할 수 있는 전체 비율에 대하여 보수적인 제한치를 설정한다. 또한, 운영기술지

침서에서는 우회 누설 경로를 탐지하고, 누설률을 측정하며, 이차 격납건물의 감

압 및 여과 계통의 운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시험을 규정한다. 규칙 

제23조제2항을 적용함으로써 이차 격납건물 계통에 대해 주기적으로 격납 기능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결함을 탐지 및 시정하며, 과도한 우회 누설의 발생 가능

성을 최소화하여 일차 격납건물 누설의 상당 부분을 격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

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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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에 기술된 절차에서 검토 목적에 맞게 적절한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

여 적용한다.

일부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유형의 발전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차 격

납건물 기능 설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유사한 다른 발전소의 기존 

검토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다.

1. 검토주관부서의 요청에 의해 지원부서는 I절에 기술된 연계검토분야에 대한 입력 

자료를 마련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이러한 입력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검토절차를 

완료한다.

2. 검토주관부서는 냉각재상실사고에 따른 이차 격납건물 내의 압력과 온도 거동 분

석에 사용된 가정 및 분석 모델을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검토자는 신청자의 분석

방법을 III절의 지침에서 제시하는 방법과 비교함으로써 이차 격납건물의 압력 응

답이 보수적으로 예측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신규 인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격

리신호를 받지 않는 모든 배관이 개방되어 있고 이차 격납건물 격리밸브 중에서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는 밸브의 차단이 실패한 것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냉각재

상실사고에 따른 이차 격납건물 구역 내부를 부압으로 만드는 능력에 대한 분석 

결과를 확인한다.

3. 필요한 경우 검토자는 일차 격납건물 내부에서 냉각재상실사고가 발생하거나 이

차 격납건물에 의해서 형성되는 환형구역 내부에서 고 에너지 배관(예를 들어 증

기관이나 급수관)이 파단되었을 때 이차 격납건물의 압력과 온도 응답에 대해서 

확인분석을 수행한다.

4. 이러한 확인분석은 II절 '허용기준‘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안전성분석보고서로부터 

얻어진 코드 입력자료에 근거하여 수행된다. 검토자는 이차 격납건물의 설계압력

이 초과되지 않는지, 감압 시간이 사고에 따른 방사선 영향 분석 시 가정한 시간

과 일치하는지, 또한 일차 격납건물의 외부 설계 압력이 초과되지 않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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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5. 검토자는 모든 직접 누설 경로가 식별되었는지를 결정하며, 제시된 누설시험 프

로그램을 검토하여 일차 격납건물 전체 누설 중에서 이차 격납건물을 우회하는 

비율을 측정하기 위한 설비가 발전소 설계에 반영되었는지를 결정한다. 검토자는 

방사선 분석에 사용된 직접 누설경로에 대한 가정에 부적합한 점이 있는지 유의

하여야 한다. 운영허가 심사 단계에서 운영기술지침서에 규정되어 있는 이차 격

납건물 우회 누설 경로에 대한 누설 시험과 관련한 점검요구사항을 검토한다.

6. 검토자는 사고 후 조건에서 이차 격납건물이 여과누설을 얼마나 저지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검토한다. 이차 격납건물의 누설률이 하루에 100% 체

적(volume)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special) 여과누설 분석이 수행된다. 검토자는 

여과누설의 양을 확인하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사용전시험 및 주기적 가동중시

험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7. 이차 격납건물 전체에 걸쳐 규정된 부압이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주기

적인 시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이차 격납건물 계통 

시험 프로그램 및 관련 점검요구사항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시험 프로그램과 점

검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이차 격납건물의 설계 누설유입률과 감압 분석을 확인하

기 위한 시험이 주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8. 인원출입문이나 기기출입구와 같은 이차 격납건물의 개구부에 대해서 적절한 행

정관리가 보장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제시한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한

다.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하여 모든 문과 출입구에 판독 가능한 위

치지시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제어실에 경보 기능이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검

토자는 이차 격납건물 계통의 성능 분석에서 평소에 열려있는 문들이 고려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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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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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이차 격납건물 계통의 기능에 대한 설계 검토범위에는 발전소 배치도, 계통도 및 

서술적 자료들이 포함되었다. 이 계통은 이차 격납건물 및 이차 격납건물과 공간적으

로 접속하는 구역의 대기를 제어한다. 신청자가 제시한 설계기준(design basis)과 이차 

격납건물의 성능 분석결과를 포함하여 검토를 수행하였다.

검토자는 격납건물 기능 설계가 허용가능하며 규칙 제15조, 제23조 및 제41조의 해

당 요건을 만족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근거를 두고 있

다. [검토자는 아래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각각의 규제 항목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1. 규제 요건을 언급하고 검토의 범위를 밝히면서 논의된 규제 요건의 관점에서 각

각의 항목이 어떻게 만족되었으며 왜 허용가능한지를 언급하는 방식으로 신청자

가 규제 요건을 만족시켰다고 기술한다.

가.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제기준 XXX 및 RG XXX의 규제

입장을 만족한다.

나.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제기준 XXX 및 RG XXX의 규제

입장에 대해서 대안이 제공되었으며 검토자가 검토한 결과 허용가능한 것으

로 확인하였다.

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의 규제입장을 만족한다.

라. 신청자는 이전에 규제기관이 검토하여 허용한 계산방법을 (평가대상을 언급)

에 사용하였다. 이 계산방법에 대해 주요 인자들의 영향과 적절한 보수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거나, 독립적인 계산을 통하여 신청자의 분석방법이 

허용가능한지 입증하였다. 또는,

마.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허용된 (산업 기준과 제목)의 규정을 만족하며, 관련 

설계는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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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2.4절 격납건물 격리계통

검토주관 : 중대사고리스크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격납건물 격리계통의 설계목적은 격납건물의 경계를 통해 정상 또는 비상 시 유체

의 유통은 허용하되 가상사고시 방사성 물질의 환경누출을 제한하거나 방지하는 데 

있다. 본 절에서는 격리계통에 대한 설계 및 시험요건을 포함하여 격납건물 경계를 관

통하는 유체계통의 격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하고 있다.

검토자는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격납건물 격리계통에 관한 기술이 

관련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검토한다.

1. 격납건물 격리계통의 설계

가. 격리밸브의 수 및 위치, 즉 격리밸브의 배치 및 설치위치

나. 격리밸브의 작동 및 제어

다. 정상운전, 운전정지, 사고후, 밸브구동전원 상실시 격리밸브의 개폐상태 

라. 밸브작동 신호

마. 격리밸브 닫힘시간 설정의 근거

바. 격리장치의 기계적인 다중성

사. 격리경계로서 격납건물 내부의 폐쇄회로계통의 허용

2. 비산물, 배관 휩, 지진에 대한 격납건물 격리계통의 보호

3. 격리경계의 설계시 고려되는 격납건물 내 · 외부의 환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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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격리경계 및 배관에 적용되는 설계기준

5. 공학적 안전설비 계통 배관의 원격 수동격리밸브에 요구되는 계측 요건

6. 격리경계의 작동 시험 및 누설률 시험에 대한 설계 조항 및 기술지침

7. 격납건물 외부 대기로 직접 연결된 배관에서 격리밸브가 닫히기 전까지 방출되는 

유량의 계산

8. 운영허가 단계에서 격리 경계부의 동작 및 누설률 시험 그리고 격납건물 격리밸

브의 닫힘시간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 검토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격납건물 격리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

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및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절, 3.2.2절,

3.8절 및 3.9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의 내진등급 및 품질등급 분류를 검토하

고, 또한 격납건물 격리계통의 기계적 및 구조적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2.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7.5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격리밸브의 작

동성 및 제어설비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구조부지분야 및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10절 및 

3.11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격납건물 내․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발전소보호계통의 

감지 및 구동계기, 그리고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작동확인계획을 평가한다.

4.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5.6.5절 및 부록 15.6.5-1의 검토주관부서

로서 환경으로 직접 누출이 가능한 배관에 설치된 격리밸브가 닫히기 전까지 격납

건물로부터 외부로 누출된 유량에 대한 방사능 결말분석을 검토한다. 또한 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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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의 손상 시작 시점 관점에서 환경으로 직접누출이 가능한 배관의 격리밸브

의 닫힘시간을 검토한다.

5.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8.3.1 및 8.3.2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발전소 

소내정전사고시에도 격납건물 격리 및 밸브 지시계가 작동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격납건물 격리계통의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 

및 제12조, 제13조, 제15조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하며 General Design Criteria(이하 

"GDC") 54, 55, 56, 57 및 10 CFR 50 Appendix K의 관련요건, 10 CFR

50.34(f)(2)(xiv)~(xv)의 요건, 10 CFR 50.63(a)(2)의 발전소 소내정전사고(SBO) 요건

이 만족되어야 한다.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격납건물 격리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

조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시험되어야 하며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자연현상 하

에서도 안전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고 비산물, 배관 휩 등과 같은 동적인 영

향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2. 격납건물 격리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환경

으로 방사성 물질이 통제됨이 없이 방출되지 않도록 필수적인 누설 밀봉 방벽이 

되어야 한다.

3. 격납건물을 관통한 배관들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GDC 54에 따라 다중성 및 신뢰성을 가진 누설 감지, 격리 및 격납 능력을 보유하

여야 하며, 격리밸브 및 관련 장치들의 운전성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밸브의 누

설이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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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GDC 55, 56에 따라 격납건물의 

경계를 관통하는 배관들 중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일부이거나 격납건물 대기와 

직접 연결되는 배관에는 다음과 같이 격리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역류방지밸브

는 격납건물 외부의 자동밸브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 격납건물 내부 및 외부에 각각 한 개의 자물쇠 닫힘 밸브

나. 격납건물 내부에 한 개의 자동밸브와 외부에 한 개의 자물쇠 닫힘 밸브

다. 격납건물 내부에 한 개의 자물쇠 닫힘 밸브와 격납건물 외부에 한 개의 자동

밸브

라. 격납건물 외부 및 내부에 각각 한 개의 자동밸브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GDC 57에 따라 격납건물 경계

를 관통하지만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일부도 아니고 격납건물 대기에 직접 연

결되지 않는 배관에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격납건물 격리밸브가 격납건물 외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설치될 밸브는 자동 또는 자물쇠 닫힘이거나 원격수동작동이 가

능해야 한다. 역류방지밸브는 자동격리밸브로서 사용될 수 없다.

상기 요건들은 격납건물 관통부 배관의 격리에 대한 설계, 시험 및 기능에 대한 요

건들로써 일반적으로 격리설비에 있어서 단일능동고장을 가정하더라도 격리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2대의 격리밸브가 직렬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

러나 GDC 55, 56의 내용과 다른 격리방법이라도 그 차이점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

된다면 허용 가능하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본 심사지침에서 제시하는 허용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

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

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

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제6.2.4절                                                      개정 5 - 2014. 12- 5 -

1.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계측용 배관은 미국 Regulatory Guide(이하 "RG") 1.11에 제

시된 요건들을 만족시켜야 하며, 격납건물 내, 외부 모두가 폐회로이고 냉각재상실

사고시의 압력 및 온도 조건과 동적 영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계측용 배관은 

격리밸브 없이도 허용가능하다.

2. 공학적안전설비 및 관련 계통의 배관에는 원격 수동 격리밸브가 사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 격납건물 외부에서 그 배관의 누설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발전소 안전 정지에 관련된 배관에는 원격 수동격리밸브가 사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 격납건물 외부에서 그 배관의 누설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상기 2번 및 3번 항에 기술된 배관들에는 통상 격납건물 내, 외부에 각각 1개의 

격리밸브가 설치되지만 격납건물 내부에 격리밸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예를 

들어, 사고시 격납건물 내부의 밸브가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격납건물 

외부에 2개의 격리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납건물과 인접한 밸브와 격

납건물로부터 그 밸브 사이의 배관에 대해서는 누설밀봉이나 누설제어를 위한 설

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설비를 갖추는 대신 좀 더 보수적으로 배관과 밸브를 

설계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심사지침 3.6.2절의 설계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밸브의 

축 및 본넷 밀봉으로부터의 누설을 감지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공학적 안전설비 관련 배관에는 통상 격납건물 내, 외부에 각각 한 개씩의 격리밸

브가 설치된다. 그러나 계통의 신뢰도가 충분하고 격납건물 외부에서 폐회로이며 

단일능동고장기준을 만족한다면 한 개의 격리밸브가 허용될 수 있다. 격납건물 외

부의 폐회로계통은 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내진범주 I급, 안전등급 2로 분

류되고 최소한 격납건물과 동일한 설계온도 및 압력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폐

회로계통에 대해서는 정상운전 중에 계통의 건전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누설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격납건물과 인접한 밸브와 격납건물로

부터 그 밸브 사이의 배관에 대해서는 누설밀봉이나 누설제어를 위한 설비를 갖추

어야 한다. 이러한 설비를 갖추는 대신 좀 더 보수적으로 배관과 밸브를 설계하고

자 하는 경우 안전심사지침 3.6.2절의 설계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밸브의 축 및 

본넷 밀봉으로부터의 누설을 감지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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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블라인드플렌지 및 냉각재상실사고 후 닫힘 상태를 유지하는 자동밸브, 닫혀진 원

격 수동밸브, 닫혀진 수동밸브 등의 격리밸브를 밀봉된 차단경계(Sealed-closed

barrier)로 정의하며, 밀봉된 차단경계는 자동격리밸브 대신 사용될 수 있다. 밀봉

된 차단 경계로 사용되는 격리밸브들은 부주의한 개방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관

리 하에 두어야 한다. 행정관리에는 닫혀진 밸브를 잠그거나 봉인하는, 또는 밸브

구동장치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는 기계적인 장치가 포함된다.

7. 방출밸브는 방출설정압력이 격납건물 설계압력의 1.5배 이상이면 격리밸브로 사용

할 수 있다.

8. 10 CFR 50.34(f)(2)(xiv)는 격납건물 관통부가 필수(안전) 혹은 비필수(안전)계통중의 

하나로 분류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NUREG-0737 및 0718에서는 이들의 분류 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 필수계통은 원격 수동 격리밸브를 포함할 수 있으나 격납건물 

외부에서 그 배관의 누설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비필수 계통은 격납건물 격리

신호에 의해 자동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9. 격납건물 외부의 격리밸브는 가능한 한 격납건물에 근접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10. GDC 55, 56에 따라 자동 격리밸브는 구동전원 상실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한다. 정상운전 및 운전 정지조건과 사고후 조건에서의 격리밸브의 

위치는 유체계통의 기능에 따라 좌우된다. 만일 어떤 유체계통이 사고후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배관의 격리밸브는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 공학적 안전설비 

관련 배관의 격리밸브들은 개방되거나 개방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밸브 구동

부의 전원이 상실되는 경우 격리밸브의 위치는 안전한 위치, 통상 ‘사고후’ 위치가 

되어야 한다. 모터구동밸브의 경우 구동전원 상실시 전원상실 시점의 위치를 유지

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배관의 격리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다중의 격리 방안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전원구동격리밸브들은 주제어실에 그 밸브의 위치 지

시기가 있어야 한다.

11. 10 CFR 50.34 (f)(2)(xiv)에 따라 비필수 계통의 관통부에 대한 격납건물 격리 설정 

압력은 정상운전조건과 비슷한 최소한의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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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GDC 54에 따라 신뢰성 있는 격리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격납건물 격리신호를 발

생시키는 감시변수는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

13. GDC 56에 따라 격납건물 대기로부터 외부 대기로의 직접적인 누설경로가 될 수 

있는 배관(예를 들어, 격납건물 정화 및 배기 계통의 배관)에는 고방사선 신호에 

의해 격리될 수 있도록 방사선 감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고방사선 신호는 

격납건물 격리 변수의 다양성의 하나로 볼 수 없다.

14. GDC 54에 따라 격리밸브의 닫힘시간은 가상사고시 격납건물의 신속한 격리를 보

장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개방된 밸브의 구동장치에 밸브구동전원이 공급된 후

부터 밸브가 완전히 닫히는 시점까지를 밸브닫힘시간이라고 간주한다. 밸브작동신

호 설정치 도달시간이나, 계측지연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나 이 시간들은 밸브가 닫

히는 전반적인 시간의 결정에는 고려된다.

주변 환경으로 개방된 배관의 밸브 닫힘 시간은 5초 이내 이어야 한다. 격납건물 

내부공기의 대기방출을 최소화하고, 소외 방사선결말을 완화하며 격납건물 배압의 

감소로 인해 비상노심냉각계통의 효용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관점에

서 이들 밸브의 닫힘 시간이 산정되어야 하며 격납건물 내부공기의 누출로 인한 

방사능학적 영향 및 격납건물 배압영향의 분석을 통해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

다. 발전소 정상운전모드에서 사용되는 격납건물 정화 및 배기 계통의 설계 및 이

용에 대한 규제사항은 부록 6.2.4-1에 기술되어 있다. 부록 6.2.4-1을 만족하지 못하

는 격납건물 정화 및 배기 계통은 운전모드 1, 2, 3, 4 동안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6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밀봉차단되어야 하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닫힘상태

를 확인해야 한다. 이 요건은 운영기술지침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15.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격납건물 내부의 폐쇄회로계통은 격리경계로 사용될 수 

있다.

가. 격납건물 대기나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계통

나. 비산물 및 배관 휩으로부터 보호되는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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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진범주 I급으로 설계된 계통 

라. 안전등급 2로 분류된 계통 

마. 적어도 격납건물 설계온도와 동등한 온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된 계통

바. 격납건물 구조물 허용시험시의 외압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된 계통

사. 냉각재상실사고시의 과도상태 및 주변환경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된 계통

격납건물 내부구조물 및 배관계통의 구조물설계와 관련하여 격리경계가 비산물 장

벽뒤에 위치하고, 배관 휩이 배관지지대(restraints) 및 격납건물 관통 배관의 위치 

설계시 고려되고, 격리밸브사이의 배관을 포함한 격리경계가 내진범주 I 급으로 설

계된다면 (RG 1.29로 권고된 것과 같이 안전정지지진의 영향을 견딜 수 있게 설계

된 계통) 비산물, 배관 휩, 지진 등으로부터 격리경계 기능상실에 대한 보호방법은 

허용된다.

1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3조에 따라 사

고시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격리 방벽의 신뢰성 및 성능이 보장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격리밸브 및 밸브 사이의 배관 등을 포함하여 격납건물 

격리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에 적용되는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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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규정”에 따른 안전등급 2

나. 미국 RG 1.29에 따른 내진범주 I급

17. GDC 54에 따라 신뢰성 있는 격리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원격 수동 격리밸브의 격

리 시점을 주제어실의 운전원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

기에는 유량계, 배수조 수위지시계, 온도, 압력, 방사능 준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8. GDC 54의 누설률 시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작동시

험 및 격리경계의 누설률 시험이 격납건물 격리계통의 설계시 고려되어야 한다.

격리밸브 시험계획은 다른 공학적 안전설비의 시험계획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격납건물 격리경계의 누설률 시험계획의 허용기준은 안전심사지침 6.2.6절에 기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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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GDC 54에 따라 신뢰성 있는 격리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격리 후 우발적인 격리

밸브의 재개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조치가 격납건물 격리계통의 설계시 마련되어

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10 CFR 50.34(f)(2)(xiv)는 격납건물 자동격리밸브의 설계

시 격리신호의 리셋(resetting)이 격리밸브의 자동적인 재개방을 유발하지 않을 것

을 요구한다.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재개방은 운전원의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며 격

리밸브들의 동시 재개방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격리밸브의 재개방은 전원의 독립성 

및 단일고장기준이 만족되는 조건하에서 매 밸브 또는 매 배관 단위로 수행되어야 

한다. 격리신호가 리셋팅되기 전에 수동으로 모든 격리밸브를 닫는 행정절차는 상

기 설계요건에 위배된다.

20. 10 CFR 50.34(f)(2)(xv)를 만족하기 위하여 부록 6.2.4-1 "정상운전중 격납건물 정화 

및 배기“에 기술되어 있는 규제입장이 적용된다.

21. RG 1.155 “Station Blackout”의 규제입장 C.3.2.7은 발전소 정전에 대한 규정인 10

CFR 50.63(a)(2)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격리밸브 및 격리 위치 지시

기에 대해 적용된다.

22. 10 CFR 50 Appendix K는 방사능 영향계산에 사용될 핵연료 손상범위(방사선원 

항)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된다.

III. 검토절차

아래에 격납건물 격리계통의 검토지침을 제시한다. 검토자는 본 검토절차에 기술된 

절차의 일부를 선정하여 중점 검토할 수 있다. 검토는 격납건물 유형에 의존하지 않는 

공통적인 격리설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근거에 따라 수행되거나 동일한 격리밸브 격

리설비를 보유한 발전소의 검토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 검토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지원부서는 본 안전심사지침의 I 절 검토분야에 기술된 해당 검토분야의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검토주관부서는 제시된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최종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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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주관부서는 공학적 안전설비의 설계요건에 대한 계통설계기준을 비교하여 격

납건물 격리계통의 타당성을 결정한다. 격납건물 관통배관을 포함하여 격납건물 

격리설비의 안전등급 및 내진범주 분류는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RG 1.29에 기술되어있다.

검토주관부서는 단일고장이 격납건물의 격리를 방해하지 않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

다. 이것은 격납건물 격리설비를 검토할 때 격리밸브의 구동전원의 검토와 함께 격

납건물 관통부의 각 배관에 직렬로 2개의 격리설비가 설치되어있는 지를 검토함으

로써 확인된다.

검토주관부서는 GDC 55, 56, 57 요건과 다른 격리설비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

되어 있는 지를 검토하고 본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 비교하여 이 격리설비의 타

당성을 판단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정상운전, 운전정지상태, 사고후 조건,

그리고 밸브 구동전원 상실조건의 경우에 대해 격리밸브의 위치를 검토한다. 각 경

우에 격리밸브의 위치는 계통의 기능에 따라 좌우되며 일반적으로 사고후 안전성 

기능이 없는 유체계통의 전기구동밸브들은 자동적으로 닫혀져야 한다. 밸브구동 전

원상실사고시 밸브의 위치는 통상 사고후 조건의 밸브위치와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하나 상기 밸브위치에 대한 타당성은 각 밸브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주제어실에 모든 전기구동 격리밸브의 위치지시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지원부서는 비산물, 배관휩, 지진 등에 대해 격납건물 격리설비가 적절히 보호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격납건물 내부구조물과 배관계통의 구조물 설계에 대한 검

토책임을 진다. 검토주관부서는 모든 격납건물 격리설비에 대해 비산물에 대한 보

호, 배관 휩과 지진으로 인한 기능상실에 대한 대비책이 설계시 고려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산물에 대한 보호는 계통도면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며 배관 

휩, 지진 등과 같은 동적인 영향에 대한 보호방안이 설계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격리설비에 적용된 설계기준을 검토한다. 누설밀봉설비 대신 계통 건전

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배제시킨 보수적인 설계가 적용된 배관 및 밸브의 설계타당

성 검토는 지원부서에서 수행한다.

3. 검토주관부서는 발전소 보호계통으로부터 격납건물 격리를 유발하는 신호를 검토

한다. 일반적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 이차 냉각재계통, 격납건물 등으로 부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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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격납건물 격리신호들의 변수들은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

전소 설계가 상이하고 발전소 보호계통으로부터 서로 다른 신호들의 많은 조합이 

격납건물 격리에 사용되기 때문에 격납건물 격리신호 타당성의 결정은 각 발전소

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비필수 관통부의 격납건물 격리신호 설정압력에 대한 

검토는 10 CFR 50.34(f)(2)(xiv)(D)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압력설정치는 정상운전 

조건과 비슷한 최소한의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4. 검토주관부서는 격리신호의 리셋팅이 격리밸브의 자동적인 재개방을 유발하지 않

으며 모든 격리밸브가 동시에 재개방되지 않도록 자동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제어

계통이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한다.

5. 사고후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의 격납건물 관통 배관에는 원격 수동 격리밸브

를 사용할 수 있다.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 외부에서 이들 배관의 누설을 탐지

할 수 있는지와 누설 발생 시 주제어실의 운전원이 해당 배관을 격리할 수 있는지

를 검토해야 한다. 누설감지설비에는 계통의 유량, 압력, 온도, 방사능 준위 및 격

납건물 외부 밸브실의 수위 등이 포함된다.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 격리설비가 각각 누출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검토하며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관련 사항들이 표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6. 검토주관부서는 전기구동 격리밸브와 격납건물 격리계통의 주기적인 작동시험이 

격납건물 격리계통의 설계시 고려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운영허가단계에서는 격납건

물 격리장치의 작동 및 누설률 시험에 관련된 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이 주어진 요

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다음 사항들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가 완비되

어 있어야 한다.

부록 6.2.4-1에 제시되어 있는 운전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격납건물 정화 및 

배기계통의 밸브에 대하여 위의 항목 허용기준 6항에 명시된 것과 같이 밀봉하여 

닫은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핵연료 재장전기간 및 저온정지기간을 제외한 시기에 

최소한 31일에 한 번씩 밀봉하여 닫은 상태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직업상의 방사능 피폭에 대한 ALARA 개념과 일관성 있게 정화 또는 배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탄성재로 밀봉된 격납건물 정화 및 배기밸브의 경우 누

설시험이 수행되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밀봉을 교환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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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토주관부서는 본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 계통설계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격리 경계로서 격납건물 내부의 폐쇄회로 계통 사용의 타당성을 결정한다.

8. 검토주관부서는 격리밸브 닫힘시간을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밸브 닫힘시간은 밸브

의 크기에 무관하며 1분 이내이다. 대기로 직접 누출이 가능한 배관의 밸브들에 

대해서는 보다 짧은 닫힘시간이 요구되며 방사선량 분석이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진다. 검토주관부서는 이들 밸브의 닫힘시간에 대한 타

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부서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9.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 정화 및 배기밸브가 환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한 

이들 밸브가 사고후 조건에서 신뢰성 있게 격리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10. 검토주관부서는 발전소 소내정전사고(SBO)시 적절히 격납건물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한다. 이것은 발전소 소내정전사고시 개방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 밸브들의 닫힘 및 밸브 위치지시에 대한 전원이 발전소내의 교류전원 상실시

에도 작동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RG 1.155에 언급한 것과 같이 특정한 

격리밸브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관 부서는 가압경수형 원자로에 대하여 부분 충수운전시(Generic Letter 88-17)에

도 격납건물 격리기능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절차서 

및 제어수단이 구비되어야 한다. 격납건물 격리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잔열제거가 

실패되고 동시에 대체 잔열제거 수단 또는 일차냉각재계통에 냉각수 주입이 실패

되면서 노심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출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

며, 이러한 제어는 부분충수 운전이 시작되기 전에 가용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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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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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격리계통의 기능설계가 타당하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12조, 제13조, 제15조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하며 GDC 54, 55, 56,

57, 그리고 10 CFR 50 Appendix K의 관련요건 및 10 CFR 50.34(f)(2)(xiv)~(xv)의 요

건, 10 CFR 50.63(a)(2)의 발전소 소내정전사고(SBO)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근거로 한다.

1.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격납건물 격리계통 관련 규제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가. 관련 RG 또는 NUREG 보고서 등에 기술된 규제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나. 관련 RG에 제시된 규제방침의 2차적인 대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안

전성이 확인되었다.

다. 관련된 안전심사지침 부록의 규제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라. 제시된 평가내용에 대해 검토, 승인된 바 있는 계산방법이 사용되었다. 검토자

는 계산의 주요변수들을 검토하였고 그 변수들이 적절히 보수적임을 확인하였

다. 또는 신청자의 분석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적인 계산을 수행하였다.

마. 신청건에 대해 적용 가능한 산업 기술기준을 만족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12조, 제13조, 제15조의 

요건과 GDC 54, 55, 56, 57항이 만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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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2.5절 격납건물내 가연성기체제어

검토주관 : 중대사고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에 따른 격납건물내 가연성기체 제어와 관련된 안전성분

석보고서 내용을 검토한다. 냉각재상실사고가 발생하면 가연성기체 (즉, 수소와 산소)

가 격납건물 내부에 축적되며, 가연성기체(수소와 산소)의 주요 발생원은 다음과 같다.

1. 핵연료 피복재와 수증기의 화학반응

2. 알카리성 살수액에 의한 알루미늄 및 기타 재료의 부식

3. 원자로심 및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의 냉각수 방사화 분해

4.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용존수소 방출

5. 유기물의 방사화분해

과도한 수소가 발생된다면 격납건물 대기에서 수소가 산소와 결합할 수 있고, 불활성

화된 격납건물의 경우에도 사고에서 비롯된 산소가 수소와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검

토주관부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검토한다.

1.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에 따른 수소의 생성 및 격납건물 내의 축적

2. 격납건물 대기와 가연성기체들을 혼합시켜 가연성기체의 국부적 고농도화를 예방

하는 능력

3. 격납건물 내의 가연성기체 농도를 감시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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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결합, 희석 또는 배기와 같은 적절한 수단을 이용한 격납건물내 가연성기체 농

도를 감소시키는 능력

5. 운영허가 단계에서 계통 및 기기의 작동성 및 누설율 시험에 관해 제시한 운영기

술지침서를 검토한다.

다음과 같은 분석 및 가연성기체제어계통의 설계 관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

한다.

1. 냉각재상실사고후 격납건물내 수소와 산소의 생성 및 축적에 대한 분석

2. 격납건물내 가연성기체 혼합을 위한 계통의 성능 및 관련 분석

3. 격납건물내 가연성기체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계통의 성능 및 관련 분석

4. 냉각재상실사고시 방출 초기단계에 발생하는 과도적 차압과 같은 동적 영향에 대한 

계통 및 계통기기들의 성능 분석

5. 단일 능동기기의 오동작에 따른 영향 분석

6. 각 계통의 품질등급 분류

7. 각 계통의 내진등급 분류

8. 계통기기의 성능 및 작동성을 증명하는 성능시험 결과

9. 각 계통이나 기기에 대한 주기적 가동중 검사, 운전성 시험 및 누설율 시험을 위한 

설계 및 운영계획안 (운영허가 검토단계에서는 운영기술지침서 포함)

10. 계통 및 기기의 성능을 감시하는 계측설비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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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타 부지의 발전소 또는 부지내 발전소간의 기기 공유 정도

건설허가 심사단계에서 격납건물내 수소의 감시 및 감소를 위한 계통 설계가 완전하

게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신청자의 예비설계 및 관련 문서가 해당 

계통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한다. 운영허가 심사단계에서는 계통 최종설계를 

검토하여 본 안전심사지침의 II절에 있는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가연성기체 제어와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

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구조부지분야와 안전심사지침 3.2.1절 (내진분류) 및 3.2.2절 (계통 품질등급 분류)

의 검토주관부서인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내진 및 품질등급 분류 각각에 대해 

검토한다.

2. 안전심사지침 7.5절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의 검토주관부서인 계측제어분야 담

당부서는 작동기기의 작동성과 제어특징을 평가한다.

3. 안전심사지침 3.11절 (기계 및 전기기기의 환경검증)의 검토주관부서인 기계재료분

야,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 격납건물 내부 및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전기

식 밸브 구동부, 송풍기, 수소 또는 산소 시료채취 및 분석기, 그리고 발전소 보호

계통의 감지 및 작동을 위한 계측장비 등에 대한 성능검증 시험계획을 평가한다.

4. 안전심사지침 6.1.1절 (공학적 안전설비 재료)의 검토주관부서인 기계재료분야 담당

부서는 격납건물 살수액에 노출된 (아연도금 강판 및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물질의 

부식율을 평가한다.

5. 안전심사지침 6.1.2절 (보호피복재(도장) 유기재료)의 검토주관부서인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초벌 도장재 및 도장 재료와 전선 피복재와 같은) 유기물 재료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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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 분해로 인한 수소 생성율과 격납건물 살수액에 노출된 (아연 성분의 초벌 도

장재와 같은) 물질의 부식율을 평가한다.

6. 원자로냉각재 및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 냉각수의 방사화분해에 의한 수소 발생량 

분석이 부록 6.2.5-1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분석내용 평가에 안전심

사지침 3.11절 (기계 및 전기기기의 환경검증)의 검토주관부서의 협조를 요청한다.

7. 안전심사지침 12.3절 (방사선 방호설계)의 검토주관부서인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가상사고 조건하에서 가연성기체제어계통에의 접근성을 평가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 발생 후 격납건물 내부로 방출되는 가연성기체 제어를 

위한 계통의 설계에 대한 허용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 (설비의 공유), 제

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및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제24조(전력공급설비),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

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의 제7조이다. 이들 요건

들은 다음과 같다.

1. 노심을 계속하여 냉각하여 핵연료 피복재의 산화 및 수소 발생을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일차 냉각계통 관련 시설의 고장 또는 손괴시 발생되어 격납건물 내부로 유

출되는 가연성기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여 사고완화에 필요한 안전관

련 기기들 및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확보되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0조, 제23조, 제30조).



제6.2.5절     개정 4 – 2014.12- 5 -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다수 호기간 공유가 해당 안전기능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조).

3.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은 안전등급 요건에 따라 설계되어 기기 및 설비에 대한 적절

한 다중성이 있고, 단일고장 가정하의 소내 또는 소외 전원상실의 경우에도 안전

기능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

조, 제24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의 제7조).

4. 계통의 기능수행 능력 및 작동성을 수명기간 동안 보장하기 위하여 시험·감시·검

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12조, 제41조).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3조, 제

24조, 제30조, 제41조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의 제7조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

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

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

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격납건물 대기 내의 가연성기체를 제어할 수 있는 계통의 구비를 요구하는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와 제12조, 제20조 및 제24조의 요건을 만

족시키기 위하여, 수소 및 산소 생성량 해석은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의 설계기준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Regulatory Guide (이하 "RG") 1.7의 표 1에 제시된 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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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격납건물 대기 내의 가연성기체를 제어할 수 있는 계통의 설치를 요구하는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와 제12조, 제20조, 제24조의 요건을 만족

시키기 위해, 비상노심 냉각수와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 냉각수의 방사화분해로 

인한 수소와 산소의 생성량 계산에 사용되는 핵분열생성물의 붕괴에너지가 안전심

사지침 9.2.5절 (최종 열제거원)의 붕괴에너지 모델과 동등하거나 보수적인 경우에

는 참고하여 허용될 수 있다.

3. 격납건물 내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을 설치하여 격납건물의 건전성과 사고완화에 필

요한 안전관련 기기들의 건전성이 확보되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제23조의 요건을 만족시키

기 위해, 격납건물 내 가연성기체를 혼합시키는 계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계통

의 기능설계는 격납건물 형식에 의해 좌우된다. 이 계통은 송풍기, 송풍냉각기 또

는 격납건물 살수로 구성될 수 있다. 격납건물 내 또는 격납건물 격실 내에서 가

연성기체의 과도한 성층 현상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분석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가연성기체 혼합을 위한 계통운전으로 대류혼합을 야기하는 격납건물에서는 

격납건물 내부구조가 대기의 자연순환을 증진하는 설계 특징을 가져야 한다. 대류

혼합에 대한 이들 설계특징의 효과를 보이는 분석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런 해석

은 가연성기체가 격실 또는 소구역 내에 축적되어 가연성 혼합기체를 형성하지 않

음을 보이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

4.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의 기능적 성능과 관련된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제23조를 만족시키기 위해, 수소 또

는 산소농도 제어계통이 기능측면에서 단일 계통계열 만으로 RG 1.7의 표 1에 제

시된 농도 제한치 이하로 수소 또는 산소의 농도를 유지시킬 수 있음을 해석으로 

보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계통은 승인될 수 있다. 계통의 기능적 성능의 허용 여

부는 부록 6.2.5-1 (냉각재상실사고시 격납건물내의 수소농도 계산방법)를 사용한 

검토주관부서의 검증해석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는 계통운전 변수들을 근거로 

한다. 격납건물 대기희석계통이 아닌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의 작동설정 수소농도치

와 수소농도 제한치 사이에 적절한 여유 (예를 들면 0.5 체적기준 수소농도 



제6.2.5절     개정 4 – 2014.12- 7 -

(volume %: v/o) 정도)가 있다면 제안된 계통의 운전은 허용될 수 있다. 격납건물 

대기희석계통의 경우에는 제어되는 기체인 수소 또는 산소의 농도제한치가 해당 

계통의 작동 농도치 사이에 1 v/o의 여유가 있다면 허용될 수 있다. 격납건물 대

기희석계통에 대한 부가적인 여유도는 해당 계통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걸리는 시

간을 고려한 것이며, 이때의 격납건물 재가압 허용치는 설계압력의 50% 이하로 제

한하여야 한다.

5.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의 기능적 성능과 관련된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제23조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송풍기, 송풍냉각기, 여과기, 수소재결합기 등의 덕트 및 장비덮개와 같은 계통기

기들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과도차압이나 내부에 가해진 압력급증을 포함해서 대처

할 모든 환경조건에서 기능상실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설계의 보수성을 보장

하기 위해 압력 완화장치 또는 보수적인 구조설계, 보조분석, 시험결과와 같은 설

계제안이 기술되어야 한다.

6.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의 기능적 성능과 관련된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3조 및 제24조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5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은 전원요건과 안전등급 3 (격납건물 경계 

확장부 제외)에 따른 다중성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단일 능동기기 고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각 계통에 대한 보조적인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FMEA)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0조, 제24조, 제41조와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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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7조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음 사항들이 요구된다.

가)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인 수소재결합기와 수소농도 감시기는 안전등급 3 (격납건

물 경계 확장부 제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 품질보증, 다중성, 전원 및 계측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설계, 제작, 조립 및 시험되어야 한다.

나) 기초 및 지지물을 포함한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은 RG 1.29의 요건에 따라 내진

범주 I로서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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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소재결합기 및 수소농도 감시기와 같은 계통기기에 대해 성능시험이 수행되

어야 한다. 이 시험은 장비의 기능적 성능해석을 보조하여야 한다.

라) 가연성기체 제어계통 설계에는 사고조건에서 계통 및 기기의 성능을 감시하는 

계측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계측기는 계통이 의도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 또는 어떠한 계통계열 또는 기기가 오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격리시켜야 하

는지를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계측기는 주제어실에서의 지시 및 경보 

능력을 가져야 한다. 수소농도 감시기는 RG 1.97의 부록에 있는 요건을 만족시

켜야 한다.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의 검사 및 시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연성기체제어계통은 계통이나 기기에 대한 주기적 가동중 검사, 작동성 시

험이나 필요한 경우 누설율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해당 검사 

및 시험 계획이 다른 안전등급 3의 설비와 일관성을 갖는다고 판정되면 허용될 수 

있다.

9. 설비의 공유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을 만족

시키기 위해, 다수 호기 부지에 있는 발전소간 또는 부지간에 이동식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인 수소열재결합기의 공유와 관련하여, (가) 공유기기의 작동이 요구되는 

시간의 1/2 보다 같거나 작은 기간 동안에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용케 

하고, (나) 적합한 이동시험 및 점검 계획에 의해 다중장치의 동시고장이 불가함을 

보증한다면 해당 공유는 허용될 수 있다. RG 1.7은 장치공유에 대한 추가적인 지

침을 제공한다.

10. 사고후 대기정화를 위해 격납건물의 대기와 수소를 환경으로 제어된 배기를 하는 

격납건물 배기는 RG 1.7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11.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의 설계와 기능적 능력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6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41조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

시 제2014-15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의 7조의 요

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예비 계통설계 및 설명 내용이 RG 1.7

의 지침을 따른다면 건설허가 심사단계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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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다음은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에 대한 상세 검토를 위한 절차를 제공한다.

검토자는 특정 경우에 대해 본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된 내용을 선정하여 중점 적용

하고 같은 종류의 발전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의 일반적인 사

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수행하던지 유사한 발전소의 검토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

검토주관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지원연계부서는 상기 I절에 기술된 검토분야에 대한 검

토결과를 제공한다.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은 가연성기체 혼합, 가연성기체인 수소농도에 대한 감시 및 

감소를 위한 계통들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가연성기체 제어계통 전체는 II절에 기술

된 안전등급 3 (격납건물 경계 확장부 제외)의 설계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안전성분

석보고서 내의 계통 설명 및 계통 개략도는 계통의 타당성을 판단할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1.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에 따른 격납건물내 산소와 수소의 생성 및 축적에 대한 

신청자의 해석이 RG 1.7의 권고 및 지침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부록 6.2.5-1 (냉각재상실사고시 격납건물내의 수소농도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가연

성기체의 생성 및 축적에 대한 검증해석을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부록 

6.2.5-1에서 요구하는 입력자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 해석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는 수소 및 산소 생성 예측치를 확인한다.

나.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이 RG 1.7의 표 1에 명시된 농도제한치 미만으로 수소와 

산소의 농도를 유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검증한다.

2. 모든 능동기기 고장 및 피동적 전기고장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어떠한 단일고장도 

계통 전체 기능을 상실토록 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비산물 충격에 의한 기기고장

을 초월하는 피동적 기기고장은 계통의 설계 및 건설기준 관점에서 반드시 고려될 

필요는 없다.

3. 계통의 내진등급 분류를 RG 1.29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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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비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계통 및 기기의 성능시험 결과를 검토한다.

5. 계통 설계에 고려된 예비설비와 주기적 검사계획 및 계통 또는 기기의 작동성 시

험계획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각 검사의 목적을 검토한다. 수행될 작동성 시험에 

대한 검토는 각 시험 대상별로 이루어진다. 과거의 검토 이력 및 결과를 이용하여 

검사 및 시험계획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6.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제시된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하여 격납건물내 가연성기체인 

수소농도 제어에 사용될 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30조 및 제41조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

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의 제7조의 요

건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7. 계통 성능을 감지하고 능동기기를 제어하는 능력을 검토하여 계통 전체가 제어되

고 오작동 계통계열 및 기기가 격리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제

공된 계측기는 다중설계되고 조작자가 오작동하는 계통계열 또는 기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8. 다수 호기 부지의 발전소간 또는 부지간의 이동식 수소열재결합기의 공유정도를 

검토하여 계통 다중성 요건이 만족됨과 적시에 공유장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입증

하는 충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가연성기체 생성 및 축적에 대

한 검토주관부서의 평가결과는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시 공유장비를 해당 발전

소로 이동하고 운전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9. 격납건물내 가연성기체를 혼합하는 계통의 성능 해석을 검토하고, 덕트 배열을 보

여주는 격납건물의 도면 및 송풍기, 살수 또는 열대류에 의한 대기순환 양상에 대

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보조정보를 검토한다. 가연성기체가 다량의 격납건물 대기

와 혼합되지 않아 격실내부에 축적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내

부격실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갖는다. 내부격실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하고 이들 안에서의 대기순환이 설명되었는지 확인한다. 격납건물내 가연성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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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을 위한 계통은 송풍냉각기나 살수계통과 같이 격납건물 열제거에 이용되어도 

된다. 이들 계통의 설계 타당성은 6.2.2절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의 검토과정에서 

확인한다.

10. 가연성기체 농도감소를 위한 계통의 작동방식을 검토한다. 계통이 작동될 농도는 

안전성분석보고서로부터 확인한다. 계통 작동농도와 RG 1.7의 표 1에 제시된 수소 

또는 산소 농도제한치 사이의 여유도를 조사한다. 가연성기체 농도 측정치의 불확

실성과 작동농도 도달 후 계통작동까지의 시간지연이 허용기준에 명시된 최소허용

여유 내에 있는지를 결정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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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가연성기체 제어계통 설계는 해당규정, 지침, 규제입장, 공업규격 및 표준에 모두 

일치하므로 승인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검토결과,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의 설계와 

성능이 적절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0

조, 제23조, 제24조, 제30조, 제41조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

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의 제7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이 결론은 다음 

사항에 기초를 둔다.

1. 신청자는

가. Regulatory Guide 의 규제요건을 만족한다.

나. Regulatory Guide 의 규제요건에 대한 대체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를 만족하

므로 검토결과 허용 가능하다.

다. 부록 의 규제요건을 만족한다.

라. 계산 방법을 검토한 결과 허용 가능하며, 이 경우의 영향변수를 검토하였고 적절

히 보수적이며 혹은 해석에 대한 허용성을 입증하는 독립적 계산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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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검토결과 제공된 (산업기술기준 번호와 제목)의 적용이 적절하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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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2.6절 격납건물 누설시험

검토주관 : 중대사고리스크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 격납건물 누설시험계획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1

항4호 및 2항,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5)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

준 고시) 그리고 10 CFR 50 Appendix J와 General Design Criteria(이하 “GDC”) 52,

53 및 54의 요건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자로 격납건물 누설시험계

획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검토한다.

1. 시험전 요건, 일반 시험방법, 사용전 및 주기적 누설률 시험에 대한 적용기준, 적

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추가시험에 대한 준비, 그리고 시험계획을 포함한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2. 격납건물 관통부의 확인, 일반 시험방법, 시험압력, 적용기준 및 시험계획을 포함

한 격납건물 관통부 누설률 시험 

3. 격리밸브의 확인, 일반 시험방법, 시험압력, 적용기준 및 시험계획을 포함한 격납

건물 격리밸브 누설률 시험

4. 격납건물 누설률 시험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는 운영허가 단계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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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원자로 격납건물 누설률 시험계획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 4호 및 2항,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5) 원

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고시 그리고 10 CFR 50, Appendix J에 기술된 요

건에 적합하다면 허용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5)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

험에 관한 기준 고시는 시험요건 및 원자로 격납건물과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계통 및 

부품의 사용전 및 주기 누설시험에 대한 적용기준을 제공한다.

격납건물 누설시험과 관련하여 격납건물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4호 : 격납용기 설계기준사고시

에 예상되는 격납건물 최대압력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5) 원자로격납

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격납건물 기밀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 : 원자로격납용기 및 이에 접

속한 용기와 이들 용기 안의 기기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용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5)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

험에 관한 기준 고시에 제시된 누설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 GDC 52 : 격납건물 및 격납건물 누설시험 조건에 노출되는 부속 기기는 격납건물 

설계압력에서 주기적 종합누설률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종합누

설률시험 요건은 격납건물계통이 사고시에도 설계된 기능을 수행함을 보증하기 위

해 적용된다. 이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4호의 요건

에 포함된다.

4. GDC 53 : 격납건물 관통부는 가동중검사 및 적절한 점검계획과 주요 누설경로가 

될 수 있는 탄성 밀봉 또는 팽창 벨로우즈를 갖는 관통부에 대한 주기적 기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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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관통부가 설계된 바와 같이 기밀

성능을 유지함을 보증하기 위해 적용된다. 이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4호 요건에 포함된다.

5. GDC 54 :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배관계통은 누설감지, 격리, 성능시험능력을 갖추어

야 한다. 이 요건은 냉각재상실사고 회복단계에 이들 계통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누

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증하고 이를 통한 핵분열생성물의 방출로 10 CFR 100에 

규정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보증하기 위해 적용된다. 이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 요건에 포함된다.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5)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고시 : 격

납건물 기밀시험 (종합누설률시험과 국부누설률시험)에 대한 시험주기, 시험조건,

시험방법, 허용기준, 기록 및 보고에 대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7. 10 CFR 100, 100.11절에 의하면, 제안된 원자력발전소 부지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자는 격납건물의 예상 누설률을 가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의 경험에 의하면 0.1 weight %/day의 설계 누설률은 대표적으로 측정된 격납건물 

누설률로서 적절한 여유를 가지며, 현재 누설시험방법 및 시험 적용기준과 일치하

는 것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최소허용설계 격납건물 누설률은 0.1 weight

%/day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8. 10 CFR 50, Appendix J, III.A.1(a)절에 따라 격납건물이 실제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조건과 가까운 상태에서 시험될 수 있도록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의 수행이전에 

어떠한 조정도 격납건물에 취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계기

의 통로는 때때로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을 위해 격리된다. 그것들이 시험에 포

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이 행해져야 한다.

-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계기의 통로에 대한 누설시험은 국부누설률 시험이나 격납

건물 종합누설률시험과 병행하여 수행될 수 있다. 국부적으로 누설시험을 하지 

않는 계기통로는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의 수행중 격납건물 대기로부터 격리

되어서는 안 된다.

- 국부적으로 누설시험된 계기통로의 측정된 누설률은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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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되어야 한다.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동안 격리된 계기통로를 시험후 운전

가능한 상태로 원상 복귀시키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 Appendix J. Sec. III.A.1.(d)에 따라 공기압 또는 수압적인 방법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누설시험은 직접적인 방법 또는 Appendix J에서의 시험 허용기준을 만족하

는 보수적 경계(bounding) 방법에 의하여 누설률을 정량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

져야 한다.

9. 10 CFR 50, Appendix J, III.C.1절은 격납건물 격리밸브 누설률시험을 수행하기 위

한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건설허가 단계에서 신청자는 국부적으로 사고조건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과 반대방향으로 시험압력을 적용하여 누설시험(Type C)을 수행

할 모든 격납건물 격리밸브를 정의하여야 하며,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이러한 시험

이 기존 방법과 동등하거나 보다 보수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수압시험은 밸브의 통로가 격납건물 대기 누설경로가 될 가

능성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며, Appendix J, III.C절의 요건에 따라 액체 재고량이 

물밀봉 (어떤 능동적 부품의 단일고장을 가정하더라도)을 사고후 기간동안 유지하

기에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허용된다. 밸브에서 액체 누설에 대한 제

한치는 분석에 근거하여야 하며, 발전소의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부누설시험과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배기, 배수연결 

부분들은 시험 종료후 원상복귀되어야 한다. 격납건물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누

설시험은 운영절차에 따라야 하며, 주기검사를 수행하여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보장

하고 운영절차의 유효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

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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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

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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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시험방법과 관련하여 상기 요건에서 명시하지 않은 것은 ANSI/ANS-56.8

과 같은 산업기준의 내용을 적용한다.

III. 검토절차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예비설계에 격납건물 누설시험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4-22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의 요건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반영되었는가를 검토한다. 그러나 몇몇 경우에는 신청자가 불완전한 설계 때문에 누설

시험계획의 상세내용을 제출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당 요건에 부합됨

을 확증하는 설계기준 및 기타 수행계획을 검토한다. 더불어 해당 요건에 적합하다는 

신청자 결론의 이론적 근거를 검토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격납건물의 최종 설계를 검토하고 격납건물 누설시험계획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5)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고시의 요건

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더불어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가 해당요건에 부합되고 완결

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의 원자로 격납건물 누설률 시험 계획에 특별히 다음의 것들을 

포함하는지 검토한다.

1.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배수나 배기가 되지 않는 계통이 확인되어야 하며 배수나 배기가 되지 않은 이

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배관 및 계기의 도면과 공정 유통도를 사용하여 

배기나 배수조건에서 격리밸브가 시험공기 압력과의 차압에 노출되는지, 즉 계통

이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전.후단에서 배기되고 배수되는지 확인한다.

2. 격납건물 관통부 누설률 시험

모든 격납건물 관통부는 시험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배관 및 계기의 도면을 참

고하여 검토자는 모든 관통부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한다. 계획상에는 누설시험이 

필요 없는 관통부가 명시되어야 하며 시험이 필요 없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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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시험이 필요 없는 관통부가 정상운전 또는 원자로냉각재상실사고시 대

기로 누설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격납건물 관통부의 시험압력은 시험계획과 (운영)기술지침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시험압력은 사고시 계산된 격납건물 최대압력이어야 한다.

3. 격납건물 격리밸브 누설률 시험

Type C 시험이 필요한 모든 격납건물 격리밸브는 시험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배

관 및 계기의 도면을 참고하여 검토자는 모든 격리밸브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한다.

격납건물 관통부의 시험압력은 시험계획과 (운영)기술지침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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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격납건물 누설시험계획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4호 

및 2항,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5)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고시

를 만족하고 GDC 52, 53, 54 및 10 CFR 50 Appendix J, 10 CFR 100의 요건에 적합

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와 같은 결론은 다음을 근거로 한다.

1. 격납건물 및 이에 접속한 용기, 격납건물 관통부, 격납건물누설시험 조건에 노출

되는 부속기기에 대한 설계가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GDC 52, 53, 54 및 

10 CFR 100을 만족하였다.

2. 격납건물 누설시험의 방법 및 기준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5) 원자로격

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고시, 10 CFR 50 Appendix J를 만족하였다.

상기의 기준과 더불어 격납건물 누설시험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기 승인된 발전소

의 설계와 유사성 정도에 근거하여 결정될 수 있다. 다른 형태의 격납건물에 대해서는 

상기 기준으로부터의 상이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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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2.7절  격납건물 압력경계 파단방지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격납건물 압력경계는 원자로 격납건물계통과 관련이 있다. 격납건물 설계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둘러싸는 기능적 능력과 가상 사고에 따른 방사성 핵분열 생성물의 방

출을 방지하는 최후의 방벽이 되는 기능적 능력을 가져야 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은 격

납건물 압력경계 재료의 파단 방지에 대한 검토에 사용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는 격납건물 및 관

련계통은 설계에 고려되는 모든 사고조건에 대하여 격납건물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누출이 

최소화되도록 누설밀봉 방호벽기능을 갖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격납건물 압력경계에 사용

되는 재료는 격납건물의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안전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특성을 가져야 하며, 파열이 급속히 진전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유도를 가지

도록 규정하고 있다.

격납건물 압력경계는 격납건물계통의 페라이트계강 부분이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에 제시된 운전, 보수, 시험, 가상사고 조

건에서 압력경계로서의 하중을 지지하며, 격납건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에서는, 독립 격납건물과 같은 기기의 페라이트계 재료, 격납건물 기

기 출입구, 직원 출입문, 주 격납건물 건정 상단(heads of primary containment

drywell), 원환체(tori), 격납건물 관통부 슬리브(sleeve), 프로세스 배관(process pipe),

끝단 폐쇄 뚜껑(end closure cap), 플루드 헤드(flued head), 계통 격리밸브까지의 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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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프로세스 배관에 연결된 관통부 배관 계통의 페라이트계 재료를 주로 검토한다.

검토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격납건물과 격납건물에 부착된 모든 관통부 조립체 및 부속물, 격납건물계통을 격

리하고 또한 격납건물 기능수행을 위한 압력경계를 만드는데 필요한 밸브의 압력

경계 재료까지의 관통부 조립체나 격납건물에 부착된 모든 배관과 펌프 및 밸브

검토연계분야

격납건물 압력경계 파단방지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설계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8.1절, 강재 격납건물의 

설계는 3.8.2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2. 볼트 및 나사고정구의 건전성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3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법 및 교육과학기술부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는 안전에 중요

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

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하며, 안전등급 및 등급별 규격은 원자력안전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2.7절 개정 4 - 2014.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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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계통은 설계에 고려되는 모든 사고조건에 대하여 격납건물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누출이 최소화되도록 누설밀봉 방호벽기능을 갖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격납건물 압력

경계에 사용되는 재료는 격납건물의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안전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특성을 가져야 하며, 파열이 급속히 진전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유도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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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페라이트계 격납건물 압력경계 재료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

해서는, KEPIC MN, MNE-2300 또는 ASME Code Div. 2의 Sec. III CC-2520에 

규정된 파괴인성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동 안전심사지침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파괴인성시험이 수행되지 않은 재질의 경우에는 ASME 코드 1977년 여름 추록판  

2등급 기기에 대한 파괴인성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 2등급 재료의 의무사항으로 제시된 파괴인성 시험요건은 ASME 코드 1977년 여

름 추록판 등급 2 규정에서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따라서, 기기를 주문했을 당시

의 ASME 코드 년도와 추록판에서는 격납건물 압력경계 2등급 페라이트계 재료

에 대한 파괴인성시험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괴인성시험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검토자는 파괴인성 시험을 수행하지 않은 재료의 파괴인성을 

NUREG-0577, "Potential for Low Fracture Toughness and Lamellar Tearing on

PWR Steam Generator and Reactor Coolant Pump Supports"과 ASME Code

Sec. III, 1977년도 여름 추록판 NC요건에 주어진 재료의 금속학적 특성과 파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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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재료들이 어떻게 제작되었으며 제작하는 동안의 열적 

이력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파괴인성과 관련하여 재료의 금속적 특성을 조사한다.

NUREG-0577 및 ASME Code Sec. III 1977년도 여름 추록에서의 재료에 대한 금

속학적 특성은 파괴인성 시험이 수행되지 않은 재료가 ASME Code 2 등급요건

을 따르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술적인 근거가 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본 안전심사지침 I.항에 명시된 격납건물 압력경계 기기의 재료의 파괴인성에 대해 

KEPIC MN, MNE-2300 또는 ASME Code Div. 2의 Sec. III CC-2520에 규정된 파괴인

성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동 안전심사지침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파괴인성시험이 수

행되지 않은 재질의 경우에는 ASME 코드 1977년 여름 추록판 2등급 기기에 대한 파

괴인성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검토자는 관련된 기기의 재료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다. 이 자료에는 건설 및 제작도

면, 배관 계통도면 및 관련 보충자료, KEPIC (또는 ASME Code) 자료 보고서(Data

Reports) 및 인증된 재료시험 보고서(CMTR)가 포함되어야 한다.

파괴인성 데이터가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재료에 대해서는, 재료의 

제작 과정과 제작하는 동안의 열적 이력에 대하여 조사하여 제시된 재료의 금속학적 

특성에 근거를 둔 파괴인성을 검토한다. 사업자가 작성한 NUREG-0577 및 ASME

Code Sec. III 1977년도 여름 추록 NC 요건에 제시된 파괴인성 데이터와 위의 자료와

의 관계를 검토한다. ASME Code Sec. III 1977년도 여름 추록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2등급 재료에 대한 기준에 따라 재료의 허용여부에 대해 사업자의 타당성 평가자료를 

검토한다. ASME Code Sec. III 1977년도 여름 추록의 2등급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

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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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검토자는 운전, 보수, 시험, 가상 사고 조건하에 있는 격납건물 압력경계 재료는 취

성파괴가 일어나지 않음과, 급속히 전파되는 파괴의 가능성이 최소화됨을 입증함으로

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3조 (원

자로격납건물 등)의 요건을 만족한다는 결론을 다음과 같은 사항에 근거를 두고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검토결과, 격납건물 압력경계의 페라이트계 재료는 적절히 시험되어 KEPIC MN,

MNE-2300 또는 ASME Code Div. 2의 Sec. III CC-2520에 규정된 파괴인성 기준

을 만족한다.

또는,

신청자가 제시한 타당한 파괴인성 데이터, 관련 재료의 제작과정 및 열적 이력의 

조사에 의한 재료의 금속학적 특성, NUREG-0577 및 ASME Code Section III

1977년도 여름 추록 NC요건에 제시된 파괴인성 데이터와 금속학적 이력과의 상

관관계 등에 근거하여, 격납건물 압력경계의 페라이트계 재료의 파괴인성은 

ASME Code Sec. III 1977년도 여름 추록에서 규정되거나 또는, KEPIC MN, 2등

급 재료에 대한 파괴 인성 요건을 만족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 등급 및 규격)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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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3절 비상노심냉각계통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주관부서는 신청자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내용을 

검토한다. 검토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1. 비상노심냉각계통에 대한 설계기준들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며, 비상노심냉각계통의 허용기준인 원

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의 요건들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2.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설계가 설계기준에 요구된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3. 비상노심냉각계통이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상노심냉

각계통의 사용전 및 초기 시운전시험 프로그램들을 검토한다. 적절한 시험 프로그

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설비가 설계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한다.

4. 제안된 운영기술지침서가 운전 제한조건 및 주기적 점검을 위한 시험 측면에서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비상노심냉각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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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심사지침 15.6.5절 검토주관부서는 모든 형태의 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해 비상

노심냉각계통이 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2. 안전심사지침 3.6.1절 검토주관부서는 비상노심냉각계통 중에서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배관의 파단 영향을 검토한다. 이 검토에는 배관 휩(whip)의 영향, 제트의 

충격력, 그리고 환경 조건 등이 포함된다.

3. 안전심사지침 3.11절 검토주관부서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의 허용성과 환경 검증 시

험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이 검토에는 TMI 조치사항인 NUREG-0737 II.B.2 항에

서 기술한 사고 후 환경에 대한 설계 고려와 방사선원항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

다.

4. 안전심사지침 9.2.1, 9.2.2, 9.2.5 그리고 9.2.6절 검토주관부서는 비상노심냉각계통 

운전에 필요한 보조계통(냉각수공급계통, 기기냉각계통, 열제거계통, 응축수저장시

설) 등을 검토하여 이 계통들의 성능이 비상노심냉각계통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

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필요시 원자로 냉각재 계통과 연계되어 특

정 발전소의 냉각재 상실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력변환 계통(즉, 증기공급 

배관, 증기발생기, 급수계통)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공한다.

5. 안전심사지침 7.3절 검토주관부서는 자동 작동, 원격 감지 및 인지 그리고 제어기

능에 관해서 비상노심냉각계통과 관련된 제어 및 계측 장치의 적절성을 검토한

다. 이 검토에는 TMI 조치사항인 NUREG-0737 II.D.3 항 및 II.F.2.에서 기술한 계

측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다.

6. 안전심사지침 6.2.2절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 재순환 집수조의 비상노심냉각계

통 흡입구 설계를 검토하고 격납건물 재순환 집수조가 냉각재 상실사고 후의 조

건에서도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장기 재순환 냉각수원의 역할

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를 수행한다.

7. 안전심사지침 6.2.4절 검토주관부서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의 격납건물 관통부가 사

고를 포함한 모든 운전조건에 대해 격납건물 건전성을 유지하여 격납건물 격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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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함을 확인한다.

8. 안전심사지침 8.1, 8.2, 8.3.1 그리고 8.3.2절 검토주관부서는 비상노심냉각계통에 

공급되는 전원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안전심사지침 8.4절 검토주관부서는  

발전소 전원완전상실사고(SBO)에 견디거나 대처하는, 그리고 회복하는데 필요한 

발전소의 전반적인 능력을 검토하며, 만약 10 CFR 50.63과 Regulatory Guide(이

하 “RG") 1.155 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노심 냉각을 확보하는데 비상노심냉각계통

이 사용된다면 비상노심냉각계통의 검토주관부서와 협조한다.

9. 안전심사지침 3.2.1과 3.2.2절 검토주관부서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의 계통과 기기가 

적절한 지진 및 품질등급 분류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10. 안전심사지침 3.6.2절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 내외부에서 배관 파단이 비상노심

냉각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사용한 기준들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에

는 배관 휩, 유속 충격력, 그리고 관련된 환경조건의 영향을 고려하는데 사용된 

기준들이 포함된다.

11. 안전심사지침 3.9.3절 검토주관부서는 하중조합 (운전, 냉각재상실사고(LOCA) 및 

지진, 그리고 열성층 하중)과 관련 응력 한계를 검토한다.

12. 안전심사지침 3.9.6절 검토주관부서는 펌프와 밸브들에 대한 가동중 시험 프로그

램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안전관련 펌프와 역지 밸브의 전유량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관과 기기가 배열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기술된 내용을 통해 계통 성

능을 감시하고 질 저하를 감지하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13. 안전심사지침 3.8.1, 3.8.2 그리고 3.8.3절 검토주관부서는 비상노심냉각계통 지지물

의 내진 분류가 적절한지 검토한다.

14. 안전심사지침 6.6절 검토주관부서는 적용 가능한 가동중 검사 요건을 검토한다.

15. 안전심사지침 5.3.2와 5.3.3절 검토주관부서는 비상노심냉각계통에서 원자로냉각재

계통으로 주입되는 냉각수의 열충격(thermal shock) 영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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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안전심사지침 14.2절 검토주관부서는 제안한 가동전 및 초기 시운전 시험프로그

램이 RG 1.68의 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검토한다.

17. 안전심사지침 13.5.1절 검토주관부서는 계통의 운전 상태가 인지되고 있음을 확인

하는 절차에 관한 NUREG-0737의 I.C.2와 I.C.6 조치사항들을 검토한다.

18. 안전심사지침 12.1에서 12.5절 검토주관부서는 NUREG-0737의 II.B.2 조치사항을 

근거로, 주요 구역의 적절한 출입과 안전기기의 보호를 위해 방사능 및 차폐설계

를 검토한다.

19. 안전심사지침 16.0 검토주관부서는 제안된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한다.

20. 안전심사지침 17.1과 17.2절 검토주관부서는 품질보증계획을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허용기준은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들을 만족하는지에 근거한다. 규제요건들은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28조, 제30조, 제

41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

한 기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7.1.1, 7.1.2와 RG

1.29, 1.47, 1.52, 1.68, 1.82 등이며 TMI 후속조치와 관련된 NUREG-0737 요건들이다.

관련 요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고장

이 발생하면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안전기능 수행능력이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감

소하게 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내진설계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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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불안정에 의한 동적 영향과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요구한다(예: 수격현

상).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 계통 및 기기들이 발전소간에 공유될 때, 공유가 그들의 안전기능 수행기능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발전소간에 공유할 수 없도록 요구한

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비상노심냉각장치): 예상운전과도

상태 동안 허용연료손상한계 및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

으며, 사고조건에서 노심 냉각을 위한 충분한 용량과 능력을 가지도록 비상노심

냉각계통이 설계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 제어계통): 가상사고 조건

에서 고착 제어봉에 대한 적절한 여유도와 노심 냉각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요

구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비상노심냉각장치), 제41조(시험.감

시.검사 및 보수): 비상노심냉각계통이 핵연료와 피복재의 손상시에도 충분한 노

심냉각을 확보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중요한 기기들에 대한 적절한 주기 검사

와 주기적인 압력과 기능시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

한 기준”의 요건은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평가가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

지침 7.1.2에 따라 해석 방법 및 입력변수들의 불확실도를 확인하고 평가한 허용 

가능한 평가모델 혹은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7.1.1의 평가모델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규제요건의 이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허용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제6.3절     개정 5 - 2018. 12- 6 -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

한 기준”에 제시된 비상노심냉각계통 허용기준으로서 다섯 가지 주요 성능기준

은 다음과 같다.

가. 최대 피복재 온도

나. 최대 피복재 산화도 계산치

다. 최대 수소 생성

라. 냉각가능 노심형상 유지

마. 장기냉각 기능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실제적인 혹은 최적평가모델에 관한 요건을 만족하는 허용 

가능한 지침, 절차 그리고 방법은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7.1.2에 제시

되어 있다. 이는 해석 방법 및 입력변수들의 불확실도를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하

며 계산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냉각성능을 위의 허용기준과 비교하여, 냉각성능

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설명하

여야 한다. 아울러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7.1.1은 보수적인 비상노심냉

각계통의 평가모델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분야는 냉각재상실사고 해

석(안전심사지침 15.6.5절)과 관련하여 검토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가상 단일고

장이 비상노심냉각계통 운전성에 미치는 영향, 비상노심냉각계통 반응시간, 파단 

위치(비상노심냉각계통의 파단을 포함), 그리고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영향

을 주는 파단 크기 등은 본 절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2. 비상노심냉각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의 요건을 만

족해야 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의 요건에 따라 별도의 전원 공급원이 있어야 하며, 단일고장을 극복할 수 있어

야 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은 사고후 단시간 동안은 단일 능동고장에, 그리고 사

고 후 장기 재순환 냉각기간에는 단일 능동고장 혹은 단일 수동고장에 대해서 

노심을 냉각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상노심냉각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의 요건에 따

라 주입수 노즐, 배관, 펌프 그리고 밸브와 같은 중요 기기의 주기적인 가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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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발전소 수명기간동안 계통의 

운전성 시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운전성 시험에는 계통을 운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운전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비상노심냉각계통과 관련된 복합적 반응도 제어계통 능력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RG 1.47의 권고 사항에 따

라야 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 일차 작동 모드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작

동신호는 적절한 다양성 및 다중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원자로 제어실에서 비상

노심냉각계통을 제어, 감시, 수동작동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5. 비상노심냉각계통 설계는 RG 1.82의 권고사항들을 따라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에 따라 방출 배관이 물로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수격현상과 증기 배관으로 물이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수격현상 등을 방지하는 설비와 운전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7.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계통의 기기 설계에 대하여 그 기기의 고장이 비상노심냉

각계통에 나쁜 영향을 준다면 그 계통의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허용기준은 RG 1.29의 C2에 근거해

야 한다.

8. 비상노심냉각계통과 기기 또는 용수계통간의 연계는 한 계통의 운전이 다른 계

통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적절히 서로 지원할 수 있

어야 한다. 용수계통 및 다른 공유계통 즉 잔열제거계통과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등과 연계해서 비상노심냉각계통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따라야 한다.

위의 기준들 외에도, 비상노심냉각계통의 타당성 평가기준은 이미 승인된 원전과의 

설계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

비상노심냉각계통에 대해 상기 허용기준들을 적용하는 기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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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그들의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자연 현상의 영

향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은 냉각재상실사고 

등을 포함한 가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로 노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충

분한 비상노심냉각유량을 제공해야 한다. RG 1.29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안전정지지진(SSE)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를 결정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Position C.2는 지속적인 운전은 필요하지 않지만 고장이 발생하면 비상노심냉각

계통의 기능을 허용될 수 없는 정도까지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들은 SSE에 견디도록 설계되고 시공되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와 RG 1.29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비상노심냉

각계통의 지진범주 I 부분의 건전성과 이에 따라 지진이 발생했을 때 노심냉각을 

수행하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정상운전, 보수, 시험 그리고 가상사고 등에서 초래되는 여러 환경조건

들의 영향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이러한 환경조건들에는 유동 

불안정의 동적 영향, 수격현상으로 초래되는 하중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비

상노심냉각계통은 정상적인 냉각방법이 가용하지 않거나 혹은 불충분한 경우에 

비상으로 노심을 냉각하기 위해 제공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15조를 만족시키는 것은 유동 불안정과 수격현상과 같은 동적 영향이 사고

조건에서 비상노심냉각계통이 노심냉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건전성과 

능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원전간에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등을 공유하는 것이 한 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나머지 호기에서는 계획된 원

자로 정지 및 냉각이 수행되는 상황에서, 안전기능 수행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

지 않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호기간 공유할 수 없음

을 요구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은 가상사고 후 비상으로 노심을 냉각하고 원자로 

정지 능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안전기능을 수행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

은 이 안전기능 및 이외의 다른 안전기능들을 수행하는 능력이, 다른 호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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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지 모르는 원자기기의 고장이나 사고와 관계없이, 각 호기별로 확보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만족시키는 

것은 다수 호기를 가진 부지의 경우 한 호기에서 발생한 기기고장이나 사고의 나

쁜 영향이 다른 호기로 전파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기능을 위해 소내 및 소외전원이 제공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비상노심냉각계통에 전력을 공급하

는 각각의 전력공급계통은 가상사고시 노심냉각과 예상운전과도시 허용연료 손상

한계와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과 성능

을 가져야 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은 Class 1E 비상전원 부스로부터 공급되는 전

력의 가용성에 의존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으로 공급되는 전력은 전기 기기의 전

압이 설계 제한치 범위내에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전압이 설계 제한치보

다 작으면 설계기준사고 시 전기 기기의 용량과 성능은 주어진 안전기능을 수행

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를 만족시키는 것은 예상운전과도시 허용연료 손상한계와 원자로 냉각재 

압력계통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사고시 노심이 냉각되도록 함으로써 원전의 안전

성을 강화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복합적인 반응도 제어계통의 성

능에 관한 요건이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이 작동하면 붕산수가 주입되어, 원자로 정

지를 확실히 하고, 고착된 제어봉가에 대한 적절한 여유를 가지며 노심냉각이 수

행된다. 붕산수가 주입되면 부반응도 삽입으로 원자로 출력이 붕괴열 수준으로 

감소하며, 노심에 충분한 냉각유량을 보장하게 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를 만족시키는 것은 가상사고 시 노심이 안전하게 정지되고 냉

각 가능한 형상을 유지시킬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방사능 물질의 

누출에 대한 제 1차 방호벽의 방호를 강화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은 냉각재상실

사고시 노심이 냉각 가능한 형상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핵연료 피복재의 금속-

물 반응이 무시할 정도로 작게 발생할 수 있도록 원자로에서 생성된 열을 제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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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경계가 파손되면, 원자로 냉각재

가 상실되며 그 정도는 파단면적, 원자로냉각계통 압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 비상

노심냉각계통은 냉각재상실사고 후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적절한 냉각수를 보충하

여, 원자로 계통 내에서 순환시킴으로써 노심을 냉각시킨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은 

노심이 냉각 가능한 형상을 유지하고, 계산된 핵연료 피복재 산화와 수소 생성이 

정해진 성능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냉각수를 주입해야 한다.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를 만족시키는 것은 단일고장을 가정한 

비상노심냉각계통이 사고조건에서 노심을 냉각 가능한 형상으로 유지시키고, 핵

연료 피복재와 냉각수와의 반응에 의한 수소생성을 최소화시킨다는 확신을 제공

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이 계통의 건

전성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부품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

계될 것을 요구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배치는 주요 부품에 대해 주기적인 점

검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주기적인 점검을 수행하는 것은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주요 부품들이 설계기준사양으로 유지되고, 현저한 성능저하

가 계통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를 만족시키는 것은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주요 부품

들이 점검을 받을 수 있고 사고조건에서 설계된 바에 따라 운전되어 노심을 냉각

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이 종합적이며 

주기적인 압력과 기능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것을 요구한다. 비상노심냉각계

통은 주요 부품의 구조적 건전성과 기밀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압력시험을 

받아야 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주기적 기능시험은, 비상노심냉각계통을 작동시

키는데 필요한 모든 운전과정을 포함하여, 계통이 설계된 바에 따라 운전됨을 입

증하기 위함이다. 비상노심냉각계통 펌프와 밸브 시험에서와 같은 주기 성능시험 

프로그램에서는 설계사양을 근거로 해서 변수들에 대한 기준값이 설정되어야 하

며, 계통의 현저한 성능저하를 감지해내는 일관된 시험방법이 설정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를 만족시키는 것은 비상노심냉각

계통의 주요 부품들이 시험될 수 있고, 설계된 바에 따라 운전되어 가상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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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냉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9.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

한 기준”은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냉각 성능은 허용된 평가모델이나 10 CFR 50의 

Appendix K 모델에 따라 계산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주된 

기능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파단에서 비롯한 냉각재상실사고시 비상노심 냉각을 

수행하고, 부반응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주된 안전기능은 종

합적으로 모사되며, 원자로냉각재 배관의 양단파단을 포함한 모든 파단에 대해 

비상노심냉각계통이 핵연료피복재 온도를 1204℃(2200℉)이하로 제한하며 노심이 

필수적인 열전달 형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

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에 따라 비상노심냉각계통은 

냉각재상실사고 후의 노심 냉각 능력에 대한 계산을 통하여 노심이 냉각 가능한 

형태로 유지되며 장기 붕괴열을 제거할 수 있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용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 및 평가될 때 원전의 안전성 증진에 기여한다.

III. 검토절차

다음의 절차는 건설허가 검토시에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 요건, 기

준 및 예비 설계가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

용된다. 운영허가 검토시에는 초기 설계기준과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설정되

어 있는 대로 최종설계에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지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운영허

가 검토에서는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하여 운전제한조건과 주기적 감시시험 관점에서 

타당하게 작성되었는가를 확인한다.

아래 설명된 검토의 대부분은 일반적이며 개개의 발전소에 대해 모두 수행되지는 

않는다. 즉, 검토 주관부서의 검토자는 비상노심냉각계통 설계와 변수들을 이전에 검

토된 발전소의 설계내용과 비교하여, 이전 발전소에서는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에 대

해 검토의 대부분을 할애한다. 검토 주관 부서의 검토자는 다음 단계의 절차에 따라,

II절에 제시된 허용기준이 만족되는가를 결정한다. 건설허가, 운영허가 검토시 아래의 

단계들을 적절히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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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중인 계통과 이미 승인된 발전소와의 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미 승인된 

발전소와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설명한 계통이나 설비들이 동일하거나 동등한지

를 확인한다.

2. 배관도면을 검토하여 단일고장이 발생했을 때 계통의 신뢰도를 평가한다. 배관과 

계기도면을 참고하여 기준에서 요구하는 다중성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주요 설계변수(즉, 펌프 유효흡입수두(NPSH), 펌프 수두 대 유량, 축압기 체적과 

압력, 용수저장 체적, 계통 유량 및 압력 등)들을 검토하여, 각각의 부품과 관련된 

설계변수가 운전 요건과 RG 1.82의 권고내용을 만족시키는지를 평가한다.

4. 기계재료분야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배관과 계기 도면을 검토하여, 비상노심냉각

계통의 필수 부품들이 지진범주 I과 안전등급 II(열교환기의 냉각수 쪽은 안전등

급 III로 설계될 수 있다)로 설계되었는가를 확인한다.

5. 냉각재상실사고로 초래되는, 예상되는 기계적 영향, 비산물, 압력, 온도, 습도, 방

사능, 화학적 조건 등을 검토하여, 비상노심냉각계통이 사고 후 조건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밸브 모터의 침수 방지책을 확인해야 한다. 압력, 온

도 등의 영향에 대해서, 비상노심냉각계통 부품의 환경검증을 위한 시험의 근거

가 되는 사고조건이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6. 냉각재상실사고 후 장기냉각단계에서 노심내의 붕산 농도가 석출 농도이하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기준, 해석, 발전소 설비, 운전원 조치 등을 검토한다.

7. 비상노심냉각계통 설계를 검토하여 냉각재상실사고 후 (방사능을 고려하여) 장기

냉각 순환 및 잔열제거를 위한 계통의 보수, 즉 펌프나 밸브의 분해 조립 등을 

위한 설비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 설계를 검토하여 격납건물 재

순환 집수조로 펌프 흡입구가 너무 일찍 전환되어 사고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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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상노심냉각계통에 물을 공급하는 수원의 유효성을 확인하며, 수원의 용량, 위

치, 고장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한다. 수원으로부터 비상노심냉각계통의 펌프까지

의 배관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6.3-1에 따라 평가한다.

9. 비상노심냉각계통 유로를 검토하여 보조기능으로서 비상노심냉각계통 펌프로부터 

다른 안전기기 (즉, 잔열제거계통, 격납건물 살수)로 가는 유량을 결정한다. 검토

자는 잔여유량이, 비상노심냉각계통 유동에 영향을 주는 최악 단일고장에도 불구

하고, 충분한 노심 냉각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10. 비상노심냉각계통 주입배관의 설계를 검토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연결되는 부

위의 격리장치가 타당한가를 확인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저압부분과 원자로 

냉각재 계통사이의 연결부위에 사용된 밸브의 수와 종류를 검토하여 비상노심냉

각계통이 설계압력 이상으로 가압되지 않는가를 평가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이 

설계압력이상으로 가압되지 않음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 정상시 닫혀있는 모터구동밸브와 직렬로 연결된 하나 이상의 역류 방지밸브.

이 모터구동밸브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비상노심냉각계통 설계압력 미

만으로 줄어들 때 안전주입신호에 따라 열리게 된다.

나. 직렬로 연결된 세 개의 역류 방지 밸브

다. 역류방지밸브가 주기적인 누설율 시험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지며, 그 시험

이 최소한 매년 실시될 경우, 직렬 연결된 두개의 역류방지밸브

11. 검토자는 비상노심냉각계통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안전관련 계통을 발견했

을 경우,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가 설계에 반영되었는가를 확인한다.

12. 축압기와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연결하는 배관에 설치된 모터구동 격리밸브들이 고

장으로 격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안전관

련 모터구동 격리밸브들은 최대차압 및 유동조건에서 밸브 개폐, 시트에 대한 성

능평가를 위한 검증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13. 비상노심냉각계통에 설치된 압력방출밸브들의 용량과 설정치를 검토하여, 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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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압방지요건이 만족되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원자로냉각재 계통으로부터의 냉

각재 누설이 축압기 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축압기 방출밸브 용량이 적절한

가를 평가한다.

14. 비상노심냉각계통을 검토하여, 토출관의 기포 형성, 증기로 차 있는 관으로의 물 

유입, 증기기포의 붕괴 등과 같은 이유로, 수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설

비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토출관 상부로 물을 공급하는 계통의 경우, 적절

한 배기 위치와 충수 및 배기 절차를 통해 배관에 기포가 생기지 않는지 확인한

다.

15. 한 부지에 여러 원전이 있는 경우,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어떤 부품이나 설비도 다

른 원전의 비상노심냉각계통과 공유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하고 만일 공유설비가 

있다면, 공유설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을 명

확히 만족함을 확인한다.

16. 검토자는 각 발전 시설 안에 비상노심냉각계통이 타 계통 (냉각재 보충계통, 잔열

제거 계통, 격납건물 냉각계통)과 공유할 때, 그 공유 내용이 공학적 안전설비 요

건을 만족하는지 그리고 그 공유로 말미암아 기기들의 기능이 감소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17. 원자로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부품들이, 비상노심냉각계통

으로부터 누설이 발생했을 때, RG 1.52에 따라 설계된 요오드 필터를 통해 배기

되는 구조물내에 위치하는지 확인한다.

18. 사고 발생에서부터 장기 냉각에 이르는 비상노심냉각계통 운전의 전체 과정을 검

토하여, 수동작동이 최소한으로 요구되고, 수동작동이 필요한 경우 운전원이 조치

하기에 충분한 시간(30분 이상)이 가용함을 확인한다.

19.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단일 능동 혹은 수동부품의 고장시에 장기냉각 용량이 적절

한지 확인한다. 만약 기기냉각수계통과 같은 중간 열전달 계통이 장기 냉각에 사

용될 경우, 그 계통은 내진범주 I과 적절한 안전등급으로 설계 및 건설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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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단일 능동 및 수동고장이 발생해도 그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20. 검토자는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와 함께 다음 사항들을 검토한다.

가. 전력부하의 공급시기를 포함하여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전원 요건들이 직류 및 

교류 모두 소내 비상전원계통 설계와 일관되는지 확인한다.

나. 운전원이 냉각재 유량, 온도, 격납건물 압력 등, 냉각재상실사고 후의 조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제어실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충분한 계기와 제어

설비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유량의 일부가 

다른 공학적 안전설비계통을 지원(Backup)하기 위해 전환될 경우, 운전원이 

주제어실에서 노심 냉각에 적절한 유량이 공급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계측 및 제어 설비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자동작동 그리고 원격작동 밸브가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함을 확인하며, 전력 

트레인의 분리에 손상을 주지 않거나, 요구되는 밸브작동을 방해하지 않는 

적절한 연동장치가 제공되고, 계측과 제어설비가 충분한 다중성을 가지고 있

어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21. 안전성분석보고서의 15장에는 필요한 기능을 만족하는지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능

력을 평가하기 위한 신청자의 해석이 제공된다. 이러한 해석은 검토주관부서에 

의해 안전심사지침 15.6.5절에 기술된 바에 따라, 비상노심냉각계통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검토된다. 그러나, 다음 부분은 비상노심냉각계통 검토자에 의해 검토

된다.

가.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운전이 요구되는 최소의 파단크기가 명시되어야 한다.

즉, 정상 원자로냉각재 보충계통이 유지할 수 있는 원자로냉각재압력과 수위

에 대한 최대의 파단 크기가 결정되어야 한다. 최소의 파단 크기에 대해 비

상노심냉각계통이 작동하고 수행하는 능력이 확인되어야 한다.

나. 냉각재상실사고 해석에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주입 배관 파단을 포함하여, 가

능한 모든 배관 파단이 고려되었음을 확인한다.

다. 냉각재상실사고 해석에 가능한 모든 단일능동고장이 고려되었음을 확인한다.

파단위치와 파단면적에 따라 가장 보수적인 결과를 주는 단일능동고장이 다

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라. 비상노심냉각계통 부품들(즉, 밸브, 펌프, 전원 공급)의 반응시간이 사고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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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정한 지연시간보다 짧은지 확인한다.

마. 비상노심냉각계통이 모든 원자로 운전모드(즉, 전출력, 저출력, 고온대기, 저

온정지, 부분유로격리)에 대해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22. 제안된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가. 수리와 보수로 인해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운전이 불가능한 기간동안 원자로 

운전제한과 제한시간 등과 같은 운전제한조건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안전계

통이 우회되거나, 운전 불가함을 나타내는 방법은 RG 1.47에 따라야 한다.

나. 운전제한조건으로 설정된 운전변수(최소 독물질 농도, 저장된 최소 냉각재량 

등) 값들이 사고해석에서 사용된 값의 범위내에 있음을 확인한다. 설정된 운

전 변수(최소 독물질 농도, 저장된 최소 냉각재량 등)가 해석된 조건의 운전 

제한치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다. 주기적인 감시시험의 주기와 내용이 타당한가를 확인한다.

23. 비상노심냉각계통이 다음에 제시된 바와 같이 종합적인 주기적 가동점검, 압력과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인한다.

가. 검토자는 사고 신호를 받았을 때 계통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능력이 설계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즉, 설계되어진 대로 펌

프와 밸브가 정상 및 비상 전력에서 운전되는지 그리고 발전소 가동중 수압

과 유량이 신청자가 설계한 대로인지 증명해야 한다(주기검사시). 핵연료재

장전을 위해 발전소가 멈추었을 경우, 냉각수를 원자로압력용기로 주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상노심냉각계통을 시험하여야 한다. 비상노심냉

각계통은 주요 부품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압력시험을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

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배관설계에는 펌프와 역류방지밸브의 전유량 시험(최대 

설계 유량)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설계유량과 압력에서 가동

중 펌프 시험을 수행하기가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 최대설계유량에서 전유량

시험을 한 후 해석적으로 이를 설계압력까지 외삽시킬 수 있다.

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은 설계기준차압에서 동 계통의 모터구동밸브를 시험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 설계기준 차압으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밸브 시험 수행이 현실적이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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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설치 전에 설계기준차압으로 품질을 입증하고, 가동중에는 현실적

으로 가능한 최대차압으로 시험할 수 있다.

24. 검토자는 시운전 시험의 검토 주관부서와 협력하여, 특별한 시험 요건에 대해 논

의하고, 비상노심냉각계통에 대해 제안된 시운전 시험 프로그램이 RG 1.68의 의

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25. NUREG-0737의 III.D.1.1에 따라,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하면서 사고 후 방사능 물

질을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관은 누설 제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누설 제어 프로그램에는 주기적인 누설 시험과 비상노심냉각 

계통으로부터의 누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NUREG-0737

의 II.K.3.16에 따라 원자로냉각재계통 방출밸브의 고장을 줄이기 위한 평가방법

이 포함되어야 한다.

26. 비상노심냉각계통의 펌프 손상 방지를 위해,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우회유량 설계

에 있어 다음의 지침을 반영했는지를 확인한다.

가. 비상노심냉각계통 펌프에 제공되는 최소 냉각유량이 모든 조건에서 적절한지

를 확인한다. 이 때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펌프에 체절 수두(dead-heading)가 

초래될 수 있는 우회유량 운전 동안, 발전소 운전이 펌프간의 상호작용을 방

지하도록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나. 우회계통의 설계는 단일고장이 우회유량의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단일고장으로 인해 비상노심냉각계통의 펌프에 냉각수 흐름이 중

지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 펌프 시험을 위해 한 개의 우회회귀배관(miniflow return line)만이 가용한 경

우, 계측기는 우회회귀배관에 설치되어야 한다. 계측기는 펌프 시험기간에 유

량측정을 위해 필수적이며, 펌프의 수력성능 저하를 감시하기 위해 측정된 

펌프 차압과 함께 이 자료를 평가한다.

27. 비상노심냉각계통이 부분충수운전 중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재고량을 보충할 수 

있는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평가한다.

가. 정지냉각계통(잔열제거계통)외에,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재고량을 보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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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소한 두 개의 가용하고 운전 가능한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방법

에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최소 한 개의 고압펌프에 의한 보충수 주입이 포

함되어야 한다.

나. 각각의 방법에 의해 공급되는 보충수량은 노심 노출을 방지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다. 붕괴열 제거 수단이 상실되는 사고에 이들 계통을 이용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야 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어떤 개방이 있기 전에는 냉각수가 원자로 용

기를 우회하지 않도록 공급 유로가 결정되어야 한다.

28. 검토자는 기계재료분야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연결된 비격

리 배관에 예기치 않은 열응력이 발생할 수 있는 온도 구배가 없도록 설계되었

는가를 확인한다. 이 때 비상노심냉각계통 배관 배열에 잠재적인 열성층, 열교반

(thermal cycling), 열피로 등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있는 배

관이 발견된다면, 이런 문제가 예기치 않은 열응력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가를 검토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는 비상노심냉각

계통의 배열을 중점 검토한다. 응력해석과 응력계산결과가 ASME 코드를 만족시

키는가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3.9.3절의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와 계산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은 배관, 밸브, 펌프, 열 교환기, 계측 제어 등 냉각재상실사고 후 

노심으로부터 열제거에 사용되는 부품들로 구성된다. (발전소 이름)발전소에 대한 비상

노심냉각계통 검토 범위는 배관 및 계측기 도면, 기기 도면, 고장형태 및 영향 분석,

기본 부품에 대한 설계사양 등을 포함한다. 검토에는 신청자가 비상노심냉각계통에 대

해 설정한 설계 요건과 설계 기준, 그리고 설계가 그런 요건과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

음을 확인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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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비상노심냉각계통 설계가 허용될 수 있으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28조, 제30조, 제41조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의 요건을 만족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 결론은 다음 사항에 근거를 둔다.

1. 신청자는 비안전계통의 내진설계에 관해서 혹은 RG 1.29 C.2에 의해 비상노심냉

각계통에 악영향을 끼칠 부분에 관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2. 신청자는 유동 불안정과 부하(즉, 수격현상)와 관련된 동적 효과에 대해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3. 신청자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간의 공유에 관해서, 이러한 공유가 한 발전소에

서 사고가 발생하고 나머지 발전소는 순차적으로 정지되고 냉각되는 상황에서도,

비상노심냉각계통이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4. 신청자는 예상운전과도에서 정해진 허용연료손상한계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설

계조건이 초과되지 않고, 가상사고 시 노심이 냉각되고 중요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과 성능이 있음을 보임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5. 신청자는 가상사고시 고착 제어봉에 대해 적절한 여유도를 가지며 노심 냉각기

능을 유지하는 복합 반응도 제어능력을 보임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요건을 만족시켰으며, RG 1.47의 지침을 만족시켰다.

6. 신청자는 RG 1.82의 권고사항에 따라 다중의 안전등급 계통을 설치하여 비상노

심냉각계통에 충분한 냉각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30조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7. 신청자는 계통의 중요 부품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비상노심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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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통을 설계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8. 신청자는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계통운전에 필요한 전체 운전 경위를 포함한, 계

통의 운전성을 시험할 수 있게 비상노심냉각계통을 설계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9. 신청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과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7.1.2에서 규정하는 평가

모델 또는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7.1.1의 평가 모델과 관련된 비상노

심냉각계통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신청자는 승인된 평가모델을 이용하여,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설계가 최대 피복재 온도, 최대 피복재 산화, 최대 수소 생

성량, 냉각 가능한 형상, 장기냉각 요건을 만족시켰다.

10. 신청자는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하며, 사고 후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거나 또는 포

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누설 감시와 제어가 가능하도록 비상노심냉각계통을 

설계함으로써 NUREG-0737의 III.D.1.1항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NUREG-0737

III.D.1.1항의 요건은 10 CFR 50.34(f)에 영향받는 신청자의 경우 따라야 할 10

CFR 50.34(f)(2)(xxvi)의 요건과 동등하다.

11. 신청자는 원자로냉각재계통 방출밸브의 고장을 줄이기 위한 평가방법을 제공함으

로써 NUREG-0737의 Task Action Plan Item II.K.3.16항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NUREG-0737의 Task Action Plan Item II.K.3.16항의 요건은 10 CFR 50.34(f)에 

영향받는 신청자의 경우 따라야 할 10 CFR 50.34(f)(1)(vi)의 요건과 동등하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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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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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경보장치 등"

9.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1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

한 기준”

1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7.1.1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의 보수적 평가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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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4절  주제어실 상주보장 설비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총괄), 기계재료분야, 방사선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주제어실 환기계통, 제어건물의 배치 및 구조

가 사고 시 방출되는 독성물질과 방사성 기체로부터 발전소 운전원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또 다른 목적은 사고 시 주제어실이 기술지원본부의 요원이 안전

하게 운전할 수 있는 대용설비(Backup)로서 유지될 수 있는가를 보증하는 것이다. 이

러한 목적들의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한다.

1. 주제어실 비상환기계통 작동(영향을 미치는)구역 내에 사고 시 접근이 요구되는 

모든 필수지역(주제어실, 주방, 위생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접근이 요구되지 

않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제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비치된(Self-contained) 호흡장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CO2 농도가 초과되기 전까

지 주제어실이 격리될 수 있는 시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용가능한 사람의 수로 

주제어실의 용적을 검토한다.

3. 설계기준 방출을 가정하여 주제어실에 축적되는 방사성 또는 독성 기체 분석을 

위한 입력자료로 이용되는 유량률 및 여과기 효율을 결정하기 위해 주제어실 환

기계통 배치와 기능 설계를 검토한다. 계통의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기본적 

결함을 조사한다. 또한 계통 운전 및 절차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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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기 중 유해물질의 유출 지점에 대하여 주제어실의 물리적 위치를 검토한다. 복

도나 환기덕트로부터 공기중 물질이 주제어실로 유입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건물의 배치를 검토한다.

5. 주제어실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과 차폐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콘크리트 구

조물에 의한 방사선 차폐를 분석한다. 문이나 설비의 틈새로부터 흘러나오는 방

사선이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어 건물의 배치를 점검한다.

6. 방사선 피폭선량과 독성 기체의 농도를 결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주제어실 상주설비와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

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안전심사지침 6.5.1절 검토 주관부서인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비상예비환기계

통 및 주제어실 환기계통의 요오드 제거 효율을 검토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15.6.5.1절 검토 주관부서인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설계기준사고 시 주제어실 

외부의 방사선 준위를 결정한다.

2. 안전심사지침 9.4.1절 검토 주관부서인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주제어실 환기계

통의 설계를 검토하고, 안전심사지침 9.5.1절 검토 주관부서인 기계재료분야 담당

부서는 CO2 또는 화재 진압 물질(Firefighting Material)의 저장 및 보관위치를 검

토한다.

3. 안전심사지침 2.2.1과 2.2.2절 검토 주관부서인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잠재적인 

유독성 기체에 대해 평가하며, 유독성 기체의 생성 및 위치, 주제어실 건물 근처

에서 예상되는 농도, 운송 사고시 누출 확률 평가 등을 주관부서에 제공한다. 또

한 안전심사지침 2.3.4 및 2.3.5절에 대한 검토 주관부서인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는 공기로 인한 오염의 확산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공한다.



제6.4절     개정 5 - 2018. 12- 3 -

4. 안전심사지침 12.1~12.5절 검토 주관부서인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방사선 방호 

및 피폭에 대해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주제어실 상주성 보장설비의 설계는 다음의 규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독성 기체방출 효과를 포함하여, 가상사고의 영향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 두 개 이상의 호

기에 대해 하나의 주제어실을 갖춘 설비에 대해서 이런 공유가 어느 하나의 호기

에서 발생한 사고시 나머지 호기들에 대한 순차적인 원자로 정지와 냉각을 포함

한 안전기능 수행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 사고시 방사

선과 유독성 기체에 대해 적절한 방호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주제어실이 안전하고 

상주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4. 10 CFR 50.34(f)(2)(xxviii) : 10 CFR 50.34(f)에 따른 신청자의 경우 특정한 주제어

실 상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가 및 설계 규정.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 규제요건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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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

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주제어실 비상구역

주제어실 비상구역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가. 발전소 안전정지를 위해 필요한 계측 및 제어(필수 참고문서를 구비해야 함)

나. 전산실(비상대응계획의 구성요소로 사용될 경우)

다. 교대감독자 사무실

라. 운전원 세면실 및 주방

마. 주제어실 비상구역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196과 RG 1.197의 지침을 

따라야 함

2. 환기계통 기준

환기계통에는 다음의 설비들을 포함해야 한다.

가. 인접구역이나 외부로부터 제어 구역을 격리시키는데 사용되는 격리댐퍼는 누설

방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낮은 누설을 갖는 댐퍼나 밸브를 사용함으로써 달

성될 수 있다. 누설방지의 정도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나. 능동기기(Active component)의 단일고장이 계통의 기능상실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주제어실 비상여과 트레인의 모든 기기를 능동기기로 고려한다. 밸브나 

댐퍼의 보수와 관련한 기준은 부록 6.4-1을 참조한다.

3. 가압계통

방사선 비상시 주제어실의 압력을 유지시키는 환기계통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시간당 0.5 이상의 체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압률을 가진 계통에 대해서

는 보충압력이 설계치의 ±10% 이내임을 주기적(18개월)으로 확인해야 한다. 발

전소 건설중 또는 주제어실을 정(+)압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변경 후에 설계값으로 주제어실에 공기를 보충하는 동안 모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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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공간에 비해 주제어실 비상구역이 적어도 사고해석에서 사용된 값으로 가압

됨을 증명하는 측정을 수행해야 한다.

나. 시간당 0.5 미만 0.25이상의 체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압률을 가진 계통에 

대해서는 위의 “가”에서 제시된 것과 동일한 시험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건설

허가심사시 설계값으로 주제어실에 공기를 보충하는 동안 시험된 차압이 유지 

가능함을 입증하는 분석(계획중인 누설방지 설계 특성에 근거하여)이 제공되어

야 한다.

다. 시간당 0.25 미만의 체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압률을 가진 계통에 대해서

는 위의 “나”에서 제시된 것과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다만 주제어실에 대한 

주기적 압력 확인은 제외된다.

4. 비상예비환기계통

이 계통의 요오드 제거와 관련해서는 RG 1.52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계통은 

ASME Code AG-1, "Code on Nuclear Air and Gas Treatment"와 AG-1a-92

Addenda를 따라야 한다. 염소(Chlorine) 또는 기타 독성 기체의 방출로부터 주제어

실 요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은 아래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RG 1.78에 기술되

어 있다.

5. 선원 및 주제어실의 상대적 위치

주제어실의 입구는 방사성 물질 및 유독성 기체의 가상방출지점을 고려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 방사선원 및 유독성 기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방사선원

일반적으로 주제어실 환기입구는 주요 방출 가능지점으로부터 수평으로 31m

(100ft), 수직으로 16m(50ft)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최소 거리는 선

량분석에 따른다.

나. 유독성 기체

유독성 기체와 주제어실 사이의 최소거리는 문제가 되는 기체의 형태와 양, 용기

의 크기, 이용 가능한 주제어실 보호설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주제어실 상주설비 

계통의 허용기준은 일반적인 유독성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RG 1.78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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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사선 위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어떠한 가상 설계기준사고

시에도 주제어실 근무자 개인의 피폭선량은 유효선량 50mSv 및 수정체 등가선량 

150mSv, 손·발 및 피부 등가선량 500mSv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전신에 대한 감마 

선량은 모든 방사선원으로 인한 피부 직접 피폭과 주제어실 내외부의 공기중 방사

선에 의한 피폭으로 구성된다.

또한, 비상구역 방사선 방호 설비 평가를 위한 다음의 선량지침을 만족해야 한다.

전신 감마     :

갑상선        :

베타피부선량  :

50mSv (5rem)

300mSv (30rem)

300mSv (30rem)*1

＊1 전신 감마선량, 갑상선 선량, 피부 베타선량들은 10 CFR 20의 개정판 (1991. 5.
21)에서 사용된 ICRP 26의 권고치에 따른다.

RG 1.196과 함께 RG 1.195를 따르는 가동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비상구역 방사선 

방호 설비 평가를 위한 선량지침은 다음과 같이 완화된다.

전신 감마     :

갑상선        :

베타피부선량  :

50mSv (5rem)

500mSv (50rem)*1

500mSv (50rem)*1,*2

＊2 신청자가 중대한 방사선 방출시에만 사용을 약속한다면, 특별한 보호의복과 눈 
보호 장구에 의한 베타 방사선 차폐를 허용한다. 그러나, 보호의복을 사용하더
라도 보호되지 못하는 피부의 피폭선량 계산값이 750mSv (75re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피부와 갑상선에 대한 선량 수준은 가상 설계기준사고 조건에서 
주제어실 운전원 보호를 위한 설계 조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용도로만 사용
되어야 하며, 비상시 허용피폭량으로 잘못 이해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인용
된 선량 수준은 제어가능한 발전소 환경하에서 사용되기 위해 유도된 것이며,
10 CFR 100의 기준값과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 대중에 대한 피폭 평가
에 사용되는 계산상의 보수적인 가정값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7. 유독성 기체 위험

보호조치피폭(2분 이내), 단기피폭(2분에서 1시간 사이), 장기피폭(1시간 이상)의 세 

가지 피폭범주로 구분된다. 생리학적 영향은 유독성 기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음

의 일반적인 제한이 지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피폭. 으로 인한 만성적인 영향이 

없어야 한다. 급성 영향은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보유한 호흡장비의 사용을 제외한 



제6.4절     개정 5 - 2018. 12- 7 -

다른 수단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단시간 내에(수 분 이내) 회복되어야 한다.

기체와 후속 보호조치에 의한 방해가 최소화되면서 운전원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 근거하여 허용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 세 가지 범주

에 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가. 보호조치 제한치(2분 미만)

운전원이 호흡장비를 착용한 후 금방 회복되는 것을 보증하는 제한치를 사용

한다. 이 제한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0분에서 2분까지, 농도는 선

형적으로 증가하여 2분만에 제한치에 도달한다는 가정을 적용한다.

나. 단기 제한치(2분에서 1시간까지)

운전원이 1시간의 피폭으로 무력화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제한치를 사용한다.

다. 장기 제한치(1시간 이상)

직업상 피폭(주 40시간 근무) 제한치를 사용한다.

보호조치 제한치는 운전원이 자체보유 호흡장비를 착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대

해서 비상구역 보호조항들의 허용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사용된다. 다른 제한치들은 

농도가 현장의 호흡장비로 대처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며, 또한 비

상구역을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충분히 격리할 수 있을 정도의 유독성 수준

일 경우에도 사용된다. 주제어실 요원(최소한 5명)을 위한 자체보유 호흡장비는 바

로 곁에 있어야 한다. 소외 가까운 곳으로부터 무제한으로 보충될 수 있는 것을 포

함하여 소내에 저장된 공기(6시간 지탱)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제한치의 

예로서 염소 가스에 대한 3단계의 준위는 다음과 같으며, RG 1.78에 다른 유독성 

기체에 대한 보호조치 준위가 부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보호조치  :

단    기  :

장    기  :

체적으로 15ppm

체적으로  4ppm

체적으로  1ppm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특정 경우에 대해 본 검토절차에 기술된 절차의 일부를 선정하여 중점검

토를 수행한다. 이러한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하며, 허용기준을 

벗어난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앞서의 II에서 규정한 규제요건에 따라 

허용가능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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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어실 비상구역

검토자는 주제어실 비상구역으로 허용기준 II.1절에서 밝힌 구역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비상구역은 운전원이 거주하는데 필요한 공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축전지실, 전선 포설(Cable spreading)실, 또는 설계기준사고이후 연속적이거나 빈

번한 출입이 요구되지 않는 공간들은 비상구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

들을 비상구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비상구역으로 연기나 유독성 기체가 유입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비상구역으로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을 높여서 오염 배제를 

위한 환기계통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비상구역은 이 구역에 포함되는 지역들

이 서로 인접한 상태에서 같은 층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주제어실 요원 수용 용량

방사선 및 유독성 기체로부터의 방호를 위해 외부공기로부터 완전히 격리될 수 있

도록 설계된 주제어실에 대해 이산화탄소의 축적이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는지 

검토한다. 2,830m3(100,000ft3)의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는 주제어실에 5명의 인원을 

최소한 6일간 생존시킬 수 있다. 따라서 격리된 비상구역에 이산화탄소가 축적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환기계통 배치 및 기능설계

검토자는 주제어실 선량계산에 사용되는 적절한 변수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주제어

실 환기계통을 검토한다. 주제어실 환기계통설계와 성능은 안전심사지침 9.4.1절에 

따라 평가된다. 검토자는 RG 1.52와 ASME Code AG-1 및 AG-1a-92를 이용하여 

계통을 평가한다. 검토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된 계통의 형태가 결정되며 다음의 방호 조항들이 적용된다.

1) 환기계통 송풍기에 의해 유입되는 공기가 여과되면서 정(+)압이 유지되는 구

역격리

이러한 설비는 높은 굴뚝을 가진 발전소에 주로 해당된다. 공기 흐름률은 

190~1,900 l/s (400~4,000 ft3/min)이다.

2) 재순환되는 공기가 여과되는 구역격리

이런 설비는 천장 환기가 있는 발전소에 해당된다. 재순환률은 950~14,200

l/s (2,000~30,000 ft3/mi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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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순환 공기가 여과되면서 정압이 유지되는 구역격리

이러한 설비는 위의 2)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정압 조항이 추가된다.

4) 비상구역에 대한 이중 공기 흡입구

이런 설비는 유독성 및 방사성 기체의 잠재적 원천(Source)의 반대쪽 바깥에 

두 개의 흡입구가 멀리 떨어져서 위치한다. 이런 배열은 극단적으로 바람이 

없는 조건을 제외하고는 최소한 하나의 흡입구가 오염되지 않음을 보증한

다. 오염되지 않은 흡입구로부터 보충되는 공기는 비상구역내를 정압으로 

유지하며 동시에 오염된 공기의 유입을 최소화한다.

5) 저장된 공기를 일정 기간 동안 공급

이러한 설비에서는 압축된 공기 저장고로부터 약 1시간동안 190~290 l/s

(400~600 ft3/min)로 공기가 공급되어 다른 공기의 유입을 막는다. 이것은 

설계기준사고 발생후 1시간 이내에 대기압보다 내부압력이 낮아지는 격납

건물을 가진 계통에서 사용된다.

나. 방사선학적 선량모델을 위한 입력변수가 결정된다.

변수는 비상구역 체적, 여과기 효율, 여과된 보충공기의 유량률, 여과되지 않은 

공기의 유입, 여과된 재순환 공기의 유량률 등이다.

다. 환기계통 기기와 계통의 배치도가 검토된다. 검토자는 환기계통이 안전심사지

침 9.4.1절의 다른 안전요건들 뿐만 아니라 단일고장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한

다. 댐퍼나 송풍기의 기능상실은 매우 중요하다. 송풍기의 상단 흐름쪽의 격리

댐퍼 기능이 상실되더라도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주제어실로 너무 많이 유입되

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얼마나 유입되어도 견

딜만한지는 방사선량 및 유독성 기체 분석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라. 다음의 내용들이 특정한 계통의 형태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12 참조).

1) 여과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정압이 유지되는 구역격리

이러한 계통은 요오드를 방호하는데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검토

자는 RG 1.52에 따라서 설치, 유지, 운전되는 여과기의 요오드 방호계수

(Iodine protection factor; IPF, 시간에 따라 적분된 외부의 요오드 농도를 시

간에 따라 적분된 비상구역의 요오드 농도로 나눈 값으로 정의됨)로서 20～
100을 허용한다. IPF가 100이 되기 위해서는 두터운 층을 갖는 여과기를 요

구한다. 이러한 계통은 선원이 흡입구와 같은 층에 위치하면서 멀리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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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충분히 요오드 농도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높은 굴

뚝(약 100m)을 갖는 발전소가 이런 계통을 설치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를 만족시킬 것이다.

2) 재순환 공기가 여과되는 구역격리

이러한 계통은 관류형 여과기를 가진 계통보다 요오드 제거에 있어서 유리

하다. 20~150의 IPF값을 가질 수 있다. 격납건물 천정 부위에 통풍구가 있는 

발전소의 경우 일반적인 설계이다. 재순환률이 2,400 l/s (5,000 ft3/min)이고 

여과기 효율이 95%인 계통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여과되지 않은 유입률  l/s (ft3/min) IPF**

100 (200)

50 (100)

24 ( 50)

12 ( 25)

25

49

96

191

** 표시된 구간 내에서 IPF는 재순환 유입률과 효율의 곱에 비례한다.

여과되지 않은 공기 유입률은 보수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계산 또는 측정

된 총 누설량이 유입률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며, 이 유입률은 가상사고의 방

사선학적 영향을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유입률은 RG 1.197의 지침에 따라 결

정된다.

발전소 비상계획이나 절차서에서 요구하는 출입구 개폐에 따른 영향을 추가

함으로써 비여과 공기 유입률은 증가된다. 일반적으로 5 l/s (10 ft3/min)를 

추가한다.

3) 재순환 공기가 여과되며 정압이 유지되는 구역격리

이 계통은 본질적으로 위의 2) 계통과 동일하다. 그러나 또 하나의 운전모드

가 가능하다. 가압을 위한 공기보충이 허용된다. 보충되는 공기는 비상구역

에 유입되기 전에 여과된다. 비상구역이 가압되지 않을 때 발생할 것으로 가

정하는 여과되지 않은 공기의 유입이 가압함으로써 감소된다. 여과기 송풍기

의 용량으로 2,400 l/s (5,000 ft3/min), 여과기 효율을 95%로 가정할 때 IPF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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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공기
[l/s(ft3/min)]

재순환공기
[l/s(ft3/min)]

IPF (비여과 공기 
유입이 없는 경우)

IPF*** (비여과 공기 
유입이 있는 경우)

190 ( 400)

350 ( 750)

470 (1000)

2200 (4600)

2000 (4250)

1900 (4000)

238

128

96

159

101

80

*** 일반적으로 보수성을 위해 5 l/s (10 ft3/min)의 유입을 가정한다. 이 

유량은 신청자가 역류(주로 유입이나 유출로 인해 발생)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증한다면 감소 또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두 개

의 문이 달린 전실(Vestibule, 前室)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설비가 구비

되었음을 의미한다.

운전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다.

가) 순차적인 수동 가압 조정에 의한 자동격리

나) 즉각적인 자동 가압에 의한 자동격리

첫 번째 경우는 외부의 송이형태 방출(퍼프 방출)에 대해 유리하다. 단순히 

격리만 하는 것은 여과되지 않는 불활성 기체의 축적을 지속시키며, 염소가 

방출되었을 경우 여과기에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을 막아준다. 반면에, 두 번

째 경우는 사고가 감지되는 즉시 여과되지 않은 유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을 보증한다. 이 방법은 비상구역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경로가 주로 건

물 내부일 경우에 유리하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를 만족한다는 조건하에서, 유독성 기체 방출 시에는 가)의 방법이 사용되어

야 하며 방사능 누출의 경우는 가)와 나)의 방법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수동격리의 경우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연시간 (예를 들면 선량계산의 경우 

20분)을 가정해야 한다.

4) 비상구역에 공기 흡입구 이중 설치

몇몇 발전소에서 이 개념을 적용하였다. 이중 흡입구 개념은 하나의 흡입구

가 항상 오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흡입구가 위치하는가에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 흡입구의 오염여부는 건물에 의한 공기흐름의 변화 효과, 지형, 바람의 

정체 또는 역류 등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예를 들면, 흡입구가 발전소 구

조물의 정반대 지역에 위치할 경우 (즉, 하나는 북쪽 끝에 있고, 나머지 하

나는 남쪽 끝에 있는 경우) 낮은 확률이지만 동일한 지점의 오염원에 의해 

양쪽이 모두 오염될 수 있다. 안전심사지침 2.3.4절에 이중 흡입구 계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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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기확산인자(χ/Q) 평가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어있다.

공기통로의 손상은 계통의 운전원 보호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으

므로 내진범주 I급이어야 하며 토네이도나 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댐퍼의 수나 위치도 단일기기 고장을 가정할 때 각각의 흡입구의 유량

과 격리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댐퍼의 보수에 대한 

대안은 부록 6.4-1 참조). 흡입구의 위치에 대한 검토시 발전소 보안을 위한 

울타리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5) 저장된 공기가 제한된 시간동안 공급

어떤 발전소의 설계는 설계기준사고가 발생한 후 한 시간 이내에 격납건물

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진다. 이는 일반적으로 한 시간 이후에는 격납건

물로부터 심각한 방사성 물질 방출이 없다는 것을 보증한다. 이러한 설계에 

있어서는 저장된 공기를 공급함으로써 주제어실을 대기압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150～300 l/s (300～600 ft3/min) 정도의 정격 유량이 주제어

실을 최소한 수압 3.2mm(1/8인치)로 가압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주기적 시

험이 요구된다. 단일고장에 의한 한 부분의 기능상실을 고려하여 이 계통은 

여러 개의 독립된 회로로 구성되어야 한다. 장기간의 사고시를 대비하여 다

중성이 아닌 최소한 하나의 관류형 여과계통이 대기(Standby) 상태로 마련

되어야 한다.

압축공기용기는 토네이도 비산물이나 내부에서 발생한 비산물로부터 보호되

어야 하며, 고장이 나더라도 필수계통에 손상을 주거나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4. 공기여과계통

검토주관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5.1절에 따라 공기여과계통의 요오드 제거 효율을 

평가하고, 얼마나 믿을만한지 결정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여과계통에 대해 제안된 

시험 방법을 평가하며, RG 1.52에서 적합한 지침을 적용한다.

5. 선원과 주제어실의 상대적 위치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2.2.1~2.2.2절에 따라 모든 유독성 및 위험

한 기체의 잠재적 선원을 확인하며, 주제어실 상주성 분석에 사용되는 유독성 기체 

평가결과를 검토주관부서에 제공한다. 방사선원, 염소와 같은 유독성 기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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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실 인접구역의 제한된 구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기체의 세 가지 범주

로 선원을 구분할 수 있다.

가. 방사선원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에서 안전심사지침 15.6.5.1절에 따라 검토하여 결정한 

LOCA시 선원이 주제어실 외부의 방사선 준위 평가에 사용된다. 주제어실 상주

성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발전소 내부 오염경로를 조사한다. 기타 

설계기준사고를 검토하여 LOCA보다 위험한지를 판단한다. 필요하다면 의심되

는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추가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나. 유독성 기체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가상사고로 인한 방출시 발전소 운전원을 위협할 수 

있는, 부지 주변에 저장되어 있는 유독성 물질을 확인하고 검토한다. 이들 유독

성 물질의 양이나 위치에 대해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한 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은 RG 1.78에 기술되어 있다. 또한, 여기에는 위험도와 상태를 분

석하는 방법과 위험이 너무 크다고 밝혀졌을 때 수립되는 다양한 보호조치가 

기술되어 있다. 염소의 경우 RG 1.78에 허용 가능한 보호조치가 제시되어 있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비상구역 환기계통에 대해서 다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설비

가 요구된다.

1) 신속히 작동하는 유독성 기체 감지기

2) 자동 비상구역 격리

3) 비상구역 누설 차단

4) 제한적인 깨끗한 공기 보충률

5) 호흡장비 및 이와 관련한 저장공기 공급

개별 경우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은 문제가 되는 유독성 기체와 특정 환기계통

의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

다. 제한구역(Confined area) 방출

제어건물 내부나 인접하여 연결되어 있는 건물에서의 방사선원 또는 유독성 기

체와 관련하여 제어건물의 배치도를 조사한다. 이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CO2나 여타의 화재 진압 물질의 저장 장소는 비상구역으로 상당한 양의 기

체가 유입될 가능성이 없는 곳이라야 한다. 이 검토는 기계재료분야 담당부

서와 협조하에 수행된다.

2) 비상구역과 인접한 환기구역은 비상구역으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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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건물 내부에서 고장날 경우 심각한 압력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가압된 

기기 및 배관(예를 들면, 주증기관이나 터빈 등)은 다중 출입구를 갖는 전실

(前室)(multiple door vestibules) 이나 이에 상응하는 심층방어에 의해서 비

상구역과 분리되어야 한다.

6. 방사선 차폐

주제어실 요원뿐만 아니라 다른 발전소 근무자도 정상 운전과 관련한 방사선원으

로부터 차폐와 거리 유지를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 정상운전 조건에서 방사선으로

부터 보호하는 방법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방사선분야 담당부서에서 검토한다. 이때

의 방사선 차폐(비산물로부터 보호도 포함)는 설계기준사고로 인한 방사선원으로부

터도 상당부분 보호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최소한 46cm (18인치)의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주제어실 벽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경우, 설계기준

사고로 인한 외부 방사선원은 미미한 수준으로 약화된다. 그렇지만 주제어실 방사

선 차폐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방사선분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 주제어실 구조경계

벽과 천장 및 바닥의 재료와 두께를 검토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46～
61cm (18인치~2피트)의 콘크리트나 이에 상응하면 적합하다.

나. 방사선 흐름

주제어실의 구조경계를 통로(예를 들면 문, 덕트, 계단 등)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사고시 선원으로부터 방사선 흐름의 가능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필요하다

고 판단되면 정량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 내부 선원에 대한 방사선 차폐

주제어실 내부에서 선원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방호 수단이 검토되어야 한

다. 이런 범주에 속하는 전형적인 선원으로는 오염된 여과기 트레인, 주제어실

에 인접한 곳의 공기중 방사능 등이 있다. 위의 항목들과 관련해서는, 점 선원,

선 선원, 또는 체적 선원에 대해서 참고문헌 15와 16에 제시되어 있는 바처럼 

단순화 분석모델을 사용하여 방사선 차폐의 효과가 평가되어야 한다. 좀더 상세

한 분석이 필요하다면 방사선분야 담당부서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완전성과 분

석방법 및 가정의 관점에서 위의 사항들에 대한 신청자의 적용 정도를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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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7. 독립적 분석 수행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따라 신청자는 주제어실 운전원

에 대한 선량을 계산해야 한다. 또한 주제어실 상주성 계통 설계의 다양성과 평가

시 개입된 공학적 판단 때문에 검토자는 독립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RG

1.195에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여 설계기준사고시 선원항과 선량을 계산한다. 선원

항은 각 설계기준사고시 저인구지역에서의 선량에 대한 독립적 분석으로 결정된다.

계산된 선량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지침과 비교된다.

지침의 값을 초과하면 신청자는 계통을 개선해야 한다. 만약 다른 설계기준사고가 

LOCA보다 같거나 높은 선량을 초래할 경우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사고의 최

종결과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와 비교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와 계산(적용가능한 경우)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그러한 결론에 대한 근거를 언

급한다.

검토자는 주제어실 환기계통의 설계와 예상되는 성능이 허용가능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6조, 제25조 및 10 CFR 50.34(f)(2)(xxviii)를 만

족한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결론은 주제어실 상주성 계통에 대한 검토 및 평가결과가 RG 1.52, 1.78,

1.195, 1.196, 1.197의 규제입장을 만족한다는 것에 근거한다.

유독성 기체에 대해 특별한 보호 규정이 필요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또는 이에 

상응하게 기술한다.

주제어실 상주성이 RG 1.78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평가되었다. 안전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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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절에 기술된 바처럼 소외 화학물질의 운송이나 저장이 발전소 안전성에 

위협이 될 정도로 인접해 있지는 않다. RG 1.78을 근거로 할 때,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소내 화학물질은 없다. 차아염소산나트륨 제거 계통 (sodium

hypochlorite biocide system)이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염소에 의한 소내 위험은 

무시된다. 따라서 유독성 기체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은 요구되지 않는다. 연기

로 인한 위험 발생의 경우 주제어실 상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전소 비상계획 및 

절차서의 규정에 따라서, 자체적인 호흡장비가 구비되어 있다.

만약 유독성 기체에 대해 특별한 보호 규정이 요구된다면 RG 1.78의 지침을 따르

거나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이러한 RG에 대한 규제입장을 만족시키는데 있어서 10 CFR 50.34(f)(2)(xxviii) 에 

따라서 주제어실 운전원을 적절하게 보호하며 상주성이 보장되도록 주제어실이 

유지됨을 신청자가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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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5.1절  공학적 안전설비 공기정화계통

검토주관 :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검토협조 : 기계재료, 안전해석분야

본 절에서는 사고후 환경조건에서 핵분열생성물 제거를 위한 공학적 안전설비

(Engineered Safety Feature; ESF) 공기정화(Air Cleanup)계통을 검토한다. ESF 공기정

화계통으로는 핵연료 취급건물, 제어실, 그리고 공학적 안전설비 기기 설치 구역에 대

한 비상(또는 사고 후)공기정화계통 등이 있다.

건설허가심사 단계에서 검토주관부서는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토대로 아래 

분야에 대해 검토한다. 운영허가심사 단계에서는 이들 분야에 대해서 건설허가 단계에

서 승인된 설계내용을 확인하고 운영기술지침서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공기정화계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계통설계, 설계 목적 및 설계기준.

검토주관부서는 계통의 여과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통 접속부 또는 잠재

적 우회경로 등의 요소와 운전 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각 공기정화계통에 포함되

는 기기와 각 계통의 지진설계기준에 대해서 검토한다. 공기정화계통의 다중성과 

다중 트레인의 물리적 격리 그리고 각 트레인의 공기유량, 고성능입자공기여과기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 및 활성탄흡착기 등의 설계기준에 대해 

검토한다.

2. 환경적 설계기준, 설계압력 및 차압, 상대습도, 최고 및 최저 온도, 방사선원항.

3. 가열기와 습분분리기(Demister) 그리고 전단여과기(Prefilter)와 후단여과기(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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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 고성능입자공기여과기(HEPA Filter) 및 활성탄흡착기 등에 대한 기기 설

계기준과 검증요건 그리고 적격 판정을 위한 검증시험.

여과기와 흡착기의 설치 구조 및 공기정화기와 흡착기 하우징(Housing) 그리고 

배수, 기체상 요오드 제거용 흡착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흡착제의 물리

적 성질 그리고 공기정화기 내의  흡착기 부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등에 

대한 설계요건, 흡착기 부분의 설계온도 초과 방지 및 습도조절 대책과 계통 송

풍기, 덕트와  하우징 등에 대한 설계기준을 검토한다.

4. 운전 및 보수를 용이하게 해주는 장비와 설비에 반영된 설계조항.

공기정화기 하우징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설계, 기기 간 간격, 여과기 부품들의 

배치 및 고정, 동일 뱅크 내 여과기 요소들 간의 간격, 시험용 검사구 및 매니폴

더 설계, 공기정화기 하우징의 적절한 조명을 위한 설비 등에 대해 검토한다.

5. 공기정화기로 유입되는 공기유량시험, 고성능입자공기여과기로 들어가는 공기흐

름의 분포에 대한 현장시험, 공기-에어로졸혼합균일성시험, 고성능입자공기여과기 

부분에 대한 DOP(Dioctyl Phthalate)누설시험, 활성탄 흡착기 부분에 대한 기체 

할로겐 탄화수소의 누설 시험 등에 대한 설계기준을 검토한다.

6. 활성탄소흡착제에 대한 실험실 흡착효율시험 기준, 적격 검증시험 및 흡착제 제

조 가마당 수행하는 흡착효율시험(Batch Test), 수명기간 동안의 계통 흡착제 흡

착효율 측정을 위한 흡착제 시료 채취설비(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현장시험

과 실험실 시험 각각에 대한 설비 및 조건(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을 검토한

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공학적 안전설비 공기정화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

계분야 담당 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2.3절에 따라 격납건물 사고완화 계통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6.4, 6.5.2~6.5.5, 15.1.5, 15.4.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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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15.6.5, 15.7.4, 15.7.5에 따라 가상사고로 인한 피폭선량 계산을 책임진다.

요구가 있을 경우,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가 공기정화계통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

를 내릴 수 있도록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사고조건하에서 모든 요오드 동위원

소의 여과기부하(load)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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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에 따라 안전정지지진(Safe Shutdown Earthquake ; SSE), 가능최대홍수

(Probable Maximum Flood ; PMF), 토네이도 비산물 등의 자연현상으로부터 이

들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하우징과 지지계통 

(Supporting Systems)의 성능평가에 사용되는 설계분석, 절차, 기준 등에 대한 허

용여부를 결정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과 3.2.2절에 따라 계통기기의 지진등

급 및 품질등급 분류에 대한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9.4.1절에 

따라 주제어실 환기계통, 안전심사지침 9.4.2절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환

기계통, 안전심사지침 9.4.3절에 따라 보조건물 및 방사성폐기물 구역 환기계통,

안전심사지침 9.4.5절에 따라 공학적 안전설비 하우징 구역에 대한 환기계통을 검

토한다.

4.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따라 품질보증 분야에 대해 검토 

및 조정의 책임을 진다.

5.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7.3과 7.5절에 따라 계측관련 분야에 대한 

검토를 책임진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따라 공기정화계통과 관련된 필수

전원 또는 전기제어 케이블을 검토한다.

6.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8.2절에 따라 전력공급과 전력분배계통에 

대한 검토를 책임진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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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사고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함으로써 가상사고의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공기정화계통 설치가 요구된다. 공기정화계통에 대한 허용기준은 다음의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사고 및 냉각

재상실사고 시 주제어실에 대한 방사선 방호설비 및 환기설비를 통해 LOCA를 

포함한 사고조건에서 주제어실로의 접근 및 거주 시 규정된 방사선 피폭 제한치

가 초과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원자로 격납

건물로 배출될 수 있는 핵분열생성물을 제어함으로써 사고 후 환경으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계통이 구비되어야 한다. 또한 그런 계

통에 대한 다중성과 신뢰성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여과기 

프레임 및 덕트 그리고 배관 등과 같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 주기적 점검이 가능

하도록 공기정화계통이 설계되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격납건

물 공기정화계통은 주기적으로 압력 및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방사

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 핵연료 저장 및 취급계통, 방사성폐기물계통 

등이 정상 및 가상사고 조건하에서 적절한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이들 계통은 적절한 격납설비, 누출억제설비(Confinement), 여과계통 등을 갖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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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방사선방호설비): 정상운전 (예상

운전과도상태를 포함) 및 가상사고시 누설될 수 있는 방사능을 감지하기 위해 원

자로 격납건물 공기, LOCA시 재순환을 위한 설비의 설치 공간, 유출물 방출 경

로, 발전소 주변 등에 대한 감시 설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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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공기정화계통의 공기여과기와 활성탄흡착기에 대한 설계, 시험, 보수와 관련한 안

전규제지침 10.3(또는 RG 1.52, ASME AG-1)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 지침을 따름으로

써 위에서 확인된 규제 요건들이 만족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특정 경우에 대해 적절하다면 이 절의 일부 검토절차를 선택하여 그 부

분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하며, 허용기

준을 벗어난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앞서의 II에서 규정한 규제요건에 

따라 허용가능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1. 검토주관부서는 공기정화계통이 필요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발전소 설계를 

검토한다.

2. 공기정화계통의 설계에 대한 검토주관부서의 검토는 위의 허용기준에 따라 상세

하게 수행된다.

3. 검토주관부서는 공기정화계통과 관련해서 다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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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통은 설계기준사고 후에도 운전이 가능하며 방사성 물질을 가두어둘 수 있도

록 설계되어 있다.

활성탄흡착제 1g당 2.5mg의 요오드(방사능을 보유하든 보유하지 않든 상관없

음) 설계부하에 근거하여 계통의 설계기준사고 후 대기 중 핵분열생성물 제거 

능력을 검토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3조, 제41

조, 제33조, 제34조 및 RG 1.52에 따른 설계시, 원소형 요오드와 유기형 요오드

의 제거에 대한 RG 1.52 Rev.3의 표1에 주어진 흡착효율이 적용되며, 설계기준

사고 시 발생하는 입자제거에 대한 99% 효율과 적용된 효율은 안전해석분야 

담당 부서가 사고 시 전신 및 갑상선에 대한 소외 피폭선량을 계산할 때 사용

된다.

나. 계통은 RG 1.52에 따라 전단여과기, 수분 제거설비, 고효율입자공기여과기, 활

성탄흡착기 및 후단여과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여과기의 효율과 활성탄 흡

착효율에 대해서는 안전규제지침 10.3(또는 RG 1.52)의 요건을 만족한다.

다. 계통은 다중성이 있으며, 내진범주 I급 요건에 따라 설계되며, 자동으로 동작될 

수 있으며, 공기유량은 안전규제지침 10.3(또는 RG 1.52)의 2항에 근거한 유량

을 만족한다.

라. 계측설비는 안전규제지침 10.3(또는 RG 1.52, ASME AG-1)과 ASME N509-1989

의 권고를 만족한다. 계측, 데이터 판독, 기록, 경보 설비는 표 6.5.1-1에 주어진 

최소요건을 만족한다.

마. 환경설계기준은 설계기준사고 후 조건에 근거한다. 방사선원항은 RG 1.3, 1.4,

1.25 및 안전규제지침 7.2.4(또는 RG 1.7)의 지침과 부합한다.

바. 흡착기의 활성탄목탄이 유실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활성탄뱅크나 카트리지

는 모두 용접된 구조로 제조된다. 활성탄 유실에 대한 상세한 지침은 Bulletin

80-03을 참조한다.

사. 습분분리기(Demister), 가열기, 전단여과기 및 후단여과기, 고성능입자공기여과

기, 설치틀 (Mounting Frame), 공기정화기하우징, 흡착기, 송풍기, 덕트라인, 댐

퍼(Damper) 등은 ASME AG-1과 ASME N509-1989의 설계 및 검증시험 기준에 

따라 설계, 제조, 시험된다. 배수설계와 기기의 접근성 및 보수 용이성은 ERDA

76-21과 ASME N509-1989의 권고를 따른다.

아. 현장시험(Inplace testing)은 ASME N510-1989의 요건 만족 여부를 포함한다.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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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 흡착제에 대한 실험실 시험에 대해서는 ASME N509-1989 및 ASTM

D3804와 일치 여부를 허용 기준으로 사용한다.

자. LOCA후 공기정화계통에 대해서 검토주관부서는 위의 요건들에 대S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허용한다.

1) 저인구지역 외곽경계에서 LOCA에 따른 장기 피폭선량과 대용량정화배기 

피폭선량(Purge Dose)의 합으로 계산된 피폭선량이 10 CFR 100.11의 지침

보다 적다면 공기정화계통은 요구되지 않는다.

2) 방사성요오드 제염계수가 20 이하이어야 할 경우, 계산한 피폭선량이 10

CFR 100.11의 지침을 만족하기 위해, 안전규제지침 10.5(또는 RG 1.140)에 

명시된 고성능입자공기여과기와 활성탄흡착기에 대한 설계, 시험, 보수 지

침을 만족하는 공기정화계통은 허용한다. 설계목적상 안전규제지침 10.5(또

는 RG 1.140)에 제시된 값과 다른 요오드 제염계수를 사용하였다면, 운전조

건 또는 모의조건 (온도, 압력, 습도, 예상 요오드농도, 유량 등을 포함)에서 

수행된 시험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 경년 변화와 공기 중 오염물

질에 의한 독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시험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3) 피폭선량 계산시 방사성요오드 제염계수를 2010보다 큰 값을 사용해야 10

CFR 100.11의 지침을 만족한다면, RG 1.52 Rev.2 Part C의 2b 및 2c 항목과 

Rev.3 규제입장 3.2 및 3.4를 제외한 위의 모든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4.신청자는 공기정화계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방사성물질을 감시하도록 설비하였

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와 계산(적용 가능한 경우)이 이루어졌는지

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이러한 결론에 대한 근거를 

언급한다.

검토자는 가상 설계기준사고 후 기체상태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제어

하기 위한 설비와 계측을 포함한 공학적 안전설비 공기정화계통의 설계가 허용 가능

하다는 판단을 내린다. 이 결론은 신청자가 주제어실, 격납건물 그리고 관련 계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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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기정화계통을 구비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3조, 제33조의 요건을 만족시켰음에 근거한다. 신청자는 공기정화계통에 대한 검사

와 시험계획을 구비하였고, 그리고 이들 계통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을 감시

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1조, 제34조의 요건을 만

족시켰다. 이들 규제요건을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신청자는 공기정화계통의 설계가 안

전규제지침 10.3(또는 RG 1.52)의 지침과 산업기술기준인 ASME AG-1, ASME

N509-1989 및 ASME N510-1989의 요건을 만족함을 제시하였다. 공기정화계통에 대한 

계통 설명서와 설계기준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제시된 공기정화계통이 허용가능하

며, RG 1.52 Rev.3에 주어진 여과기 및 흡착기의 효율 값을 만족하여 사고해석에 사

용되기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방사선방호설비”

6. 경수로형 원전 안전규제지침 7.2.4, “격납건물내 가연성기체 제어”

7. 경수로형 원전 안전규제지침 10.3, “사고시 여과기”

8. 경수로형 원전 안전규제지침 10.5, “정상시 여과기”

9. Regulatory Guide 1.3, "Assumptions Used for Evaluating the Potential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a Loss-of-Coolant Accident for Boiling Water Reactors."

10. Regulatory Guide 1.4 "Assumptions Used for Evaluating the Potential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a Loss-of-Coolant Accident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11. Regulatory Guide 1.7, "Control of Combustible Gas Concentrations in

Containment Following a Loss-of-Coolant Accident."

12. Regulatory Guide 1.25, "Assumptions Used for Evaluating the Potential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a Fuel Handling Accident in the Fuel Han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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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torage Facility for Boiling and Pressurized Water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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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SME N509-1989, "Nuclear Power Plant Air Cleaning Units and Components,"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1989.

16. ASME N510-1989 "Testing of Nuclear Air Cleaning Systems," Americ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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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SME AG-1-1997, “ Code on Nuclear Air and Gas Treatment”,1997.

 18. ERDA 76-21, "Nuclear Air Cleaning Handbook,"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C. A. Burchsted, I. E. Kahn and A. B. Fuller, March 31,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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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NRC Generic Letter 80-11, "IE Bulletin No. 80-03, Loss of Charcoal from

Standard Type II, 2 Inch, Tray Adsorber Cells," January 30, 1980.

21. NRC Bulletin 80-03, "Loss of Charcoal from Standard Type II, 2 Inch, Tray

Adsorber Cells," July 1, 1981.

22. 10 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23. ASTM D3803-91-1998, “Standard Test Method for Nuclear –Grade Activated

Carbo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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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1-1 공학적 안전설비 공기정화계통에 대해서 요구되는 계측, 판독, 기록, 경보와 

관련한 최소한의 설비

참고 : ASME N509-1989 및 Regulatory Guide 1.52

감지장치 위치 지역(Local) 지시값/경보

사람이 계속 배치되어 있는 제
어판 (주제어실이나 보조 제어
판에 대해 운영기술지침서에서 
사람의 배치를 요구할 경우)

입력단 또는 출력단

습분분리기

전기 가열기

가열기와 전단여과기 
사이의 공간

전단여과기

1차(전단) HEPA

흡착기와 2차(후단)
HEPA 사이의 공간

2차(후단) HEPA

송풍기

밸브/댐퍼 조작기

침수(Deluge) 밸브

입력 또는 출력 계통

유량률 (지시계)

압력감소 (지시계,
고경보는 자유 선택)

상태 지시계

온도 (지시계, 고경보 및 
저경보 신호)

압력감소 (지시계, 고경보 
신호)

압력감소 (지시계, 고경보 
신호)

온도 (2단계 고경보 신호)

압력감소 (지시계, 고경보 
신호)

(수동스위치와 상태 
지시계는 자유 선택)

(상태 지시계는 자유선택)

수동스위치, 상태 지시계

유량률 (지시값 기록, 고경보 
및 저경보 신호)

온도 (지시계, 고경보, 저경보,
트립경보 신호)

압력감소 (지시계값 기록)

온도 (지시계, 2단계 고경보 
신호)

수동스위치, 상태 지시계

상태 지시계

수동스위치, 상태 지시계

전 계통에 걸친 압력감소 합계,
고경보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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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5.2절 핵분열생성물 제거계통으로서의 격납건물 살수

검토주관 : 중대사고리스크평가분야 담당부서

검토협조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격납건물 공기정화 기능수행이 요구될 때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핵분열생성물 제거 

효능을 결정하기 위해 격납건물 살수계통과 살수첨가 또는 수소이온농도(pH) 제어 계

통을 검토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중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핵분

열생성물의 제거 및 제어기능과 관련한 다음 분야를 검토한다.

1. 격납건물 살수의 핵분열생성물 제거요건

신청자가 가상사고후의 방사선학적 영향 완화를 위해 격납건물 대기의 핵분열 

생성물 세정(scrubbing)효능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증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

서의 사고해석, 선량계산 및 핵분열생성물 제거 및 제어에 관련한 절들을 검토한

다. 이러한 사항들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6장 및 15장에 언급되어 있다.

2. 설계기준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핵분열생성물 제거기능에 관한 설계기준이 안전성분석보고

서 15장 사고해석에 사용된 분석 가정과 일관성을 갖는지 확인한다.

3. 계통설계

검토자가 계통의 설계 및 운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부속계통 및 보조계통

을 포함한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설계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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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 설계개념 기술내용 : 살수계통, 동 계통이 핵분열생성물 세정기능을 수행

하기 위해 요구되는 부속계통, 보조계통, 이러한 계통에 설치된 기기 및 계측기

나. 관련 배관 및 계장도 

다. 살수분배 모관(header)의 배치도면 (평면도, 입면도 등)

라. 격납건물 배치의 평면도 및 입면도

4. 시험 및 검사

계통의 성능검증을 위한 사용전 검사와 지속적인 살수계통 작동 가능상태 확인을 

위한 가동중 시험 및 검사의 세부사항이 언급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통설

명서의 내용을 검토한다.

5. 운영기술지침서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허용 정지시간 및 감시요건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

시된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핵분열생성물 제거계통으로서의 격납건물 살수와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안전심사지침 6.1.1절 및 6.1.2절 검토주관 부서인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화학

첨가제의 저장요건, 장기냉각 단계에서의 격납건물 집수조와 재순환 살수용액간

의 재료적 양립성(즉 집수조의 건전성) 및 유기 요오드(Iodine)의 형성을 포함한 

유기물질의 분해에 관해 검토한다.

2. 안전심사지침 6.2.2절 검토주관 부서인 중대사고리스크평가분야 담당부서는 격납

건물 살수계통의 열제거 및 자동 살수 개시 그리고 격납건물 집수조 설계를 검토

한다. 또한 중대사고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2.5절에 따라 격납건물 살수

계통의 수소 혼합기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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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핵분열생성물 정화기능에 대한 허용기준은 다음 규제요건에 

근거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의 제1항제2호 : 격납건물 공기정화(cleanup)계통은 사고 후 외부환경으로의 방사

선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격납건물 대기의 핵분열생성물 농도를 저감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의 제1항 : 격납건물 공기정화계통은 주기적

인(periodic) 점검 및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

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

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핵분열생성물 제거기능의 설계요건

격납건물 살수계통은 ANSI/ANS 56.5 요건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만,

ANSI/ANS 56.5의 요건 중 살수첨가 또는 기타 pH 제어 계통에 대한 요건은 따

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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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통운전

격납건물 살수계통은 적합한 사고신호에 의해 자동적으로 기동하고, 주입 모

드에서 재순환모드로 자동 전환됨으로써 계통의 설계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연속 운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 모든 경우에 운전기간은 2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살수첨가제는 살수용액에 자동 또는 수동으로 주입할 

수 있거나, 격납건물 집수조 안에 저장하여 주입모드 기간내에 용해되도록 할 

수도 있다.

나. 격납건물 체적의 살수범위

격납건물 전체 체적이 살수 유효범위가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

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살수액적 낙하거리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살수노즐은 가능한 한 격납건물 상

부에 위치해야 한다.

2) 살수노즐과 분배모관은 격납건물의 살수 단면적이 가능한 한 크고, 격납건

물에 살수가 균일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격납건물 상부와 

특히 격납건물 라이너 부근 환형부는 될 수 있는 한 살수되지 않는 부위가 

없게 해야 한다.

3) 살수노즐 위치 및 각도의 배치를 설계함에 있어서 사고후 대기 영향을 고려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격납건물 대기밀도가 최대가 되는 사고후 조건의 영

향을 포함해야 한다.

다. 격납건물 대기혼합 촉진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효능은 격납건물 대기의 혼합 정도에 좌우되므로 사고

후 대기혼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설계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라. 살수노즐

격납건물 살수계통에 사용되는 노즐은 요오드 흡착에 효과적인 크기의 액적

을 생성시키는 동안 막힘(clogging) 가능성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노즐에는 회전날개(Swirl Vane)나 난류발생기(Turbulence Promoter) 등과 같

이 내부에서 움직이는 부품이 없어야 하고, 직경 0.64cm(1/4인치) 보다 작게 

유로를 좁힐 수 있는 오리피스나 내부 저항물이 없어야 한다.

마. 살수용액

액체 상태와 기체 상태 사이의 요오드 분리 및 액체의 요오드 보유(retention)

능력은 용액의 알칼리성에 의해 향상된다. 격납건물 살수계통은 살수용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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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양립성 한도 이내로 설계되어야 한다. 사고후 환경에서 요오드 흡착 

및 보유(retention)에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첨가제 등을 포함한 화학적 특성을 

가진 살수용액에 의한 요오드 세정(scrubbing)을 인정할 수 있다.

바. 격납건물 집수조 용액 혼합

격납건물 집수조는 안전주입수와 살수용액이 잘 혼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상당한 양의 살수 용액이 수집되는 격납건물내 모든 부위에 대해서

는 공학적 안전설비의 집수조로 배수하는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

지 않는다면 집수조의 수소이온농도 및 첨가제 주입량 결정에 있어서 사체적

(Dead volume)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사. 격납건물 집수조 및 재순환 살수용액

격납건물 살수, 비상노심냉각수, 반응도 제어나 핵분열생성물 제거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모든 첨가제의 주입 종료 후에 격납건물 집수조에 집적되

는 수용액의 수소이온농도는 장기적으로 유의할만한 요오드 재휘발

(Long-term Iodine Re-evolution)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높은 수준을 유지

해야 한다. 요오드의 장기간 억류(Long-term Iodine Retention)는 예상되는 장

기 분리계수(Long-term Partition Coefficient)에 근거하여 계산된다. 요오드의 

장기간 억류는 일차냉각재와 비상노심냉각수에 의한 혼합 및 희석이 있은 후 

집수조의 평형 수소이온농도가 7.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이 pH 값

은 살수 재순환모드 개시 때까지는 도달되어야 한다.

아. 첨가제 저장

모든 살수 첨가제를 장기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계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

러한 시설은 계통의 설계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첨가제가 발전소 설계수

명기간 중 원자로가 임계에 도달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저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저장시설은 첨가제의 동결(freezing), 침전, 화학

반응 및 분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수산화나트륨 (NaOH) 저

장탱크는 탱크와 배관이 4.5℃(40℉) 미만의 온도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열보온(Heat Tracing)이 필요하다. 또한 외부공기와의 접촉에 따라 성

능이 저하될 수 있는 용액에 대해서는 불활성 충진 기체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단일고장 (Single Failure)

계통은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살수계통과 그 부속계통, 또는 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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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통의 능동 기기의 단일고장시에 허용기준에서 제시한 모든 요건을 만족

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험

설치된 격납건물 살수계통이 효과적인 핵분열생성물 세정 기능을 위한 모든 설계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험에

는 다음 항목의 가동 전 확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격납건물 살수 배관 및 노즐에 장애물이 없음

나. 계통의 요구되는 살수유량 공급 성능

다. 계통의 살수 첨가제 공급 및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격납건물 집수조 용액

의 적정 pH 도달 성능(필요한 경우)

- 중력에 의한 공급계통과 같이, 배관 준공(as-built)도면에 대해 그 성능이 민

감하게 변할 수 있는 계통들은 전 유량에서 시험을 수행한다.

3. 운영기술지침서 

원자로 임계시 계통이 그 설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적절한 

운전제한조건, 시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운영기술지침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러

한 운영기술지침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가. 허용할 수 있는 정지시간을 포함한 운전제한조건으로 제시된 계통의 운전성 요

건(모든 능동 및 수동 기기를 포함)

특히 다음 사항이 상세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 격납건물 살수펌프

- 첨가제 펌프 (설치시)

- 첨가제 혼합장치 (설치시)

- 밸브 및 노즐

- 첨가제 저장탱크의 첨가제 용량 및 농도

- 첨가제 저장탱크의 질소 또는 다른 불활성 충진 기체의 압력

나. 첨가제 저장탱크내의 첨가제 용량 및 농도가 계통설계시 설정된 제한치 이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첨가제 저장탱크 내용물에 대한 시료채취 및 주기적인 검사

다. 계통의 능동기기들에 대한 주기적인 시험 및 작동과 필수 배관 및 수동 부품에 

장애물이 없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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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계통에 의한 핵분열생성물 제거율 계산에 적용할 수 있는 허용가능한 모델은 

III.4.다.항의 “핵분열생성물 정화(cleanup)”에 제시되어 있다.

사고선량 계산시 격납건물 살수에 의한 핵분열생성물 제거효과를 고려하는 것은 인

정할 수 있지만 안전심사지침 6.2.1.1절과 관련한 격납건물 누설률에 대한 허용기준

과 안전심사지침 6.5.1절의 공학적 안전설비 대기정화계통의 허용기준은 여전히 만

족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본 안전심사지침서에 언급된 사항 중 검토대상 발전소에 해당하는 사항

을 선별한다. 검토 수행시 강조해야 할 절차의 선정은 제출한 자료가 최근에 검토한 

다른 발전소와 유사한지 그리고 안전성에 특히 중요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근거한다.

검토자는 격납건물 살수계통이 핵분열생성물 제거 목적에 사용되는가를 결정한다.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핵분열생성물 제거기능을 사고 선량평가시 가정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격납건물 살수계통이 방사선학

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본 안전심사지침에 따

라 검토할 필요가 없다. 만약 격납건물 살수계통이 방사선학적 선량 감소를 위해 사용

된다면 다음 절차에 따라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핵분열생성물 제거기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1. 계통설계

계통설계에 대한 검토사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핵분열생성물 세정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기와 설계특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가. 살수용액의 화학적 특성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 사고해석에서 살수로 제거될 수 있다고 기술한 요오드의 

형태를 확인한다. 격납건물 살수계통은 원소(분자)형태, 유기화합물 형태 및 입자 

형태의 요오드 제거를 위해 설계될 수 있다. 살수에 의한 다른 입자상 핵분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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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의 제거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격납건물 살수로 핵분열생성물 세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살수계통,

재순환계통, 살수첨가계통 및 붕산수 등과 같은 계통 및 부속 계통들을 파악하고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 그 계통들의 설계를 검토한다.

1) 요오드 제거 및 보유(retention)를 위한 화학 첨가제의 효능 확인  

2) 첨가제 농도가 허용기준에 제시된 범위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첨가제 농도범위

에서의 요오드 제거 및 보유(retention) 효능을 적절하게 입증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첨가제 저장시설, 첨가 라인, 주입 살수용액, 격납건물 집수조 용액 

및 재순환 살수용액의 농도를 조사해야 한다. 비상노심냉각, 격납건물 살수 및 

첨가제 펌프(설치시)가 가장 심각한 조합으로 동작된다고 가정하고 운전조건 

펌프나 밸브의 단일능동고장을 고려한 최악의 농도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검토자는 살수용액 및 격납건물 집수조 용액의 안정성과 화학 첨가제의 부식성,

고체화 및 침전 거동 등이 해당농도 범위에서 적절히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계통운전

허용기준의 만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첨가제 첨가를 포함한 계통의 기동시간 

및 기동방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살수의 자동기동은 안전심사지침 6.2.2절에

서 검토한다. 계통운전은 핵분열생성물 제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주입모드에서 재순환모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면 검토

자는 허용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모든 요건, 특히 살수유효범위 및 용액의 수소이

온농도 등에 관련된 요건들이 재순환기간동안 만족되는지를 확인해야한다. 또한 

살수계통 운전개시후 주입모드에서 재순환모드로의 전환은 흡입기능 상실로 인

한 살수펌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화되어야 한다.

다. 살수분포 및 격납건물 혼합

격납건물 공간내에 살수유량을 분배하는데 사용되는 살수모관들의 수와 배치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검토자는 살수모관의 배치가 최소유량조건에서 살수시 격

납건물의 전체 단면적이 유효범위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살수 유효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살수액적의 비적(trajectory)에 대한 사고 후 격납건물대기 고온,

고압조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격납건물 자유공간에서 살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격

납건물 배치도를 검토한다. 살수된 부분과 살수되지 않은 부분의 자연대류에 의

한 혼합률은, 두 영역사이에 적절한 유동이 존재한다면, 신청자가 다른 유량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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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지 않는 한 비살수영역이 한시간에 두 번 역전되는 것으로 한다. 살수가 

격납건물 공간의 90% 이상의 영역을 담당하고 살수되지 않은 부격실 등이 적절

하게 혼합될 수 있도록 환기계통이 작동 가능하다면 이때의 격납건물 대기는 균

질 혼합된 단일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라. 살수노즐

살수노즐의 설계를 검토하여 집수조 망(screen)을 통하여 재순환계통으로 들어오

는 파편조각에 의해 살수노즐이 막히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마. 격납건물 집수조 혼합

격납건물 집수조에서 화학첨가제가 포함되어 있는 격납건물 살수와 첨가제가 포

함되지 않은 물(예를 들면, 쏟아져 나온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냉각수 등)과의 혼합

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핵연료재장전 집수조와 같이 격납건물 내에서 살수에 

노출되어 있으나 재순환집수조로 직접 배수되지 않는 구역들을 고려한다. 검토자

는 집수조용액의 농도 요구치가 적절한 시간간격내에 도달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요오드의 재적출과 관련하여 집수조의 장기 수소이온농도가 위 II.1.사. 허용기준

을 만족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바. 화학첨가제 저장

첨가제 저장탱크에서의 동결 및 침전을 방지하기 위한 보온장치의 필요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첨가제 저장탱크의 설계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수산화나트륨과 이

산화탄소의 반응에 의해 탄산나트륨이 생성되는 것과 같은 첨가제와 공기의 반

응을 방지하기 위해 저장탱크에 불활성 충진 기체가 공급되는가를 확인한다. 대

안으로, 불활성 충진 기체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자가 보수적인 분석에 의

해 타당성을 확인한다.

사. 단일고장

개방고착(locked open)이 아닌 밸브의 오작동을 포함한, 계통의 능동부품의 단일

고장을 가정하여 계통도를 검토한다. 이 경우 살수 용액의 완만한 주입이나 급속

한 주입을 야기할 수 있는 조건들을 고려하여 핵분열생성물 제거 기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2. 시험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적절한 시험을 통한 설계 기능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격

납건물 살수계통의 설계개념 및 제시된 시험 등을 검토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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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과 부품에 대해 제시된 시험을 검토하여 그 시험들을 통해 설치된 계통이 가

상사고시 효과적인 핵분열생성물 제거를 위해 필수적인 모든 기능(그 계통에 대한 

기술내용 및 평가내용에 설정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

한다.

3. 운영기술지침서

계통이 설계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고 원자로 임계상태에서 작동 가능상태를 유지

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한다.

가. 운전제한조건(LCO)

운전제한조건은 격납건물 살수펌프, 모든 관련 밸브 및 배관, 적정량의 첨가제를 

포함한 첨가제 저장탱크, 계량(metering)펌프(설치시) 및 혼합장치 등의 운전가능

성을 요구해야 한다.

나. 시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첨가제 저장탱크, 펌프(설치시), 배관 및 밸브들을 포함

한 계통의 가동전 시험이 요구된다. 특히, 가동전 시험에서는 설치된 계통이 안

전성분석보고서 15장의 선량평가에서 가정된 설계여유도내의 농도를 가진 모든 

첨가제 용액이 잘 혼합되어 주입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모든 능동부품에 대한 주기시험 및 작동시험에는 살수펌프, 계량펌프(설치시)

및 밸브들에 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필수적인 살수 및 살수

첨가 배관과 수동 혼합장치 등과 같은 수동부품들은 주기적으로 작동에 장애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첨가제 저장탱크의 내용물은 농도가 제한치를 만족하는가 

여부, 농도 불균형 유무 및 침전물 생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채

취하여 분석해야 한다.

4. 핵분열생성물 제거능력 평가

가상사고후 격납건물살수에 의한 방사선량의 완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핵분열 

생성물 제거 효율을 계산한다. 이 계산을 위해 사용된 수학적 모델은 전술한 검토

절차를 반영한다. 이러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갖는다.

가. 격납건물 대기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양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195의 분석 가정 중 적당한 것을 선정하여 구한다. 또한 격납건물 내부 대기 

중 핵분열생성물량은 격납건물 구조물 내부표면으로의 부착, 살수 및 기타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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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안전설비의 작동에 의한 제거, 방사성 붕괴, 격납건물 외부로의 누출 등에 의

해 좌우된다.

RG 1.195의 핵분열생성물 제거기구(mechanism)가 계산에 사용된다면 III.4.다

에 기술된 것과 같이 벽에 부착된 것(deposition by plateout)은 추가적으로 고려

될 수 없다. 벽에 부착된 것은 이미 RG의 값에 고려되었다.

나. 살수에 의한 격납건물 대기로부터의 핵분열생성물 제거는 1차 제거과정

(first-order removal process)으로 간주한다. 각 격납건물 살수 범위에서의 제거

계수 λ를 구한다. 시간에 따른 벽면 부착에 의한 제거계수도 계산한다. 살수 제

거와 벽면 부착에 의한 제거계수는 서로 합한다. 제거계수 λ는 선량평가를 위한 

전산코드의 입력자료로 사용된다.

다. 핵분열 생성물 정화모델

검토자는 살수계통에 의해 세척될 수 있는 격납건물 내부 표면적, 단일고장을 고

려한 용적 유량, 액적의 평균 낙하거리 및 액적의 질량평균직경(mass-mean

diameter) 등을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평가한다. 격납건물 살수계통

의 효능은 살수계통이 동작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화학적, 물리적 현상을 고

려하여 추정한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고 있는 모델을 각 경우별로 검토한다.

상세한 모델이 없는 경우 다음의 단순화 모델이 사용될 수 있다.

화학적 동특성을 고려한 전산모의와 실험결과들은 살수용액에서 요오드의 농

도가 분자형 요오드 증발기체(vapor)에 대한 살수 효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

임을 보여준다. 실험결과, pH가 5보다 낮은 상태에서 용존 요오드가 없는 살수가 

원소형 요오드(elemental iodine)의 세정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고후 재순환모드에서의 집수조 용액과 같은 용존 요오드를 포함하고 있는 살

수는 용액이 산성이 되면 요오드의 재휘발이 일어날 수 있다. 살수용액의 화학 

첨가제는 부유 입자 제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용존 요오드가 없는 살수용액으로 살수(초기살수)시 원소형 요오드 제거 

주입기간동안 벽면 침착에 의한 원소형 요오드 제거는 다음 식에 의해 추정

될 수 있다.

 

여기서 λw는 벽면 침착에 의한 1차 제거상수이고, A는 살수에 의해 젖은 표

면적, V는 격납건물 실제 자유체적이고, Kw는 물질이동상수이다. 만약 Kw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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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m/h라면 사용가능한 실험자료는 보수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주입기간동안 원소형 요오드에 대한 살수제거효율은 초기 용액의 살수표

면적에 대한 격납건물 대기의 비율로 나타난다. 격납건물 대기 기체의 단위체

적으로 표시되는 용액 표면적율은 6F/VD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F는 살수 

펌프의 체적유량, V는 격납건물 자유체적이고, D는 살수액적의 질량평균직경

이다. 살수에 의한 1차 제거상수는 다음 식으로 구해질 수 있다.

 



여기서 Kg는 기체상 질량이동계수, T는 액적의 낙하시간으로서 평균 낙하거리

에 대한 질량평균 액적의 최종속도의 비로 구해진다. 만약 살수효율 계산에 

잘 혼합된 액적모델이 사용된다면 위의 식은 1차 근사식으로 표현된다. 위의 

표현식은 λs가 시간당 10 이상에서 적용 가능하다. λs는 pH 5의 붕산수 용액

의 기존자료의 범위를 넘는 외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간당 20까지로 제한한

다. 시간당 10 미만의 λs 값에 대해서는 좀 더 정교한 표현식을 사용한 분석

이 권고된다.

2) 재순환 모드시 원소형 요오드 제거

주입모드 종료시점에서의 집수조 용액에는 격납건물 대기와 노심에서 세정된 

핵분열 생성물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용액이 산성이라면 집수조 용액에 의해 

흡수된 방사선은 요오드 분자와 요오드 이온의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많

은 양의 과산화수소를 생성하고, 원소형 요오드의 재휘발이 가능해진다. pH가 

7 이하인 집수조 용액에서 요오드 분자 기체는 격납건물 대기로 빠져 나가는 

것을 보수적으로 가정해야 한다.

분자형 요오드의 분리계수에 대한 정보는 참고문헌 16, 17, 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III.1.가.(1)에서 검토된 극단적인 첨가제농도와, 격납건물 대기와 집수

조 용액에서 가능한 온도 범위를 결합하여 집수조 용액과 격납건물 대기간의 

요오드의 평형 분리를 조사한다. 검토자는 사고후 격납건물 환경에서 가능한 

알려져 있는 모든 산과 염(알칼리 토족 및 알킬 금속 산화물, 질소와 물의 가

수 분해에 의한 질산, 알카리 염)의 근원을 고려해야 한다. 최소 요오드 분리

계수는 최종 요오드 제염인자(decontamination factor)의 근거로 활용한다.

3) 유기형 요오드

보수성을 위해 격납건물 살수 및 벽면 침착에 의한 유기형 요오드의 제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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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않는다. 방사화 분해에 의한 메틸 요오드의 분리는 모의할 수 있으

나, 이 경우 방사화합물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유기형 요오드의 제거를 

위한 공학적 안전설비는 각 경우별로 검토한다.

4) 입자형 요오드

입자에 대한 1차 제거계수(first-order removal coefficient) λp는 다음 식으로 

추정될 수 있다.

 


여기서 h는 살수 액적의 낙하거리, V는 격납건물 자유체적, F는 살수유량이

고, E/D는 무차원 수집효율 E와 평균 살수액적 직경 D의 비율이다. 입자 물

질의 제거는 입자 및 살수액적의 상대 크기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이 

변수들은 결합해서 생각하는 것이 편리하다(참고문헌 14). E/D 값은 초기에는 

미터(meter)당 10으로 가정(즉, 직경 1mm의 살수액적에 대하여 효율을 1%로 

가정)하고, 에어로졸 질량이 1/50로 감소된 후에는 미터당 1로 가정(부유질량

의 98%는 나머지 2%보다 10배 빨리 제거된다는 가정)하는 것이 보수적이다.

라. 요오드 제염인자 (DF)는 격납건물내 최대 요오드농도를 제염 후 특정시간에서의 

격납건물 대기 요오드 농도로 나눈 비율로 정의한다. 격납건물 살수계통에 의한 

격납건물 대기에서의 제염인자는 다음 식으로 구해질 수 있다.





여기서 H는 유효 요오드 분리계수(effective iodine partition coefficient), Vs는 

격납건물 집수조 및 집수조 유출유량(overflow)의 체적이고, Vc는 격납건물 자유

체적이다. 원소형 요오드제거에 대한 살수효율은 제염인자가 최대가 되는 시점

에서 종료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값은 200을 초과할 수 없다. 원소형 요오드

제거에 있어서 살수 효율은 LOCA 후 원소형 요오드의 최대 DF 값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추정한다. 유기형 요오드 및 입자형 요오드의 제거 과정은 원소형 요

오드와 현격하게 다르고, 제거에 걸리는 시간도 훨씬 느리기 때문에 유기형 요

오드 및 입자형 요오드의 DF 값에 대한 제한치를 둘 필요는 없다.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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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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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제시된 계통이 근거하고 있는 개념이 사고후 조건에서 요오드의 흡착 및 보유에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제시된 계통설계는 이 개념을 타당하게 적용하였다. 계통은 

단일고장시 그 안전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품 및 특성상 다중성을 적절히 제공하

고 있다.

살수계통에 대해 제시된 가동전 시험, 운전중 시험 및 감시, 그리고 운전제한 조건

을 통해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요오드 세정 기능이 사고평가시 가정된 효율성을 충분

히 만족한다.

검토자는 핵분열생성물 정화계통으로서의 격납건물 살수계통은 가상 냉각재상실사

고후 요오드 제거기능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 계통의 주기적 검사 능력 및 계

통의 주기적 시험 능력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허용가

능 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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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5.3절 핵분열생성물 제어계통 및 구조물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검토협조 : 중대사고리스크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핵분열생성물 제어계통 및 구조물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LOCA) 선량계산의 수학적 모델 개발의 기준, (2) 어떤 주요한 변수값

이 사전에 설정된 제한치 이내에 있는지 확인, (3) 모델에 있어서 중요한 가정 사항의 

적용성 확인, (4)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환기계통의 기능적 성능을 

확인한다. 안전심사보고서 15장의 방사선학적 영향계산에 사용되기 위해 정립되어야 

하는 변수와 그 기능이 검토되어야 하는 계통들을 아래에 요약하였다. 이중 많은 분야

가 원자로 사고결말평가 특히 설계기준 격납건물 성능 및 환기 성능 검토 책임 부서

에서 검토된다.

1. 일차 격납건물의 설계

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일차 격납건물의 특성 

1) 격납건물 격리시간 및 방법

2) 운영기술지침서에서 격납건물로부터 배기나 진공 방출 또는 격납건물 퍼지

(purge)를 운전중 허용할 경우, 격납건물 격리 이전과 격리 이후의 누설률

3)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주어진 재순환 특성에 따라 가정되어야 하는 총 체적 

및 혼합 체적

4) 사고후 환기에 사용된 공학적안전설비 여과기의 효율성

앞에서 언급한 각각의 격납건물 설계 및 운전 특성은 정상 운전중 및 사고결과

에 따라 방출되는 방사성 핵분열생성물의 양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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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압(負壓)운전, 감압수조와 같은 감압기기나 격납건물 열제거에 의한 선량 완

화 기능은 안전성분석보고서 6.2.1, 6.2.1.1 및 6.2.2절에 기술되어 있다.

감압기기의 동작은 격납건물 압력 및 누설률 뿐만 아니라 핵분열생성물의 이

송 및 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 이차 격납건물의 설계

가. 격납건물의 형태, 즉 금속 벽널(Metal Siding) 및 보강 콘크리트(안전성분석보고

서 3.8.4절 참조)

이차 격납건물 구조의 형태는 외부여과 및 기밀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나. 물리적 배치, 즉 완전히 일차 격납건물을 둘러싼 체적, 이차 격납건물 경계를 

결정짓는 도면이나 평면도, 정화계통에 의해 관장되는 지역의 확정 (안전성분석

보고서 6.2.3, 6.5.3, 9.4절 참조)

어떤 지역이 이차 격납건물 부분으로 간주되는가에 대한 정보는 선량계산의 수

학적 모델 설정에 필수적이다.

다. 핵분열생성물 제거 또는 억류 계통의 설계, 즉 각 계통에 의해 관장되는 구역,

각 계통의 배관 및 계기 도면과 작동성, 송풍기 유속, 재순환율, 여과기 위치 

및 효율, 계통의 다중성, 기동 신호, 대기압 이하로 국부 압력을 감소시키는 시

간, 덕트의 위치 (안전성분석보고서 6.2.3, 6.5.1, 6.5.3절 참조)

검토자는 각 계통이 가상 설계기준사고 발생후 핵분열생성물 누출을 감소시키

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책임이 있다. 핵분열생성물 여

과계통의 정보는 선량계산을 위한 그 계통의 모델에 필요하다.

라. 일반적인 설계특성, 즉 정상운전중의 부압, 내부 자유체적 및 혼합지역, 누설률  

(안전성분석보고서 6.2.3, 6.5.3 및 9.4절 참조)

이런 변수들은 선량계산을 위한 수학적 모델 개발에 필요하다.

3. 공학적 안전설비 환기계통 설계

핵분열생성물 제어에 사용되는 환기계통과 사고 조건에서 부압 유지 능력(안전성분

석보고서 9.4.1, 9.4.5절 참조)

검토연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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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 관련되는 다른 안점심사지침 절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심사지침 6.2.1 및 6.2.6 검토주관부서는 격납건물 압력 거동 및 혼합분율, 양

의 압력 기간 및 격납건물 누설율 등을 검토한다.

2. 안전심사지침 6.2.3 검토주관부서는 설계기준사고후 2차 격납건물 구역 압력을 확

인하고 우회누설유로를 조사하기 위한 압력과도 현상을 검토한다.

3. 안전심사지침 3.2.1, 3.2.2 검토주관부서는 환기계통에 대한 내진설계 및 품질 그

룹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4. 안전심사지침 6.5.1 검토주관부서는 배기계통과 관련된 여과기 설계의 기능적 성

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참조된 안전심사지침 해당 절에는 구체적인 허용기준과 검토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원자로 격납건물 등)의 2 : 가상사

고 발생후 환경으로의 핵분열생성물을 방출을 제어하도록 격납건물 대기 정화계통

이 설계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 주기적 

검사가 가능하도록 격납건물 대기정화계통이 설계되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 적합한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격납건물 대기 정화계통이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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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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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의 관련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일차 격납건물

소량의 누설률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신뢰도가 부여되는 일차 격납건

물의 설계 누설율은 0.1%/일 이하이면 안된다. 냉각재상실사고후 격리 이전 및 

이후의 방사성 물질 방출로 야기된 선량 계산치가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의 관

련 절에 따라 10 CFR 100의 선량지침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25조 3을 초과하지 않도록 격납건물 격리 방법 및 시간이 정해져야 한다.

일차 원자로 격납건물과 관련 계통은 주기적 검사와 기능 시험이 수행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이차 격납건물

어떤 구조물이 핵분열생성물을 제어하는 이차 격납건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일차 격납건물을 완전히 둘러싸야 하며, 비록 여과되지 않은 누설(Exfiltration)이 

발생하더라도 설계기준사고에 대하여 계산된 피폭보다 부지 경계에서 피폭이 

작음을 보장하도록 확산이 충분히 일어나는 풍속에 이르기까지 모든 풍속 조건

하에서 주변 지역보다 최소한 수압 0.6cm(0.25인치)의 부압을 유지해야 한다.

사고 후 유출물의 수집 및 제어를 위한 여타의 핵분열생성물 제어 구조물을 승

인할 지 여부는 각 경우별로 안전해석 담당부서와 구조 해석 담당부서의 자문

에 따라서 결정된다. 안전심사지침 15.6.5절에 따라 방사선 방호 담당부서에 의

해 계산된 소외선량이 10 CFR 100의 선량지침을 만족하고, 가동전검사 및 관련 

기술지침서가 허용가능하다면, 그 구조물의 누설률 및 여과율은 허용된다.

기타 기준은 재순환계통의 흡입 및 귀환 헤더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이

들 헤더는 가능한 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귀환 헤더는 이차 격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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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내에 폭 넓게 배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배치하는 목적은 귀환 유체가 계통의 

흡입구에 다시 유입되기 전에 이차 격납건물내에서 어느 정도의 혼합을 일으키

게 하기 위함이다.

계통을 합리적으로 배치했을 때 최고 50%까지의 혼합을 가정할 수 있다. 그 이

상의 가정은 검토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신청자가 관련자료 제출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흡입과 귀환 헤더간의 간격은 각 경우별로 검토

된다. 일부 설계에서는 혼합을 50% 이하로 조정하고 있다. 입구 및 출구 헤더의 

입구들이 골고루 분포 배치되었거나, 혹은 이들 헤더중 하나의 입구들이 골고루 

분포 배치되었고 다른 쪽은 격납건물 상부에 있는 경우, 입구와 출구 헤더 사이 

및 3～6m (10～20 feet) 사이 체적의 50% 정도의 혼합 가정을 허용하는 것이 과

거의 관행이었다.

다. 부분적 이중 격납건물

부분적 이중 격납건물의 핵분열생성물의 보전 및 제거 기능을 신뢰하기 위해서

는 이차 격납건물의 요건을 똑같이 만족시켜야 한다. 부분적인 핵분열생성물 제

어 구조물에 의해 제어될 것으로 생각되는 누출물의 비율은 각 경우별로 담당

부서의 자문을 거쳐 결정된다.

라. 기타 핵분열생성물 제거계통

안전심사지침 6.5.2절에서 평가된 격납건물 살수계통이나 Regulatory Guide(이

하 “RG") 1.52 Rev. 3 (2001) 에 기술된 여과 및 흡착 장치와 같은 기타 계통에 

의한 핵분열생성물 여과 및 흡착을 신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타당성 입증은 

핵분열생성물 제거 및 억제 과정에서 주요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수들을 기

술하는 분석적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에서 특정 사안에 적합하도록 해당 부분을 선택한다. 본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확인된 허용기준에 기초한다. 본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사

항에 대해서는, 제안된 대안이 어떻게 본 소절 II에 제시된 요건을 만족시키는 허용가

능한 방법이 되는지에 대한 사업자 평가를 검토한다.

1. 일차 격납건물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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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토자는 일차 격납건물의 전반적인 설치 및 예상된 성능에 익숙해지기 위해

서 일차 격납건물의 설계를 파악한다. 설계 누설률, 격납건물 격리 전 제거/배

기 계통의 누설률, 격납건물 자유 체적, 내부 핵분열생성물 정화계통 등에 대

한 설계 특성과 변수를 확인해야 한다(표 6.5.3-1 참조).내부 핵분열생성물 정

화계통(있다면)의 성능이 확인되어야 한다(안전성분석보고서 6.5.1, 6.5.2, 6.5.4

참조).

나. 사고 후 격납건물 압력의 과도상태 반응을 검토해야 한다. 과거 가압경수로의 

사고 후 격납건물 설계누설률은 하루에 1/2로 감소된다 (RG 1.195 참조). 원

자로 사고결말평가 특히 설계기준 격납건물 성능 및 환기 성능 검토부서는 모

델의 가정이 각각의 검토 경우에 대해서 유효한 지 확인한다.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사고 후 30일 이내에 대기압 이하로 압력이 감소하게 설계된 격납

건물이 실제로 그렇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한다.

2. 이차 격납건물 및 다른 핵분열생성물 제어구조물의 설계

가. 선량 계산을 위한 이차 격납건물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차 격납건물 설계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구조물이 100%/일 이상의 누설률

을 나타내면, 여러 가지 풍속 조건에서 이차 격납건물 구역의 심각한 비여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했는지 확인한다. 각 구역에 대하여 예상된 누설

률을 유의하여(표 6.5.3-2 참조), 누설률이 10%/일 보다 적다면 제안된 누설 

시험의 정확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까지 이차 격납건물의 누

설률이 10%/일보다 적은 발전소를 검토한 적은 없었다. 실제로 경험상 10%/

일의 누설률은 성취하기 힘들다.)

나. 이차 격납건물 및 기타 핵분열생성물 제어 구조물의 경계를 결정한다. 대개 

이차 격납건물의 경계는 하나 이상의 구역 즉 차폐건물(콘크리트)이나 일차 

격납건물을 수용하는 건물(금속 벽널), 보조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비상노심냉

각펌프실 등)로 구성된다. 이들 구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환기계통에 의해 

관장된다.

3. 기타 핵분열생성물 제어계통

가. 차폐건물 또는 둘러싼 건물과 일차 격납건물 사이의 환형 공간 구역은 정상운

전시 진공배기계통에 의해 부압으로 유지된다. 이 계통은 정상운전중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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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보조계통으로 기술될 것이다. 배기계통은 이차 격

납건물의 일부인 보조건물 구역도 담당하지만, 만약 이들 구역이 정상운전중 

부압으로 유지된다면 대개 보조건물 환기계통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진공배기

계통과 보조건물 환기계통의 능력은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의 검토범위에 속

한다.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진공배기계통과 부속건물 환기계통의 능력 및 

설계기준사고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풍속과 운전 모드하에서 충분한 여유

도로 부압을 유지시키는 계통의 능력을 확인한다. 검토자는 계통이 설계기준

사고후 부압을 유지시킬 능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적합한 부압차(負壓差)

(0.6cm 또는 0.25인치 수두)가 사고후 60초 이내에 달성되면, 선량모델에서 정

압 기간을 가정할 필요는 없다. 이차 격납건물 구역내의 모든 정압 기간은 사

고에 따른 직접적인 외부 누설 기간으로 간주되고, 여과기나 재순환계통을 신

뢰하지 않는다.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정압 기간을 검증한다.

나. 사고 후 부압차 유지에 사용되는 배기 계통은 각각이 작용하는 구역의 비누설

율과 보수적으로 계산된 열부하에 대한 부압기준을 만족시키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신청자는 이 효과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여야 한다. 안전해석분야 담당부

서는 압력거동에 관한 분석을 검토한다. 배기계통과 관련한 여과기 설계의 성

능을 안전심사지침 6.5.1절에 따라 방사선 방호 담당부서에서 검토한다. 사고

후 대기 정화를 위한 여과 및 흡착 계통의 설계기준은 RG 1.52 Rev.3 에 제시

되어 있다. 검토자는 여과기 계통 효율에 관해 방사선 방호분야 담당부서에 

자문을 구한다. 배기계통의 일반적인 설계는 여러가지 설계 방식중 하나이다.

공통되는 설계는

1) 활성탄과 고성능입자여과기(HEPA)를 통한 직접배기 : 이들 구역으로의 일

차 격납건물 누설은 여과되는 구역내에서 혼합이나 정체 현상없이 직접 여

과기에 도달한다고 가정된다.

2) 유입유량이 분기된 재순환계통 (일부는 여과기를 통해 배기되고 일부는 구

역내로 재순환) : 이 구역으로의 일차 격납건물 누출은 재순환 송풍기의 흡

입구로 직접 유입된다고 가정된다. 여기서 누설량의 일부(전체유량중 배기

유량의 비)는 여과기를 통해 배기되며 그 나머지는 재순환 구역으로 돌아간

다고 가정한다. 송풍기에서 흡입구로 직접적인 유로가 형성되지 않음을 확

인하기 위해 계통의 흡입 및 귀환 헤더의 배치를 검토한다. 헤더를 합리적

으로 배치하였다면, 재순환 계통에 의해 이차 체적으로 귀환된 핵분열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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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대해 구역의 50% 내의 혼합을 적용할 수 있다.

3) 재순환 계통의 기타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가) 재순환 배관속의 여과기

나) 재순환 배관과 배기관 속의 여과기

다) 부압을 수 센티미터 게이지 수두로 감소시키기 위한 높은 배기유량(그

리고 나서 얼마동안은 재순환하는 배기량이 없음).

다. 부압을 유지하는 체적에 대한 송풍기의 용량은 재순환유량에 대한 배기 유량

의 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상 이차 격납건물 구조물은 

신청자가 예상하는 것 (예상치의 2～5배)보다 더 누설이 되며, 이를 고려하기 

위한 시험 결과에 따라 송풍기 배기유량이 증가되었다(10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체적에 대해 동일한 유량이 예측될 경우, 부압차가 두 체적에서 

똑같다고 믿기 어렵다). 유량, 부압차 및 체적을 유의하여, 선량 계산전에 검증

을 위해 적절한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검토자의 자문을(압력 반응에 대해서

만) 받는다.

라. 배기되는 체적, 계통 운전, 송풍기 유량 및 여과기 효율성을 결정하기 위해 계

통들이 검토된다. 모든 신청자의 주장이 본 안전심사지침 표 6.5.3-2에 기재된 

대로 검토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일차 격납건물로부터 각 체적으로의 누

설률은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정보의 완벽성, 운영기술

지침서 및 검사방법의 적합성 및 비내진 배관 및 덕트의 파손을 고려한 이차 

격납건물 부압의 유지 및 건전성이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에 의해 확인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검토

와 계산(수행하였다면)이 검토자의 안전성평가보고서에 포함될 다음 종류의 결론을 뒷

받침하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그 결론의 근거를 기술한다.

1. 설계기준 LOCA로 파생되는 소외선량의 완화를 위한 핵분열생성물 제어계통 및 

구조물이 검토되었다. 검토는 신청자가 제안한 설계지침과 각 계통의 설계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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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적합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또한 핵분열생성물 제어계통의 설계가 제안

된 설계지침을 따르는가와 신청자의 분석방법이 검토되었다.

2. 검토자의 허용근거는 핵분열생성물 제어계통 및 관련 보조계통에 대한 신청자의 

설계, 설계기준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1조, 검토자

의 기술적 입장, 그리고 산업기술기준을 만족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3. 표 6.5.3-1 및 표 6.5.3-2에 제시된 변수들이 안전심사지침 15.6.5절에 규정된 LOCA

후 선량계산에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핵분열생성물 제어계통 설계를 

검토하였다.

4. 이에 따라 검토자는 핵분열생성물 제어계통 및 구조물이 허용가능하며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1조의 관련 요건을 만족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 격납건물 등)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4. 10 CFR 100, "Reactor Site Criteria"

5. Regulatory Guide 1.195 "Methods and Assumptions for Evaluating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Design Basis Accidents at Light-Water Nuclear Power Reactors."

6. Regulatory Guide 1.52,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Post

Accident Engineered Safety Feature Atmospheric Cleanup System Air Filtration

and Adsorption Units of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Rev.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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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3-1 일차 격납건물 변수들

자 료  설 명 변 수  수 치

1. 구조의 형태

2. 일차 격납건물 설계 누설율

3. 체적당 우회 누설비

4. 일차 격납건물 자유 체적

5. 일차 격납건물 부압 운전

6. 일차 격납건물 내부 핵분열 생성물 

제거계통

가. 여과기 계통

나. 기타 계통

7. 일차 격납건물 제거/배기 운전

가. 정상운전동안의 누설율

나. 밸브 배열

다. 격납건물 격리 이전의 제거/
배기계통을 통한 사고 누설

표 6.5.3-2 이차 격납건물 변수들

자 료  설 명 변 수  수 치

1. 각 2차 격납건물 지역에 대해:
가. 구조의 형태

나. 자유 체적

다. 혼합률

라. 설계 누설률

마. 환형공간 넓이 (적용될 경우)

2. 각 환기계통에 대해:
가. 총 재순환 유량

나. 배기 유량

다. 여과기 설치장소

라. 여과기 효율

마. 헤더 설치장소

바. 사고 동안의 운전에 관한 시간 추이 또는

사. 정상운전동안 사용될 경우 사고전의 계통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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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6.6절 KEPIC 코드등급 2 및 3 기기의 가동중검사 및 시험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가동중검사 계획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와 제63조, 원자

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및 (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KEPIC-MI 또는 이

와 상응되는 ASME Sec. XI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동중검사(ISI)에는 KEPIC-MI,

MIC-2200 및 MID-2200에서 요구하는 원자력발전소 초기 시운전 이전에 실시하는 가

동전검사(PSI)가 포함된다.

가동중검사 계획과 관련 있는 다음의 분야를 검토한다.

1. 검사대상 기기

모든 KEPIC 코드등급 2 및 3 기기가 가동중검사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을 검토한다.

2. 접근성

신청자가 계통 접근성에 대한 KEPIC-MI, MIA-1500 "접근성"의 규정을 계통 배치 

및 설계에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면을 포함한 서술내용을 검토한다.

3. 검사범주 및 방법

KEPIC-MI, MIA-2000, MIC-2000 및 MID-2000 “비파괴검사 및 가동중검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검사범주 및 검사방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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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주기

안전성분석보고서와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되어 있는 항목을 KEPIC-MI, MIA-

2000, MIC-2000 및 MID-2000의 요건과 비교 검토하여 계획된 검사가 정해진 검사

주기 동안에 수행될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한다.

5. 검사결과 평가

보수절차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KEPIC-MI, MIA-4000, “보수/교체 활동”을  따

르고 있는지 확인한다. 검사결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여 KEPIC-MI,

MIC-3000 및 MID-3000, “합격표준”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한다. 어떤 요건에 대한 

해당 KEPIC 코드 요건이 제정 중에 있을 때에는 KEPIC-MI, MIB-3000, “합격표

준” 또는 KEPIC 코드의 후속 제정 본 요건과 같은 적절한 대체 규정을 신청자는 

제안하여야 한다.

6. 계통압력시험

누설 및 구조적 취약 징후를 주기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수압시험 계획이 

KEPIC-MI, MIC-5000 및 MID-5000, “계통압력시험”을  따르고 있는지 검토한다.

7. KEPIC 코드면제

KEPIC-MI, MIC-1220 또는 MID-1220, “비파괴검사 면제 대상기기” 에서 허용하고 

있는 KEPIC-MI 코드면제를 검토한다.

8. 검사 요건에 대한 완화요청

기기의 설계, 형상 및 제작 재료의 한계로 인하여 비실용적인(impractical) 것으로 

판단되는 KEPIC-MI 검사 요건에 대한 완화요청(relief request)을 원자력안전위원

회고시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및 (원자로.33) “안전

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토한다.

9. ASME Code Case

신청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가동중검사 관련 ASME Code Case는 사안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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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KEPIC 코드등급 2 및 3 기기의 가동중검사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심사지침 3.13절 검토주관부서는 나사고정구의 건전성확인 프로그램의 적합

성을 검토한다.

2. 안전심사지침 3.2.2절 및 5.2.1.1절 검토주관부서는 계통 및 기기의 등급분류가 품

질그룹분류지침 및 관련 규제요건에 따라 적절히 분류되었는지를 검토한다.

3. 안전심사지침 5.2.4절 검토주관부서는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코드등급 1 기기에 

관한 가동중검사 계획을 검토한다.

4. 안전심사지침 5.4.2.2절 검토주관부서는 증기발생기 세관의 가동중검사 계획을 검

토한다.

5. 안전심사지침 9.2.1절 검토주관부서는 용수계통의 감시, 시험, 검사, 및 유지보수

에 대한 발전소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용수계통의 가동중검사 및 시험은 본 프로

그램에서 검토한다.

6. 안전심사지침 3.6.2절 검토주관부서는 가상 배관파단 면제 설계를 고려한 격납건

물 격리밸브 사이의 고에너지 유체계통의 강화 가동중검사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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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에는 원

자로시설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구조적 건전성 등을 수명기간 

동안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따른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가 가능

하게 설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주요 안전기기의 적절한 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설계는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를 따른다.

3. 계통의 구조적 건전성, 누설밀봉(leak tightness) 및 계통 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를 따른다.

4. 계통의 건전성과 기능 수행능력(capability)을 보증하기 위해, 원환면(torus)과 분사

노즐과 같은 주요 기기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의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를 따른다.

5. 적절한 압력시험 및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격납건물 열제거계통의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를 따른다.

6. 필터 프레임(filter frame)과 덕트(duct)와 같은 기기의 적절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격납건물 공기정화계통(containment atmospheric clean up system)의 설계

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를 따른다.

7. 팬, 필터 및 댐퍼(damper)와 같은 능동기기의 구조적 건전성, 작동성(operability)

및 성능(performance)을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압력시험 및 기능시험이 가능하

도록 하는 격납건물 공기정화계통의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41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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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열교환기와 같은 주요 기기들을 적절한 주기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냉각수

계통의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를 따른다.

9. 기기의 구조(structure)와 누설밀봉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압력시험 및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냉각수계통의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를 따른다.

10.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에는 안

전 관련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 및 성능을 설계시 가정하고 의도한 대

로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의 중요도를 고려한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계획을 수

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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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에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적용함

에 있어서 그 적용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에는 

안전관련 설비의 성능 및 재질이 취약화되는 정도를 감시·평가하기 위하여 실시

하는 가동중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에는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하여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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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검사대상 기기

가동중검사 계획의 대상인 KEPIC 코드등급 2 및 3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신청자의 정

의가 등급분류체계 또는 KEPIC-MN, MNA-2000에 있는 정의와 일치하면 타당하

다. 신청자의 코드등급분류가 기기의 등급분류에 관한 안전기준을 만족시키는지의 

여부는 안전심사지침 3.2.2절에서 검토한다. KEPIC-MI와 다른 검사요건이 특정항

목에 적용될 경우 가동중검사 요건을 포함하여 그 항목에 관하여 명확히 식별되

고 기술되어야 한다. 코드등급 2 또는 3의 항목에 대하여 KEPIC-MI의 요건보다 

엄격하지 않은 예외사항은 적절히 규명되어야 한다.

2. 접근성

KEPIC-MI, MIC-2000 및 MID-2000에 규정된 주기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clearance)을 확보하고 있다면 KEPIC 코드등급 2 및 3 계통의 설계 

및 배치는 타당하다. 계통기기의 설계 및 배치는 KEPIC-MI, MIA-1500에 따라 적

절한 공간이 유지된다면 만족된다. 정상운전 중에 검사되어야 하는 계통에 대해서

는 특별한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3. 검사범주 및 방법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규정된 검사범주 및 요건이 KEPIC-MI, MIA-2000, MIC-2000

및 MID-2000의 기준을 만족하면 타당하다. 모든 검사대상 부위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검사범주에 속해야 하며 최소한 규정된 범위는 검사되어야 한다.

다음 기준을 만족시키면 가동전 및 가동중검사에 사용되는 검사 기법 및 절차는 

타당하다.

가. 육안검사, 표면검사, 체적검사의 방법, 검사기법, 절차는 KEPIC-MI, MIA-

2000을 따른다.

나. 위 항목 가에 대한 대체 검사방법, 여러 방법의 혼용, 새로 개발된 기술은 그 

결과가 동등하거나 또는 더 우수하다면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체 검사방

법에 대한 합격기준이 KEPIC-MI, MIC-3000 및 MID-3000 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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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음파탐상검사 요원의 자격인정에 관한 방법, 절차, 요건은 KEPIC-MI 부록 

VII(초음파탐상검사원 자격인정)을 만족해야 한다.

라. 결함검출 및 크기측정에 사용되는 초음파탐상검사 절차, 장비 및 검사원에 

대한 기량검증 요건은 KEPIC-MI 부록 VIII(초음파탐상검사 시스템에 대한 

기량검증)을 만족해야 한다.

4. 검사주기

매 10년의 검사주기 동안에 KEPIC-MI, MIA-2000, MIC-2000 및 MID-2000 에서 

요구하는 검사 및 압력시험이 완료된다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가동중검사 계획은 

타당하다.

5. 검사결과 평가

검사결과 평가방법이 KEPIC-MI, MIC-3000 및 MID-3000을 따르고 있는지 검토한

다. 만약, 해당코드가 제정 중에 있다면 KEPIC-MI, MIB-3000을 적용해야 한다. 보

수절차서는 KEPIC-MI, MIA-4000을 따른다면 타당하다.

6. 계통압력시험 

KEPIC 코드등급 2 및 3 계통의 압력시험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계획이 

KEPIC-MI, MIC-5000 및 MID-5000의 기준을 만족한다면 타당하다.

7. 가상 배관파단 방지를 위한 강화 가동중검사

격납건물 격리밸브 사이의 고에너지 유체계통 배관은 다음과 같이 강화 가동중

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가. 보호장치, 구조물, 가드관(guard pipe)은 KEPIC-MI에 규정된 가동중검사 수

행에 필요한 접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나. 격납건물 격리밸브 사이의 고에너지 유체계통 배관부분에 대하여, 각 검사주

기 동안에 원주 및 길이 방향의 배관 용접부에 대한 체적 검사(volumetric

examination)가 100% 수행 가능해야 한다.

다. 가드관에 둘러 싸여 있는 고에너지 유체계통 배관부분에 대하여, 원주방향의 

배관용접에 대한 검사(examination)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드관에 검사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중 차단벽 격납 구조물의 환형공간(annulus) 사이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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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드관 부분에 검사구(port)가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라. 검사대상 영역은 KEPIC-MI, MIC-2000에 있는 KEPIC 코드등급 2 배관 용접

부에 대한 검사범주 C-F 에 따라 검사 영역이 정해져야 한다.

8. KEPIC 코드면제

KEPIC-MI, MIC-1220 및 MID-1220에 허용되는 KEPIC 코드검사 면제사항을 따르

는 것은 타당하다.

9. 검사 요건에 대한 완화요청

설계, 형상, 재료의 한계로 인하여 비실용적인(impractical) 것으로 판단된 

KEPIC-MI 검사 요건으로부터의 완화요청을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및 (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

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10. ASME Code Case

신청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가동중검사 관련 ASME Code Case는 사안별로 검토하

여 허용될 수 있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검사대상 기기

가동중검사(ISI) 계획의 대상기기로 적절히 선정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자

의 기기 및 계통에 대한 등급분류, 각 등급별 검사요건, 예외사항이 본 안전심사

지침의 II.1항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2.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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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가 본 안전심사지침 II.2항의 요건을 만족시킴을 확증하기 위하여 KEPIC 코드

등급 2 및 3 계통의 설계 및 배치에 대한 가동중검사시의 접근성을 검토한다.

KEPIC 코드등급 2 또는 3 기기에 대해서는 원격검사가 요구되지 않는다.

3. 검사범주 및 방법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검사범주 및 방법이 본 안전심사지침 II.3항에 규정된 것과 일

치하는지 확인한다.

가동중검사 계획 중 훈련 및 자격 재인정 요건이 KEPIC-MI를 따르는지 확인한다.

초음파탐상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자격은 KEPIC-MI 부록 VII(초음파탐상검사

원 자격인정) 을 따라야 한다.

초음파탐상검사 시스템은 KEPIC-MI 부록 VIII(초음파탐상검사원 자격인정)을 따

른다는 요건이 가동중검사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General Letter 89-08 및 NUREG-1344에 규정된 침식/부식으로 인한 고에너지 배

관의 두께감육에 관한 장기 감시계획이 가동중검사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4. 검사주기

가동중검사 계획에서 각 부위 및 기기에 대한 검사일정이 본 안전심사지침 II.4항

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5. 검사결과 평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검사결과 평가가 본 안전심사지침 II.5항을 따르는지 

확인한다.

6. 계통압력시험 

계통압력시험 계획이 II.6항의 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한다.

7. 가상 배관파단 면제 설계를 고려한 강화 가동중검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강화 가동중검사 계획이 본 안전심사지침 II.7항의 허

용기준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한다.

8. KEPIC 코드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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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 코드 검사(examination)에 대한 면제는 안전심사지침 II.8항의 허용기준을 따

르는지 확인한다.

9. 검사 요건에 대한 완화 요청

신청자가 설계, 형상 또는 재료의 한계로 인하여 KEPIC 요건이 비실용적

(impractical)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는지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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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KEPIC 코드등급 2 계통 기기에서 가동 중에 유해한 결함이 발생되지 않음을 보증하

기 위하여, 원자로 가동전 및 발전소 수명기간동안 선정된 용접부 및 용접 열영향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한다. 또한 누설, 기계적 또는 구조적 결함의 징후, 부식을 탐지하기 

위하여 계통에 압력을 가하는 동안 KEPIC 코드등급 2 및 3 계통을 육안 검사한다.

가동중검사 계획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및  (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과 적

용유효년도까지의 추록을 포함하여 적용유효년도판 KEPIC-MI 의 규정을 따를 것이라

고 신청자가 밝히고 있다. 가동중검사 계획에는 가동전검사 계획이 포함된다.

KEPIC 코드등급 2 계통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잔열제거계통,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 

일부, KEPIC 코드등급 1 계통이 아닌 공학적 안전설비. KEPIC 코드등급 3 계통의 예

는 다음과 같다. 기기냉각수계통과 방사성폐기물계통의 일부. 이러한 계통들 모두가 

유체를 수송한다.

검토자는 가동중검사 계획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5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41조 및 제63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6) “원자로

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및 (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

험에 관한 규정”의 검사 및 압력시험요건을 만족시킨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신청자가 KEPIC-MI, “원전 가동중검사"의 요건을 만족시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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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6.1.1-1 비상노심냉각수의 pH 제어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격납건물 살수용액의 최소 pH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활용가능한 정보를 검토하였고 

아래에 적용가능한 기준을 추천한다.

격납건물 살수용액의 최소 pH값 7.0은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냉각수 pH를 NaOH를 

이용하여 7.0 이상 유지하면 염화물의 농도가 1000ppm 까지 되어도 관찰한 기간동안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웨스팅하우스 보고서의 결론에 따른 것이다. 웨스팅하우스 

보고서에서는 100ppm의 염화물을 갖는 pH 7.0 용액에서 304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

리스강으로 된 예민화 및 예민화되지 않은 U-bend 시편들의 균열개시시간이 각각 7-½

개월과 10개월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Oak Ridge보고서 [참고문헌 3]에 나타난 대부분의 시험들은 pH 4.5 조건에서 수행

되었으며, 단지 두 시험이 pH 4.5 이외의 조건들에서 수행되었다. 예민화된 304 스테

인리스강 U-bend 시편에서 균열은 pH 7.5 및 200 ppm의 염화물농도 조건에서 2개월 

노출 후 관찰되었다. 모든 316 스테인리스강 시편들은 어떤 균열징후도 보이지 않았

다. U-bend 시편의 재료는 예민화되었으며, 항복이상의 응력을 받고 있고 소성변형되

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보고된 시험조건은 사고 후 비상노심냉각계통에 존재할 가능

성있는 응력조건보다 더욱 더 심했다고 결론지울 수 있다.

살수계통과 같은 복잡한 계통의 경우 절대로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는 없지만 적절한 설계, 제작 그리고 부식환경의 조절에 의해 파손가능성이 상당히 줄

어들 수 있다고 한 Oak Ridge의 결론에 따라 최소 pH 권고치는 Oak Ridge의 권고치

인 pH 6.5보다 다소 높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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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규제 입장

예민화되지 않은 또는 예민화된, 그리고 응력을 받지 않는 또는 응력을 받는 오스

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부품의 응력부식균열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사고후 비상

노심냉각수의 pH 수준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최소 pH는 7.0이어야 한다.

2. 격납건물 배수조(sump)로부터 재순환되는 살수에 대해  pH를 7.0에서 9.5까지 높

이면 높일수록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할 확률이 낮아진다. 핵분열생성물의 제거와 

관련해서 추가 수화학요건들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6.5.2절, “핵분열생성물 제

거계통으로서의 격납건물 살수”를 참조한다.

3. 만약 7.5이상의 pH가 사용된다면, 격납건물 내의 알루미늄 부식으로 인한 수소발

생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III. 평가결과   

원자로 격납건물 살수 및 비상노심냉각계통 용액의 pH와 수화학의 조절은 가압경수

로 비상냉각수의 사고후 수화학요건에 대한 규제입장을 만족한다. 또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및 안전관련 구조물의 비정상 누설 또는 파손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1항의 요

건들을 만족한다. 비상냉각수에 대해 제안된 pH는 허용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Ⅳ.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2. D.D.Whyte and L.F.Picone, "Behavior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in Post

Hypothetical Loss of Coolant Environment", WCAP-7798-L, Westinghouse

Nuclear Energy Systems, November 1971 (NES Proprietary Class2)

3. J.C.Griess and E.E.Creek, "Design Considerations of Reactor Containment Spray Systems-

Part X, The Stress Corrosion Cracking of Types 304 and 316 Stainless Steel in Boric Acid

Solutions". ORNL-TM-2412, Part X,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May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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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6.2.1.5-1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 평가를 위한 격납건물  
최소압력 모델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호에 따른 보수성이 입증되어 사용이 허가된 방법과 관련하여, 미국의 

10 CFR 50 부록 K I.D.2 조항에서는 가압경수로형 비상노심냉각계통(ECCS)의 성능 평

가시 사용하는 격납건물 압력이 동일 목적에 따라 보수적으로 계산된 압력을 초과하

지 않아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또한 설치된 모든 압력 저감계통의 운

전과 과정들의 영향을 그 계산에서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격납건물 최

소압력 분석의 수행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아래 요건을 개발하였다. 아래에 기술한 방

법론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호에 따른 비상노심냉각계통과 관련한 격납건물 압력 평가에만 

적용하며, 가상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격납건물 성능 평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규제입장 

1. 모델의 입력 정보

가. 격납건물 내부 초기조건

정상운전조건 제한치에서의 격납건물 최소 기체 온도, 최소 압력 및 최대 습

도를 사용해야 한다.

나. 격납건물 외부 초기조건

타당하게 낮은 격납건물 외부 대기온도 값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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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격납건물 체적

격납건물 순 자유체적 최대값을 사용해야 한다. 이 자유체적값은 격납건물 

총 체적에서 벽과 천장, 구조물 철제, 대부분의 기기와 배관 등과 같은 내부 

구조물의 체적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각 체적 계산시에는 구성품 

체적의 불확실도를 반영해야 한다.

라. 정화 공급 및 배기 계통

원자로의 기동, 출력운전, 고온대기 및 고온정지 등의 운전모드에서 정화계

통의 운전을 고려하려면, 계통배관들이 초기에 열려 있는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2. 능동 열침원

가. 살수 및 송풍냉각계통

모든 공학적 안전설비로서의 열제거계통의 운전은 최대 열제거 성능에서 운

전되는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즉 모든 격납건물 살수 트레인이 최대유량 조

건에서 운전되고 모든 비상송풍냉각기가 작동하는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또

한 살수냉각계통과 송풍냉각기에 공급되는 냉각수의 최소 온도를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에 근거하여 가정해야 한다.

위와 다르더라도 단일능동고장, 저장수 온도 및 냉각수 온도에 관해 전반

적인 비상노심냉각계통 모델 관점에서 최악의 조건을 선정했다면 허용 가능

하다.

나. 격납건물 수증기와 쏟아진 비상노심냉각계통 냉각수의 혼합

비상노심냉각계통 과냉각수가 격납건물로 쏟아지면 비상노심냉각계통 과냉

각수가 격납건물 내 수증기와 혼합됨에 따라 열침원이 추가되는 효과가 생

긴다. 수증기-물 혼합의 효과는 격납건물 압력 계산시 고려해야 한다.

3. 피동 열침원

가. 대상 파악

격납건물 평가 모델에 포함해야 할 수동 열침원은 압력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격납건물 내 구조물과 기기를 파악하여 설정해야 한다. 포함해야 할 

구조물과 기기의 종류는 표 1에 열거되어 있다.

이 모델은 건설허가 신청시와 가용한 열침원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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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운영허가 검토시)까지 격납건물 최소 압력 분석용으로 타당하다. 격납건물 

내 열침원의 상세 목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격납건물 내 피동 열침원을 모의할 수 있다.

1) 일차 격납건물 철제 용기 (shell)나 철제 라이너와 관련 앵커 및 콘크리

트의 표면적과 두께를 타당하게 사용한다.

2) 기타 철제 열침원의 노출 표면적을 그림 1에 따라 추정하고 평균 두께를 

9.53 mm (3/8 인치)로 가정한다.

3) 내부 콘크리트 구조물을 두께 30.5 cm, 노출 표면적 15,000 m2의 평판 

(slab)으로 모의한다.

열침원의 타당한 열물리적 특성치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신청자는 타당한 치수와 특성치를 포함한 열침원 상세 목록을 제시해야 한다.

나. 열전달계수

냉각재상실사고시 취출 및 취출후 단계 동안 노출된 피동 열침원으로의 열전

달에 관해 아래의 보수적인 응축 열전달계수를 사용해야 한다(그림 2 참조).

1) 취출 단계에서는, 응축 열전달계수가 t = 0에서의 hinitial=8 Btu/hr-ft2-oF로

부터 취출 종료 시점에서 아래 Tagami 상관식을 써서 계산한 열전달계수 

최대값보다 4배 큰 첨두치까지 선형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hmax=72.5(Q/Vtp)0.62

여기서 hmax= 최대 열전달계수, Btu/hr-ft2-oF

Q = 일차 냉각재 에너지, Btu

V = 격납건물 순 자유체적, ft3

tp = 취출 종료시점까지 시간 간격, sec

2) 격납건물 대기의 난류성이 작은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장기간에 걸친 사

고의 취출후 단계에서는 표 3에 주어진 Uchida 자료에 의해 예측되는 값

보다 1.2배 더 큰 응축 열전달계수를 가정해야 한다.

3) 취출 종료 시점과 장기간에 걸친 취출후 단계 사이의 사고의 천이 단계에

서는 응축 열전달계수가 타당하게 보수적으로 지수함수적으로 천이되는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그림 2 참조).

위 방법에 근거한 응축 열전달계수 계산치는 금속과 콘크리트, 도장된 

표면과 비도장 표면 등 모든 노출된 피동 열침원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

피동 열침원내에 인접한 재료간의 열전달은 재료 접촉면에서 열 유동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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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없다는 가정에 근거해야 한다. 한 예로서 격납건물 라이너로부터 콘

크리트 접촉면을 들 수 있다.

4) 위 지침과 다르더라도 단일능동고장, 저장수 온도 및 냉각수 온도에 관해 

전반적인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평가 모델이 핵연료 피복재 온도 계산치

의 첨두치를 타당하게 계산할 수 있다면 허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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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격납건물 열침원의 파악

1. 격납건물 (예: 라이너 판과 외부 콘크리트 벽, 바닥, 배수조, 선형 앵커 (Linear

Anchors) 등)

2. 격납건물 내부 구조물 (예: 내부 격리벽과 바닥, 재장전 수조(Pool)와 핵연료 이송

조 벽, 차폐벽 등)

3. 지지물 (예: 원자로 용기, 증기발생기, 펌프, 탱크, 주요 기기, 배관 지지물 및 저장 

선반 등)

4.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는 계통 및 기기 (예: 냉수계통, 공기조화(HVAC)계통 , 펌

프, 모터, 송풍 냉각기, 재결합기, 탱크 등)

5. 각종 장비 (예: 사다리, 격자 깔판, 전력선, 트레이 및 크레인 등)

표 2. 열침원의 열물리적 특성치

재료
밀도

kg/m3 (lb/ft3)

비열

kJ/kg-oK(Btu/lb-oF)

열전도도

W/m-oK(Btu/hr-ft-oF)

콘크리트 2330 (145) 0.654 (0.156) 1.6 (0.92)

철 7850 (490) 0.503 (0.12) 47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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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Uchida 열전달계수

공기/수증기 질량비
열전달계수
(W/m2-oK

(Btu/hr-ft2-oF))
공기/수증기 질량비

열전달계수
(W/m2-oK

(Btu/hr-ft2-oF))

50 12 (2) 3 165 (29)

20 46 (8) 2.3 211 (37)

18 52 (9) 1.8 262 (46)

14 57 (10) 1.3 358 (63)

10 80 (14) 0.8 557 (98)

7 97 (17) 0.5 795 (140)

5 120 (21) 0.1 1590 (280)

4 13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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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격납건물내 철제 열침원의 면적

그림 2. 정적 열침원에 대한 응축 열전달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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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6.2.3-1 이중격납건물로 설계된 원전의 우회누설경로 결정

검토주관 : 중대사고리스크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이 부록의 목적은 일차 격납건물 누설 중에서 이차 격납건물에 의하여 제어되지 못하

는 부분의 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우회 누설이란 일차 격납건물 누설

중 이차 격납건물을 우회하는 누설로 정의되며 환경으로 직접 방출된다. 이러한 누설

은 냉각재상실사고의 방사선 결말 분석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차 격납건물은 일차 격납건물을 완전히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대기압 보다 낮

은 압력으로 유지되어 일차 격납건물의 방사능물질이 환경으로 누설되기 전에 모으고 

처리할 수 있는 계통이 구비되어 있다. 이차 격납건물은 일차 격납건물과 이차 격납건

물 구조물 사이의 환형공간, 이차 격납건물 구조물 및 여과계통을 포함한다. 환형공간

을 부압으로 만들기 위한 감압계통 역시 이차 격납건물 계통의 하나로 분류된다.

일차 격납건물 계통의 누설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모두 이차 격납건물 계통에 

모아지지는 않는다.

1. 이차 격납건물 계통이 감압되는 동안에 일차 격납건물에서 누설된 기체가 직접 환

경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2. 이차 격납건물을 통과하는 격납건물 관통부 또는 밀봉을 통한 우회누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차 격납건물 경계에서 양(Positive)의 차압이 걸리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차 격납

건물로부터 환경으로 직접적인 누설이 발생될 수 있다. 이차 격납건물은 대형냉각재상

실사고에 따른 열부하로 인해서 또는 감압설비의 작동이 적절치 못한 경우 위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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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과 같은 양의 차압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22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에서 요구하는 격납건물 누설시험과 유사한 

방법으로 누설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잠재적으로 누설경로가 될 수 있는 관통부들을 

파악해야 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없음.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이차 격납건물은 일차 격납건물을 완전히 감싸야 하지만 지면 아래로 묻힌 부분,

즉 일차 격납건물 기초콘크리트와 같은 부분은 예외로 한다. 부분적인 이중 격납

건물 개념에 있어서는, 처리되지 못한 이차 격납건물의 누설량이 적절히 규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차 격납건물의 설계누설률보다 적은 누설량이 냉각재상실사고 후 

방사선 결말 분석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부분적인 이중 격납건물 개념에 있어

서 누설 포집에 대한 정량적인 신뢰성 부여는 각 경우별로 검토되어야 한다.

2. 냉각재상실사고 후 이차 격납건물에 양의 차압이 걸리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0.063kPa 이상이 될 때는) 언제나 일차 격납건물의 설계기준 누설률과 같은 양의 

누설이 일차 격납건물로부터 환경으로 직접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이 

누설기간은 이차 격납건물에 가해지는 열부하 및 누설을 고려한 이차 격납건물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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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거동분석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3. 이차 격납건물 감압 및 여과계통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52,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Atmosphere Cleanup System Air Filtration

and Adsorption Units of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에 따라 설계

되어야 한다. 이 계통의 사용전시험, 가동중시험 및 시험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이차 격납건물의 외기 침투율 및 감압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100 vol%/day 보다 큰 누설률을 갖는 이차 격납건물에 대하여는 여과누설

(exfiltration)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5. 이차 격납건물 내에서 격리되지 못하는 다음과 같은 누설격리 방벽들은 잠재적인 

우회누설 경로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가. 일차 및 이차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배관에 설치된 격리 밸브들

나. 일차 및 이차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관통부에 설치된 밀봉부와 개스킷들

다. 일차 및 이차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관통부에 설치된 용접 접합부위들

6. 상기 5번에서 발견된 잠재적인 우회누설 경로들의 전체 누설률은 계통 설계제한 

및 시험 민감도를 고려한 실질적인 방법(realistic manner)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 값은 기술지침서에 기술되어 있는 우회누설에 대한 여유도를 고려한 제한치로 

설정이 되며 냉각재상실사고의 방사능 결말 분석에 사용되어야 한다.

7. 상기 5번에서 발견된 잠재적인 우회누설 경로들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5)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에서 요구하는 사용전 및 가동

중 B 형 및 C 형 격납건물 국부 누설률시험과 유사한 방법으로 누설시험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용접된 접합부들의 누설시험의 대안으로서 

10 CFR 50 Appendix J, “Primary Reactor Containment Leakage Testing for

Water-Cooled Power Reactors”에서 요구하는 격납건물 누설시험(A형 시험)시 비

눗물을 이용한 거품시험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 발견될 수 있

는 모든 누설부위는 보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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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물 또는 공기로 차단되는 계통 및 누설조절 계통 등이 밸브를 통한 누설을 처리하

는 것으로 제시된다면 RG 1.96, “Design of Main Steam Isolation Valve Leakage

Control Systems for Boiling Water Reactor Nuclear Power Plants”에 제시된 것과 

같은 누설조절계통에 대한 지침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9. 우회 누설경로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누설 경계로서 폐쇄계통이 제시된다면, 이 계

통은 다음 사항이 모두 만족되는 계통이어야 한다.

가. 격납건물 대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냉각재상실사고 후에 격납건물 

대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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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규정”의 안전등급 2에 따라 설계된 계통

다. 내진범주 I급의 요건에 적합한 설계를 만족하는 계통

라. 최소한 계통의 설계사양이 격납건물 설계 온도 및 압력 보다 같거나 큰 계통

마. 공학적 안전설비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비산물, 배관 휩, 분사 충

격력 등을 막을 수 있게 설계된 계통

바. 발전소 정상운전중에 계통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계통이거나 누설시험이 수행

되는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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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6.2.4-1 정상운전중 격납건물 환기 및 배기

검토주관 : 중대사고리스크평가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본 부록은 격납건물 정화 및 배기계통과 같이 격납건물 내부 대기로부터 외부 대

기로의 직접적인 누설경로를 제공할 수 있는 계통에 대한 규제입장을 제시한다.

격납건물 정화계통 및 배기계통은 운전의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반면에 냉각재 상실사

고 시에 격납건물 대기의 소외 방출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전소 설계는 이 계통을 상시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어서는 안된다.

격납건물 정화의 필요성이 발전소 설계에서 항상 고려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계통에 

대한 설계기준은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 가동중 원전에서 정화계통의 가동경험은 발

전소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즉 어떤 발전소의 경우에는 정상운전중에 사용한 경험

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발전소는 짧은 기간 동안 단속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으

며 정상운전중에 이 계통을 연속적으로 운전하는 발전소도 있다.

격납건물 정화계통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

1. 공기압 작동 제어기로부터 격납건물로의 과도한 공기누설 등과 같은 운전상의 문

제점 완화

2. 원자로 출력운전 중 발전소 종사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사화된 

격납건물 대기중의 부유물 제거

3. 격납건물 대기의 온도, 압력 및 상대습도의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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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배기계통은 전형적으로 초기 출력상승시점에서 온도 상승에 따른 격납건

물의 온도 및 압력 조절을 위하여 사용된다. 또한 공기압을 이용한 밸브들의 조절로 

인한 격납건물 내의 압력상승을 조절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들 

격납건물 정화 및 배기계통은 격납건물 내부의 대기와 외부 환경이 연결되어 있는 계

통이므로 이 계통이 작동중일 때 냉각재상실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시 계산된 방

사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기

준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원자력발전소의 격납건물 정화계통 배관크기는 핵연료 재장전시의 격납

건물 대기제어조건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배관의 크기

는 상당히 크며 일반적으로 약 42 인치(inch) 정도이다. 이 계통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격납건물 대기를 제어하므로 이런 시기에 격납건물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영향은 심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형 격납

건물 관통배관의 사용은 저온정지기간 및 핵연료 재장전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다

른 운전모드에서는 반드시 밀봉되어야 한다.

격납건물 정화 및 배기계통의 설계와 운전은 소외 방사선량 기준의 만족여부에 근

거를 두어야 하며 이들 계통 사용에 따른 격납건물 압력 감소로 인하여 비상노심냉각

계통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정상운전중 비 정기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는 격납건물 정화계통은 추가적인 계

통 및 배관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들 배관의 크기는 정화밸브가 초기에 개방

되어 있다가 닫히는 것으로 가정되는 냉각재상실사고 시 Regulatory Guide 1.4에 의하

여 계산된 소외 방사선 결말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

에 관한 기술기준”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격납건물 정

화계통 밸브의 닫힘 시간도 냉각재상실사고 시 핵연료 파손 전에 닫힐 수 있다는 것

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대 5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것은 배기계통 밸브설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격납건물 정화계통배관의 크기는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에서 보통 약 8인치 

정도된다. 보다 큰 크기의 배관의 경우 신청자는 제시한 배관 크기에 대하여 냉각재

상실사고 시 방사능 결말 분석 결과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원자로시설

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제한치 이내 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즉, 배관크기의 허용

여부는 부지기상, 격납건물 설계, 노형에 따른 방사선원항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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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규제입장

원자력발전소에서 정상운전, 기동, 고온대기, 고온정지시에 사용되는 격납건물 정화

계통(온라인 격납건물 정화계통)은 저온정지 및 핵연료재장전 운전모드시에 사용되는 

것과 독립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1. 온라인 격납건물 정화계통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1항 6호 및 General Design Criteria(이하 “GDC”) 54는 격리밸브들의 신뢰

도 및 성능이 격납건물 경계를 관통하는 계통들의 격리에 대한 안전성 측면에

서의 중요성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격납건물 정화계통은 이들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성능과 신뢰도가 안전심사지침 3.10절에 기술된 운전

성 보증계획과 일관성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밸브와 구동장치들의 설계기준은 

냉각재상실사고 시 격납건물의 압력상승과 밸브가 닫히는 도중을 포함하여 닫

힐때까지 시간의 함수로서 공급배관과 배기배관의 유량을 고려해야 한다.

나. 공급배관과 배출배관의 수는 GDC 54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격리기능의 신

뢰도를 증진시키고 비상노심냉각계통 평가에 사용되는 격납건물 압력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

한 기준” 및 소외 방사선량과 관련된 기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각각 1개씩으로 제

한된다.

다. 더 큰 크기의 배관이 관련기준을 만족한다는 상세한 입증 자료가 없는 한에는,

GDC 54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격리기능을 개선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의 요건에 따

라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 평가에 사용된 격납건물 압력 관련 요구사항 및 소

외 방사선량과 관련된 기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배관 크기는 8 inch를 초과하지 말아

야 한다.

라. GDC 54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격납건물 환기계통의 격리설비는 반드시 공

학적 안전설비에 대하여 요구되는 것과 같은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품질보증, 다중성, 시험성 및 이들 배관격리의 안전 중요도를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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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준들이 있다. GDC 54에는 격납건물 정화계통 격리설비에 대한 명확한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마. GDC 54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격리기능의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격납

건물 정화계통 격리설비에 사용되는 계장설비는 다른 계통들과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다양한 변수에 의하여 그 작동신호가 발생될 수 있어야 한다(예: 격납건물 

압력, 안전주입 신호, 격납건물 방사능). 또한 격리설비를 작동시키는데 동력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설비로부터 그 동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바. 계측지연을 포함한 격납건물 정화계통 격리설비 작동시간은 소외 방사선량과 

관련된 기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

술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5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사. 격리설비는 그 설비를 통과하는 기체와 증기에 의하여 운반될 수 있는 파편들

에 의하여 격리기능이 방해받지 않도록 설계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2. 격납건물 정화계통은 격납건물 내의 온도 및 습도 조절 기능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3. 격납건물 내에는 격납건물 대기 정화계통이 제공되어 격납건물 정화계통에 대한 

사용 필요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4. 원자로 정상운전중에 격납건물 대기정화계통의 격리기능시험 및 밸브의 누설율시

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격납건물 정화계통에 대한 설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이 수행되

어야 한다.

가. 냉각재상실사고로 인한 소외 방사선학적 영향 분석

이 분석은 전체 파단 크기별 분석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고

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의 요건에 

따라 분석되어야 한다. 이 분석의 결과로서 소외 방사학적 영향은 원자력안전위

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규제기준을 만족

하여야 한다.

나. 이 계통의 격리 기능이 실패하였을 때 기존 장착된 안전 설비(팬, 필터 등)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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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누설되는 공기와 증기로 인한 소외 방사학적 영향이 제한치 이내임을 

보일 수 있는 분석

다. 비상노심냉각계통 배압 결정시 이 계통의 격리실패로 인한 격납건물 대기의 부

분적인 상실에 따른 격납건물 압력감소 분석

라. 격납건물 정화계통의 최대 허용누설률은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에

는 전체 격납건물 허용누설률 및 밸브 크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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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6.2.5-1 냉각재상실사고시 격납건물내 수소농도 계산 방법

검토주관 : 중대사고리스크평가분야 담당부서

I. 서  론  

본 부록은 냉각재상실사고시 원자로 격납건물내의 수소농도 계산에 활용하고자 작

성하였다.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의 설계 타당성 검토과정에 본 지침에서 기술하는 계산 

방법이나 그 밖의 타당한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가상사고시의 격납건물의 수소농도를 

평가할 수 있다.

II. 수소 생성원

 냉각재상실사고시 격납건물 내의 수소 생성원은 다음과 같다.

- 핵연료 피복재와 원자로 냉각재 사이의 금속-물 반응

- 알카리성 살수액에 의한 알루미늄 및 아연의 부식

- 원자로심 및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의 냉각수 방사화 분해

-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용존수소 방출

- 격납건물 내 유기물의 방사화 분해

상당 양의 수소가 발생된다면, 이들 수소는 격납건물 대기내의 산소와 반응하게 되

며, 불활성화 격납건물의 경우에도 냉각재상실사고로 생성된 산소와 결합할 수 있다.

1. 핵연료 피복재와 원자로 냉각재 사이의 금속-물 반응

핵연료 피복재 금속-물 반응과 관련된 수소의 생성은 가정된 사고의 진행과정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이 때의 수소 발생 화학반응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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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 + 2H2O → ZrO 2 + 2H2

1 lb (0.4536 kg) Zr → 0.043956 lb (0.019938 kg) H2

1 lb (0.4536 kg) Zr → 0.021978 lb-mole (0.019969 kg-mole) H2

그러므로 반응에 포함된 지르코늄 1 파운드 (0.4536 kg)로 0.021978 lb-mole

(0.019969 kg-mole)의 자유수소가 발생되며, 이상기체상태방정식을 적용하면 

8.4866 scf/lb Zr (0.5309 m3/kg) 등가의 수소량이 된다.

V = MRT
P

V = (0.021978 )× (10.71) × (530)
(14.7)

V = 8.4866 (scf/lb) Zr

( V = 0.021978×8314×294.4
101325.0

= 0.5309 m 3

kg Zr )

생성된 수소의 총량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7에 제시된 가정사항에 따

라 결정된 반응할 지르코늄 양에 기초한다. 지르코늄의 반응비율을 고려하면 수소 

생성량은 다음과 같다.

WG = 0.022×WZr×fMW

여기서,

WG = pound-mole (0.4536 kg-mole) 단위의 수소 생성량  

WZr = 핵연료 피복재 중 지르코늄의 무게

fMW = 지르코늄-물 반응 비율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반응에 의한 최대 수소생성량이 핵연료를 둘러싸고 있는 원통형 

피복재의 모든 금속이 반응한다고 가정할 때 생성되는 가상적인 수소생성량의 

0.01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RG 1.7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

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의 허용기준의 5배 

상당량 또는 노심 전체의 초기 피복재 평균두께의 0.00023 inch까지 반응하여 생

성된 수소량 중 큰 양이 사고 후 2분 이내에 격납건물로 방출된다고 가정한다.

2. 알카리성 살수액에 의한 알루미늄 및 아연의 부식 

알루미늄 부식에 의한 수소생성은 일반적으로 첨가물질이 포함된 냉각수가 해당 

알루미늄 재료와 접촉이 가능한 경우에만 고려하며, 이에 따른 수소 생성률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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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S c(t) =
ApBC(t)

12×3.15×10 7

여기서,

Sc(t) = 수소생성률, lb-mole/sec (0.4536 kg-mole/sec)

A = 알루미늄 표면적, ft2 (0.09290 m2)

p = 알루미늄 밀도, lb/ft3 (16.01846 kg/m3 )

B = 알루미륨의 lb (0.4536 kg)당 수소 lb-mole (0.4536 kg-mole)

C(t) = 알루미늄 부식률, in/year (2.540 cm/year)

알루미늄 부식률은 지수식으로 근사할 수 있으며, 사고 초반의 고온에 의한 증가

된 부식률과 이후 분석기간동안의 일정 부식률을 고려한다. 수소 생성과 관련된 

화학식은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2 Al + 3 H2O = 3 H2 + Al2O3

Al의 1 lb (0.4536 kg) = H2의 0.111 lb (0.0503 kg)

Al의 1 lb (0.4536 kg) = H2의 0.0555 lb-mole (0.02517 kg-mole)

따라서,

B = 0.0555 lb-mole H2/lb Al (0.02517 kg-mole H2/0.4536 kg Al)

아연 부식률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원자로심 및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의 냉각수 방사화 분해

원자로심 및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의 냉각수의 방사화 분해에 의한 수소생성률

은 잔열분포와 냉각재로 방출된 핵분열생성물의 양에 의존한다. 시점 t에서의 방

사화 분해에 의한 수소 생성률은 다음과 같다.

SH(t) =
P

B×N ×
G c×E c(t) + G s×E s(t)

100

여기서,

SH(t) = 수소 생성률, lb-mole/sec (0.4536 kg-mole/sec)

P = 원자로 운전출력, MWt

B = 변환인자, 454 gm-mole/lb-mole

N = 아보가드로수, 6.023×1023 molecules/gm-mole

Gc = 노심내 냉각수의 방사화 분해에 의한 수소생성률, molecules/100eV

Ec(t) = 노심 냉각재에 흡수된 핵분열생성물의 감마선 에너지, eV/sec-M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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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 집수조 냉각재의 방사화 분해에 의한 수소생성률, molecules/100eV

Es(t) = 냉각재에 용해된 핵분열생성물로 야기된 노심 밖의 냉각재에 흡수된 

에너지, eV/sec-MWt

Ec(t)의 양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c(t) = (fγ)c Hγ(t)

여기서,

(fγ)c = 노심영역내 냉각재에 흡수된 핵분열생성물의 감마선 에너지의 비율

Hγ(t) = 감마선 에너지 생성률, eV/(sec-MWt)

이와 유사하게, Es(t)의 양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s(t) = (fγ+β)s H(γ+β)(t) + fI HI(t)

여기서,

(fγ+β)s = 집수조 냉각재에 흡수된 전체 고체 핵분열생성물의 에너지의 비율

H(γ+β)(t) = 전체 고체 핵분열생성물 에너지 생성률, eV/sec-MWt

fI = 집수조 냉각재에 흡수된 옥소 동위원소 에너지의 비율

HI(t) = 옥소 동위원소 에너지 생성률, eV/sec-MWt

방사화 분해에 의한 산소 생성량 관계식은 위의 수소 관계식에서 산소 생성률이 

수소 생성률의 1/2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2년 동안의 원자로 가동률을 

기준으로 한 ANS-5.1의 원자로 붕괴열 분포식 (Hγ(t), H(γ+β)(t), HI(t))은 다음과 

같은 지수 순차식 형태로 근사된다.

Hγ(t) = 10 22 (5.1912 e - 9.8×10- 5 t + 0.8743 e - 6.5×10- 6 t + 0.6557 e - 5.7×10- 7 t

+ 0.4098 e - 7.4×10- 8 t + 0.0150 e - 8×10- 10 t )

H γ+ β ( t) = 2.0Hγ(t)

H I(t) = 10 22 ( 0.8197 e - 6.1×10- 5 t + 0.3279 e - 1.1×10- 5 t + 0.0574 e - 1.0×10- 6 t )

여기서, t = 원자로 정지후 시간(sec) 이다. 400초에서 4×107초 사이에서 해당 식은 

ANS 기준보다 20%정도 크게 예측한다. 이 관계식은 정지 직후에는 기준 곡선보

다 낮게 예측한다. 그러나 짧은 시간동안 계산되어지므로 이런 차이가 결과에 심

각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단,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 핵연료에서 방출되

리라 가정한 핵분열생성물의 감마에너지를 이중으로 고려함으로서 방사화 분해에 

의한 수소생성량은 약간 높게 예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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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용존수소 방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용존수소는 원자로냉각재에 용존되어 있는 수소와 가압기 증

기부에 용존되어 있는 수소는 냉각재상실사고시 파단부를 통해 격납건물로 모두 

방출된다고 가정하며, 핵연료 피복재 금속-물 반응으로 생성된 수소와 동시에 방

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용존 수소량 계산은 계통 내 냉각재

의 체적, 밀도, 표준상태로 환산된 수소농도를 고려하여 계산한다.

5. 격납건물 내 유기물의 방사화 분해

격납건물 내 에폭시도장 및 전선 등에 포함된 유기물의 방사화 분해로 인한 수소

생성량의 계산에는 격납건물 내 존재하는 각 유기물의 질량을 평가하여 계산한다.

이때, 유기물에 흡수되는 총 누적선량은 보수적으로 가정하며, 방사선의 흡수로 

인한 각 유기물의 수소생성률을 타당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냉각재상실사고 후 일

정기간 동안의 방사선량이 시간의 함수로 제시되지 않는 한, 유기물의 방사화 분

해로 인한 수소의 생성은 핵연료 피복재 금속-물 반응으로 생성된 수소의 방출과 

동시에 생성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III. 입력 요구사항

본 계산방법에서 요구하는 입력정보는 다음과 같다.

1. 핵연료 피복재 중 지르코늄 무게

2. 지르코늄-물 반응 비율

3. 알루미늄 표면적

4. 알루미늄 밀도

5. 알루미늄의 단위질량당 수소 생성률

6. 알루미늄의 부식률

7. 아연 표면적

8. 아연 밀도

9. 아연의 단위질량당 수소 생성률

10. 아연의 부식률

11. 원자로 운전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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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심내 냉각재의 감마선 에너지 흡수율

13. 집수조 용액에 흡수된 전체 고체 핵분열생성물의 에너지 생성률

14. 집수조 용액에 흡수된 옥소 동위원소의 에너지 생성률

15. 원자로정지 후 경과 시간

16. 원자로냉각재계통 내 용존 수소량

17. 격납건물 내 유기물의 질량

18. 격납건물 내 유기물에 흡수되는 총 누적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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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6.3-1 재장전수저장탱크와 재순환집수조로부터 안전주입 
펌프까지의 배관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에는, 안전주입신호가 발생하는 설계기준사고시, 안전주

입펌프에 냉각수원을 공급하기 위해 재장전수저장탱크가 설치된다. 사고해석은 최소의 

안전주입펌프가 가용하다는 가정 하에 수행되므로, 만약 짧은 기간이라도 냉각수원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동현상(cavitation)이나 과열 등으로 펌프 손상이 발생하면 핵

연료와 피복재의 온도가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2항에서는, 비상노심냉각 수단이 적절한 다중성, 누설탐지,

격리 및 격납 기능 등을 구비하여 단일전력-단일고장 가정 하에서도 충분한 신뢰도를 

가지고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에서 

안전주입펌프에 이르는 배관에 대한 설계에 있어서도 단일고장 가정이 적용된다. 단일

능동고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단일능동고장은 수동고장이 아닌 것으로서 작동요구시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

하기 위해 기계적 동작에 의지하는 기기의 고장이다.

2. 자체 고장이나 제어계통 이상으로 발생하는 능동기기의 우발적 작동은 단일능

동고장으로 간주한다. 단, 그러한 우발적 작동을 배제하기 위한 특별한 설계특

성 혹은 운전제한장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 지침은 수원으로부터 펌프까지의 비상노심냉각계통 배관 설계에 대한 상세 규제 

입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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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제지침은 재장전수저장탱크와 재순환집수조로부터 안전주입 펌프까지의 배관

에 대한 KINS의 규제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신청자가 제출한 문서를 검토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II. 규제입장

1. 재장전수저장탱크와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로부터 안전주입펌프까지의 배관 

설계를 평가할 때 위에서 정의한 단일능동고장을 적용한다.

2. 밸브들을 포함한 배관계통은, 어떠한 밸브에도 전원차단 없이, 아래에 제시된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가. 재장전수저장탱크와 안전주입펌프 사이의 배관과 밸브들은 단일능동고장이 

발생해도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

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의 제3조 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최

소유량을 노심에 공급할 수 있도록 배열되어야 한다.

나. 재장전수저장탱크와 안전주입펌프 사이의 배관과 밸브들은 단일능동고장이 

발생해도 펌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열되어, 냉각재상실사고 후 노

심 및 격납건물 장기냉각에 필요한 최소유량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재장전수저장탱크와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로부터 안전주입펌프까지 연결

된 배관과 관련 밸브는 비상노심냉각계통 운전이 주입단계에서 재순환단계

로 자동 전환되도록 배열되어야 한다. 이 배관들은, 단일능동고장이 발생하

더라도, 재순환집수조와 재장전수저장탱크 사이의 차압으로 인해 노심 냉각

능력이 상실되거나, 격납건물로부터 환경으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지 않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III.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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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ranch Technical Position 6-5, “Currently the Responsibility of Reactor

Systems Piping from the RWST and Containment Sump(s) to the Safety

Injection Pu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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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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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주관 :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주제어실 환기계통은 능동기기의 단일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히 기능을 수행해

야 한다는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단일고장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밸브 또는 댐퍼를 복합적으로 배치할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가상사고시 계통의 

운전이 가능하고 격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이중계통 배열의 각 계열에 

대해서 직렬로 연결된 밸브 두 쌍이 병렬로 연결된 구성(따라서 4개의 밸브로 구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구성의 경우 기기, 전원, 제어 등이 결합되어 비교적 복잡한 계통이 

된다. 계통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고장난 밸브를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계통을 

대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중계통 배열의 경우 수동 조정을 인정한다면,

각 계열에 대해서 두 개의 직렬로 연결된 밸브가 허용 가능하다. 밸브가 닫힌 채로 고

장났으나 아래의 기준을 만족한다면, 그 밸브를 조정하여 열린 채로 고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밸브나 댐퍼의 내부 부품의 고유한 신뢰도와 외부 구동 부품(계전기, 모터, 수압 피스

톤 등)의 고장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용이성에 따라서 수리에 대한 선택 사항의 허

용여부가 달라진다. 이것들은 다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준이 요구된다.

1. 밸브나 댐퍼의 부품들을 내장품(수리 불가능)과 외장품(수리 가능)으로 구분하여 분

류해야 하며,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가. 밸브 내장품(덕트라인을 개방하지 않고는 수리가 어려운 부품)은 고장날 가능성

이 매우 낮아야 한다. 기기의 상세설계를 검토하고, 가상 고장 기구와 관련한 

단순성, 견고성, 민감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장품 설계의 신뢰성에 대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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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여부를 공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예를 들면 추축(Pivot shaft)에 용접되

거나 쐐기로 고정된 나비형 밸브(Butterfly valve)는 높은 신뢰성을 가진 내장품

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에, 다수의 요소에 의해 연결되어 구동되는 다중 날

개 댐퍼 (Multiple blade damper)나 수송관 내의 공기압력 구동부품의 경우는 

고장나기 쉬운 것으로 간주된다.

나. 밸브의 외장품(즉, 수리 가능하거나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는 모터 또는 

전원공급장치)은 고장날 경우 손쉽고 안전하게 우회될 수 있으며, 적절한 위치

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전자부품은 수리시 다른 부분의 고장

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부품으로부터 분리가 가능해야 한다.

2. 밸브나 댐퍼는 특히 해당되는 설계기준사고 상태 하에서 수리를 위해 주제어실에서 

접근이 쉽도록 위치해야 한다.

3. 밸브나 댐퍼의 작동 상태와 오작동을 명확히 알려줄 수 있는 주제어실 계기가 구비

되어야 한다.

4. 교육 목적과 수동 조작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제어실 운전원이 밸브나 댐퍼

를 주기적으로 조종할 것이 요구된다.

5. 사고과정 중에는 고장난 밸브나 댐퍼를 수동으로 조작하도록 재차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즉, 사고 과정중 밸브나 댐퍼 조작은 1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밸브가 고

장난 채로 고정된 상태에서 계통의 다른 부분을 교정하거나 재정렬하는 것이 주제

어실에서 가능해야 한다.

6. 밸브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30분의 여유도를 추가한 값을 주제어실 피폭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수리 시간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사고시 처음 두 시간 동안은 

수동 교정에 대해 신뢰도를 부과하지 않는다.

7. 수리 가능성을 적용할 때는 상기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

술하여야 한다.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개정6판) 제2권
	서문
	목차
	제4장 원자로
	4.2 핵연료계통 설계
	4.3 핵설계
	4.4 열수력 설계
	4.5.1 제어봉구동 구조재료
	4.5.2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노심지지구조물 재료
	4.6 제어봉구동계통의 기능설계
	부록4.2-1 외력에 대한 핵연료집합체 구조응답(Structural Response) 평가
	부록4.2-2 혼합노심 안전성 평가지침
	부록4.2-3 금속핵연료봉 파손 및 냉각능력에 대한 규제입장
	부록4.3-1 일정상하부 출력편차 제어(CAOC)에 대한 규제입장

	제5장 원자로냉각계통 및 연관계통
	5.2.1.1 코드 및 표준의 적용
	5.2.1.2 적용 가능한 코드 케이스
	5.2.2 과압보호
	5.2.3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재료
	5.2.4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가동중검사 및 시험
	5.2.5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누설탐지
	5.3.1 원자로 용기 재료
	5.3.2 압력-온도 제한치, 최대흡수에너지 및 가압열충격
	5.3.3 원자로용기 건전성
	5.4.1.1 펌프 플라이휠의 건전성
	5.4.2.1 증기발생기 재료
	5.4.2.2 증기발생기 프로그램
	5.4.7 잔열제거계통
	5.4.11 가압기 방출탱크
	5.4.12 원자로냉각재 상단배기
	부록5.2.2-1 저온운전시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과압방지
	부록5.3.2-1 파괴인성 요건
	부록5.4.2.1-1 증기발생기 2차측 수화학 감시
	5.4.7-1 잔열제거계통 설계요건

	제6장 공학적안전설비
	6.1.1 공학적 안전설비 재료
	6.1.2 보호도장계통-유기재료
	6.2.1 격납건물 기능설계
	6.2.1.1 부압형 격납건물을 포함한 건식형 격납건물
	6.2.1.2 부격실 분석
	6.2.1.3 가상 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분석
	6.2.1.4 가상 2차계통 배관파열에 대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분석
	6.2.1.5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평가를 위한 격납건물
최소압력 분석
	6.2.2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6.2.3 이차 격납건물 기능설계
	6.2.4 격납건물 격리계통
	6.2.5 격납건물내 가연성기체제어
	6.2.6 격납건물 누설시험
	6.2.6 격납건물 압력경계 파단방지
	6.3 비상노심냉각계통
	6.4 주제어실 상주보장 설비
	6.5.1 공학적 안전설비 공기정화계통
	6.5.2 핵분열생성물 제거계통으로서의 격납건물 살수
	6.5.3 핵분열생성물 제어계통 및 구조물
	6.6 KEPIC 코드등급 2 및 3 기기의 가동중검사 및 시험
	부록6.1.1-1 비상노심냉각수의 pH 제어
	부록6.2.1.5-1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 평가를 위한 격납건물
최소압력 모델
	부록6.2.3-1 이중격납건물로 설계된 원전의 우회누설경로 결정
	부록6.2.4-1 정상운전중 격납건물 환기 및 배기
	부록6.2.5-1 냉각재상실사고시 격납건물내 수소농도 계산 방법
	부록6.3-1 재장전수저장탱크와 재순환집수조로부터 안전주입 펌
프까지의 배관
	부록6.4-1 밸브 또는 댐퍼 수리의 대안(Alternative)에 대한 허용기준





